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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라오어를 모어로 하는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의 양상과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되, 대조 분석과 오류 분석, 실험음성학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

해 면밀히 관찰,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음의 이해도(intelligibility)에 입각한 교

육 항목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고의 Ⅱ장은 이러한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제로서, 본격적인 발음 양상 분

석에 앞서 학습자의 모어인 라오어의 발음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라오스인 학습자에

게 나타날 오류에 대한 예측과 원인 분석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삼고자 한국어와 라오

어의 발음 체계를 자음과 모음을 비롯한 모든 분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음절 구조와 

종성 자음, 음운 현상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대조하고 분석하였다. 대조 분석 결

과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자음 중에서는 한국어 장애음에 속한 평음과 

종성 /ᄅ/, 그리고 모음 중에서는 이중모음, 음운 현상 중에서는 연음을 비롯한 비음

화 유음화 등의 음운변동 발음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대조 분석에 이어, 양 언어의 이러한 차이가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에 대해, 차이성에 근거한 대조분석가설과 더불어 유사성에 근거한 음성

지각이론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오류의 원인을 분석할 

때, 보다 정확하고 개연성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오류의 원인과 교

육적 처방이 서로 긴밀하게 관련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 한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의 목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해 가능한 발음’ 즉 이해도

(intelligibility)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기존의 오류율에 근거한 정확성의 기준

만이 아니라 청자의 이해에 기반하여 교육 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라오스 현지의 대표적인 한국어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라오스국립대학교의 한국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음 교육의 현황을 전체

적인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교재 및 교실 수업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라오스인 

학습자의 발음 양상과 원인 분석이 실제 교육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것

이 되게 하고자 하였다. 

이어 Ⅲ장의 전반부에서는,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의 진단과 양상 분석에 

관한 것으로,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 전공자 111명의 한국어 발음 음성 자료를 토대

로, 그들의 발음을 한국어의 분절음에서부터 음운변동 발음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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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에서 오류율이 뚜렷하게 높게 나온 발음을 중심으로 오류의 양

상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오류의 판단과 양상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한국인 원어민 화자

의 청취 판단에 근거하였지만, 발음이 애매한 특성을 같거나 원인 분석을 위해 학습자 

발음의 음향적 특성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음성분석 프로그램인 

Praat를 활용해 실험음성학적인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오류 분석 과정을 통해 드러

난 라오스인 학습자의 오류의 특징과 원인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음 중에서는 어두 평음과 어중 경음, 종성 /ᄅ/ 발음에서 높은 오류율을 

기록하였다. 먼저 라오스인 학습자의 어두 평음 오류는 평음을 경음 또는 격음으로 

발음하는 양상을 띠었는데, 이러한 오류의 원인은 한국어와 라오어의 장애음 범주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중 경음 오류는, 어중의 경음을 평음으로 발음하

는 오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원인 분석 결과 어중 경음이 모음 다음에 

위치할 때, 모음 산출 이후에 곧바로 긴장성이 강한 경음으로 옮아가는 것이 어려운 

관계로, 그보다 긴장성이 낮은 평음에 가까운 소리로 발음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종성 /ᄅ/ 발음 오류는 /ᄅ/를 /ᄂ/로 대체한 오류와 /ᄅ/를 탈락시킨 오류 두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자의 모국어인 라오어에는 종성의 위치에 유음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종성 /ᄅ/ 발음은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는 새로이 습득해야 할 항

목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모음 발음 오류는 대조 분석에서 예상한 것과 거의 일치하였다. 즉, 단모음 

발음에서는 오류가 거의 없었고, 이중모음 중 ‘ᅣ, ᅧ, ᅭ, ᅲ’ 등 일부에서만 나타났

는데, 공통된 특징은 초성에 자음이 결합된 경우에만 오류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 또

한 한국어와 라오어의 음운 체계의 차이에 근거한 것으로, 한국어의 활음에 해당하는 

/j/가 라오어에는 자음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모음과 결합하여 [야, 여, 요, 유]

에 해당하는 발음은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자음과는 결합할 수 없으므로 초성의 위치

에 자음이 결합된 [갸, 겨, 교, 규]와 같은 발음은 생성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연음을 비롯한 비음화, 유음화 등과 같은 음운 현상 발음의 경우는, 초급과 

중급 모두 기본적으로 오류율이 65-80%대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오류 양상의 대

부분이 한국어를 표기형대로 절음하여 발음하는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그 공통된 원

인은 ‘음운 규칙의 미적용’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습자의 모어인 라오어에 한국어의 

음운 현상 같은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철저히 표기대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이어 Ⅲ장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오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오류 유형별 이해도

를 측정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는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발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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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할 때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이차 학습의 교육 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

로, 오류율이 높으면서 청자의 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음 요소가 무엇

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실험 결과, 분절음에서는, 어두 평음, 어중 경음, 종성 

/ᄅ/, (초성에 자음이 결합된) 이중모음이 선정되었고, 음운변동 발음에서는 연음, 

비음화, 유음화 발음으로 총 7개의 항목이 선정되었다.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

기에 있어서는 ‘어중경음, 어두평음, 종성 /ᄅ/, 이중모음, 연음, 유음화, 비음화’의 

순으로 7개 항목 중 상위 4개가 모두 분절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

통이 강조되어 이해 가능한 발음을 발음 교육의 목표로 삼더라도 분절음 발음의 정

확성은 변함없이 강조되어야 함을 말해 준다.

Ⅳ장에서는,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 및 내용과 더불어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어두 초성 평음 발음 교육 방법으로

는 한국어의 평음 발음 범주를 형성을 위한 지각 훈련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어두 경

음 발음에서는 라오어의 성조를 활용한 방법을 제시하였고, 어중 경음 발음에서는 

동일 자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종성 /ᄅ/ 발음 오류의 

교육 방법에서는, 초성에 위치한 /ᄅ/의 조음 방식을 활용하여 종성의 /ᄅ/를 발음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음을 비롯한 한국어의 음운변동 발음의 경우

는, 형태초점 교수법의 가운데 의식 고양하기 과제와 듣고 재구성하기를 활용한 방

안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모의 수업을 설계하고 실

험해 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이 음운변동 발음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를 개발하고자 할 때 교재의 내용 구성이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교재의 전체적인 구성과 단원별 교육 내용의 배치, 단원의 전개 방

식, 학습 보조 자료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주요어 : 라오스인 학습자, 분절음, 음운변동, 이해도, 명료도, 용이도, 지각 훈련, 

형태초점 교수법

학  번 : 2015-3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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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라오어를 모어로 하는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발음을 교육

할 때 효과적인 발음 교수ᆞ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 양

상과 원인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 가능한 발음이라는 발음 교육의 목표 

하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발음 오류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그것을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학습자의 모국어가 중요한 

요인이 됨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언어 학습의 여러 영역들 중에서도 발음 영

역은, 학습자가 사용하는 모국어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

다. 외국어 발음 학습에서 모국어가 간섭을 일으키는 현상은 다른 언어 영역에서보

다 발음 영역에서 훨씬 뚜렷하게 나타나고, 또 이로 인해 학습자의 모국어에 따라 외

국어를 배울 때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

정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교육 연구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언어권으로 

지속ᆞ확대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1)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거의 소개된 바가 없는 라오어를 모어로 하는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교육 연구라는 점에서 그 중요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2)

이와 더불어,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대부분이 소리를 매개로 한 구어로 이루어지고 있

고, 이러한 구어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발

음이라는 점에서도, 발음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분야가 된다. 과거 청각구두 교

수법 하에서처럼 ‘원어민 화자와 같은 발음’(native-like pronunciation) 이라는 이상

적인 목표를 추구하지는 않더라도, 오늘날 의사소통 접근법 하에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

능한 발음 목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해 가능한 발음’(intelligible pronunciation)

의 목표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수ᆞ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1) 조은실(2015:87)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파키스탄어, 

슬로바키아어, 대만어, 필리핀어, 체코어, 아랍어, 이집트어 등의 다양한 언어권별 학습자

에 대한 연구물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전체 논문의 42%가 중국인 학

습자들에 대한 연구일 정도로 여전히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지금까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관련 연구는, 홍진혁

(2016)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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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가 ‘원어민 화자와 같은 발음’을 추구하다가 ‘의사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이해 가능한 발음’이라는 실현 가능한 목표로 하향 

조정되면서, 이 목표 수준을 교수ᆞ학습 상의 어떠한 노력이 없이, 단지 목표어 발음

의 노출만으로도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여김으로, 발음 교육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

며 적당히 간과되어도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3)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반 학습자들이 체계적인 발음 교육 없이 노출만을 통해서는 이해 가능한 발음에 

이르는 것은 매우 드물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발음 교육 연구

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Morley, 1991). 이는 한국어교육에서도 마찬

가지로, 한국어 발음을 제대로 습득하지 않고 간과할 경우, 그 불완전한 발음이 일정

한 오류 패턴으로 굳어져서 한국어로 의사소통 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는 라오스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을, 한국인 원어민 청자

가 듣고 전사한 것으로,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서 흔히 관찰될 수 있는 몇 가지 전형

적인 오류의 패턴을 보여준다.  

(1) [빠리와 어른니 따라요?]    [LM 4-7]

맥락을 통해 추측하지 않는 한, 이 발음을 듣고 학습자가 말하고자 한 바를 즉시

로 이해하기란 한국인 청자의 경우도 쉽지 않다. 이 학습자는 종성의 /ᄅ/를 탈락시

킴으로 ‘빨리’를 ‘빠리’로, ‘얼른’을 ‘어른’으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얼른이’
[얼르니]라고 발음해야 할 것을, 종성 /ᄅ/ 탈락과 함께 연음을 적용할 때 종성 자음 

/ᄂ/와 동일 자음을 후행 음절의 초성에 첨가하여 발음함으로써 [어른니]로 발음하

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그리고 ‘달라요’에서 ‘ᄅ’ 받침 탈락과 함께, 장애음의 평

음 /ᄃ/를 경음 /ᄄ/로 잘못 발음함으로 [달라요]를 [따라요]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문법이나 어휘의 선택에 전혀 오류가 전혀 없음에도 불

구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면 의사소통의 실패를 초래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원어민 청자가 원어민 

3) 의사소통 교수법의 등장과 함께 실제 이러한 인식이 심화되어서, 발음은 단지 노출만으로 

습득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하게 퍼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음 교육 관련 연구

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진 요인이 되었다. 국내외의 발음 교육의 동

향에 대해 살핀 김선정(2013), 조은실(2015)에서도 영어교육 관련 학슬지에서의 발음 

교육 연구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도 발음 교육 연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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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발음을 듣고 이해하는 면에서도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 교실 수업에서 

일어난 한 예로, 한국인 교사가 “이번에 여행 갈 나라는 어디예요?”라는 질문을 정

상 속도로 발음했을 때, 이를 듣고 즉시로 이해한 학습자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였

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음화가 적용된 [여행갈라라]라는 부분에서 알아듣지 못한 

것이었다. 이는 [라라]라는 소리를 들을 때 마치 새로운 단어를 접한 것처럼 그들에

게 매우 생소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교사가 발화속도를 늦추어 천천히 발음해 줄 때

에서야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였음을 알고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들은 이미 미래형 관형사형 어미인 ‘V-(으)ᄅ'을 배운 중급 학습자였기 때문에 위 

문장은 문법적으로 어려운 문장도 아니었고 사용된 단어도 초급 수준의 평이한 단어

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유음화’라는 한국어 발음 현상에 익숙하지 않음으

로 말미암아 듣기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발음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육 영역이라 할 수 있다.4) 

더 나아가, 발음은 말하기의 유창성과 그 발음을 듣는 청자의 정의적 측면에서도 

또한 중요하다. 

(2) [찝-뻬서 쭝국-요리 먹-끄면서 한꾹-영화 보는 꺼 어때?]    [LM 4-11]

여러 부분에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화자라면 위의 발음은 듣고 이해

할 수 있다고는 해도 분명 이해하기 쉬운 발음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찝, 쭝국, 한꾹, 꺼’등과 같이 과도히 경음화된 발음에다 ‘집뻬서, 먹끄면

서’와 같이 동일 자음을 첨가한 연음 오류와 더불어, 비음화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발음함으로써 발화 속도도 느릴 뿐 아니라 부드럽게 이어 발음하지 못하고 음절과 

단어마다 끊어 발음함으로써 귀에 거슬리고 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발음을 생

성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 양상이 몇몇 학습자에게만 나타나는 개별적이고 간헐적인 

4) 신지영(2015:10-11)에서도 발음 교육의 필요성에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① 문법과 어휘 면에서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학습자라 하더라도 발음이 부정확

하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학습자의 학습 능력도 의심받게 된다. 

② 발음이 좋으면 문법이나 어휘가 다소 부족해도 유창하다는 느낌을 준다. 이는 발음이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가장 먼저, 즉각적으로 드러내 주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③ 이해와 표현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음성언어이고, 이러한 음성언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

달하는 데는 무엇보다 발음이 중요하다. 

④ 발음은 학습자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심감과 직결된다. 좋은 발음은 의사소통에 자신감

을 주어 의사소통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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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아니라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의 전반에 걸쳐 반복된 패턴으로 나타나는 지

속적인 오류라 한다면, 이를 단지 듣고 이해할 수는 있다고 하여 어떤 교육적 조치 

없이 그대로 두어도 되는 발음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5) 

이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이해 가능한 발음을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로 

삼더라도,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원활한 구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단지 어휘

와 문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발음이 제대로 교수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음 교육의 이러한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발음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란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음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한국

어 발음 교육의 전체 내용 가운데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체득하기 어려워하면서 청자

의 이해의 관점에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발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러

한 발음 요소들을 중심으로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발음 교수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

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 첫째, 라오스인 학습자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어 발음 오류의 유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둘째,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에, 그러한 오류 유형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 셋째, 이해도(intelligibility)의 관점에서, 라오스인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오류 

유형 가운데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

으며, 어떻게 교육되어야 하는가?

2. 연구사 

연구사는, 한국어 발음과 관련된 국내 연구에 한정하여 살펴보되, 다음의 세 부분

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 학습자인 라오스인을 대상으

로 한 발음 교육 관련 연구와 더불어, 라오어와 동일 어족에 속해 있으면서 음운적으

5) 이는 발음의 이해도(intelligibility)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이후 이론적 고찰과 이를 적용

한 실험 연구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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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사도가 높은 태국어를 모어로 하는 태국인을 대상으로 한 발음 연구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한국어 발음 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관련하여 어떤 주제

의 연구들이 있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의 중요한 전제인 ‘이

해 가능한 발음’이라는 발음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발음의 이해도

(intelligibility)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2.1. 라오스인 및 태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발음 관련 연구 

 2.1.1. 라오스인 대상 한국어 발음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라오스인을 대상 학습자로 한 연구는 전체를 통틀어 현재까지 총 

7편에 불과하다. 이 7편의 연구를 소개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연구자 제목 언어 영역

붑파분숭(2008) 한국어와 라오스어의 품사 특성 비교 연구 문법

김수은(2013)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의 공손표현 

수행양상 연구 
화용

김수은ᆞ김재욱

(2014)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공손표현 연구 
화용

폰짜른 쏨마이(2015)
라오스 현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 구성 방안 연구 
교재

펫나론 인타봉(2015)
한국어 보조용언과 라오스어 부용언 

대조 연구
문법

홍진혁(2016)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두 초성 

장애음 발음 교육 연구 
발음

솜밋 두왕띠(2017)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조사 

교육 연구 
문법

<표 1> 라오스인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발음 관련 연구는 홍진혁(2016)이 유일하

다. 홍진혁(2016)에서는, 국내 유학생으로 온 라오스인 초급 학습자 4명을 대상으

로, 한국어의 어두 초성 장애음 발음의 양상을, 음운 대조와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프라트(Praat)를 활용한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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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라오스인 학습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관계로 

학습자 수가 4명에 불과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습자의 발음 양상을 보여주는 음성

학적인 수치를 평균하여 분석하지 않고, 학습자 간 개별적인 수치를 그대로 공개하

고 이를 면밀히 비교 분석함으로 라오스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장애음을 발음할 때에 

일반화할 수 있는 오류 경향성을 끌어내고자 한 시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수가 불과 4명에 불과한 것은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발음 양상을 보여주고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어두 초성 장애음이라는 일부 영역만으로는 전반적인 

라오스인 학습자의 발음 양상을 살펴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결론과 함께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 

 2.1.2. 태국인 대상 한국어 발음 연구 

이처럼, 라오어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관련 연구가 지금까지 단 한 편에 불

과하지만, 라오스와 접경하고 있는 태국의 공용어인 태국어는 라오어와 동일 어족에 

속해 있으면서 두 언어 간의 음운적인 유사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문법, 어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태국어를 모어로 하는 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6) 이를 통해 라오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특성을 비롯하여 앞으로의 연구 경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현재까지 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관련 연구는, 다음의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석ᆞ박사학위 논문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 합쳐서

도 19편 정도로, 이 또한 그리 많지는 않다. 연구 대상 발음 영역 중, 분절음 발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8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초성 자음 특히 어두 초성 장애음 발

음과 관련된 연구가 그 절반에 해당하는 4편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어의 음운변동 발

음에 관한 연구가 3편 있었고, 또한 자음, 모음, 음운 현상 모두를 대상으로 다룬 연

구가 4편 있었다. 마지막으로 초분절음(억양)에 관한 연구는 한 편에 불과하였다.

6) 정환승(2009)에서도, 태국어와 라오스어가 문자 체계, 표기법, 성조, 조어법 등의 면에서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두 언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잘 이해할 경우, 상대 언어를 비교적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태국과 라오스의 접경 지역의 경우

는, 태국어와 라오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두 언어의 유사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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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음 영역 연구 목록 연구 주제 연구 방법

분
절
음

초성 자음

(4편)

나타웃(2012)
조은주(2013)

아몬랏 카타위(2015)
박정은(2016)

양상 분석

발음 습득

교육 방안

양상 분석

(실)
(실), (설), (통)

(설), (통)
(실)

종성 자음

(2편)
윤영해(2016)

껀나파 분마럿(2013)
양상 분석

양상 분석

(오)
(실)

모음

(2편)
까몬찌라누왓(2014)

류미용(2011)
양상 분석

양상 분석

(대), (오)
(실), (오)

음운 현상
(3편)

이철재(2008)
김지현(2013)
김보람(2016)

음운 현상 대조

발화속도와 상관성

교육 방안

(대)
(실)

(대), (오)

통합
(자음, 모음, 음운 

현상)
(4편)

실라엑숩신(2012)
 김훈태(2013)
정환승(2011)
박민희(2014)
분릿코헹(2015)

썬쑤완나씨 싸야몬, 
김영주(2015)

썬쑤완나씨 싸야몬(2016)

교육 방안

교육 방안

양상 분석

양상 분석

교육 방안

발음 습득

발음 습득

(대), (오)
(대)

(대), (오)
(대), (오)
(대), (오)
(설), (통)
(설), (통)

초분절음(1편) 껀나파 분마럿(2017) (억양)교육 방안 (실)
* 범례 : (대): 대조분석, (오): 오류분석, (설): 설문조사, (통): 통계분석, (실): 실험음성학적 분석

<표 2> 태국인 대상 한국어 발음 관련 연구 목록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 면에서는, 대조 분석과 오류 분석에 근거하여 태국인 학습

자의 발음 양상을 분석한 연구가 총 8편(나타웃, 2012; 박정은, 2016; 윤영해, 

2016; 껀나파 분마럿, 2013; 까몬찌라누왓. 2014; 류미용, 2011; 정환승, 2011, 

박민희, 2014)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상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방안까지 제시한 연구는 총 6편(실라엑숩신, 2012; 김훈태, 2013; 분리코헹, 

2015; 아몬랏 카타위, 2015; 김보람, 2016; 껀나파 분마럿, 2017)이 있었고, 발음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도 3편(조은주, 2013; 썬쑤완나씨싸야몬, 

김영주, 2015; 썬쑤완나씨싸야몬, 2016)이 있었다. 그 외, 발화속도와 음운 규칙 

적용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로 김지현(2013)이 있었다. 

이 연구들을 연구 대상 발음 영역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두 

초성 장애음 발음과 관련된 연구로, 김훈태(2013)에서는 음운대조분석을 토대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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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와 한국어의 자모체계와 그 음성적 특징을 비교 검토하였는데, 태국어의 자음에

는 존재하지 않는 평음 ‘ᄀ, ᄉ, ᄌ’를 집중적인 교육의 대상으로 꼽았고, ‘ᄀ, ᄉ, 

ᄌ’를 교육할 때는 태국어 폐쇄음의 일부에서도 존재하는 삼원적 상관속(유성무기

음, 무성무기음, 무성유기음)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낫

타웃(2012)에서는 태국인 초급 학습자 40명과 한국인 화자 10명을 대상으로 태국

인과 한국인이 발음하는 한국어 장애음 발음의 음성적인 특징을 음향분석프로그램

인 Praat를 활용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태국인 초급 학습자들의 어두 초성 발음의 

양상과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장애음의 평음, 경음, 격음

을 구분하는 음향적 단서를 VOT 와 피치 값으로 보고, 그 크기와 비율을 한국인과 

비교함으로 태국인 학습자가 어두 초성 장애음을 발음할 때 범하는 오류의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앞서 소개한 연구들에서와 같이 평음에서 가장 많은 오류

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주(2013)에서는, 발음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모국어의 영향과 한국 거주 경험의 두 가지로 설정하고, 모국어와의 유사성과 

한국 거주 기간이 태국인 학습자의 어두 파열음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태국인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인 태국어에서의 음소와 유사하

다고 생각하는 ‘격음’과 ‘경음’에서 더 많은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연구들이 모두 평음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한다는 것과는 정반대

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한 연구라 할 수 있다. 한국 거주 기간

의 경우는, 적어도 3년 4개월의 기간 안에서는, 어두 파열음 발음 습득에 미치는 영

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의 종성 자음 발음 관련 연구로는 껀나파 분마럿(2013)과 박민희(2014)가  

있다. 먼저 껀나파 분마럿(2013)은 태국인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종성 자음을 홑

받침과 겹받침으로 나누어 종성 발음의 특징을 관찰하였는데, 홑받침의 경우는 

‘ᄅ’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였고 겹자음의 경우는 두 자음 중 어느 자음을 선

택하여 발음할지에 대한 오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민희(2014)에서

도 태국인 학습자 66명을 대상으로 한 종성 발음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동일하게 

‘ᄅ’ 받침 발음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나왔음을 언급하고 있다.

모음 발음 관련 연구에는 류미용(2011), 까몬찌라누왓 차리싸(2014)가 있는데, 

먼저 류미용(2011)에서도 Praat를 활용하여 태국인 학습자의 단모음과 이중모음 

발음 양상을 관찰한 결과 동일하게 이중모음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

타났는데, 그 원인이 혀의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까몬찌라누왓 차리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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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태국인 초급 학습자 1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한국어의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오류를 관찰하고, 지배음운론 이론을 통하여 발음 오류의 종류와 원인

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j/계 이중모음에서 오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어두에 자음이 있는 이중모음이 자음이 없는 이중모음보다 오류율이 훨

씬 높았다. 

음운변동 발음을 다룬 연구에는 이철재(2007), 정승환(2011), 김지현(2013), 박

민희(2014)등을 들 수 있는데, 먼저, 이철재(2007)에서는 한국어와 태국어의 음운 

현상을 지배 음운론의 구성 이론으로 대조함으로써 태국인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

를 미리 예측하였다. 한국어 이중모음의 특징은 활음이 모두 모음성이 강하여 반모음

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태국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태국

인 학습자가 한국어 발음을 효율적으로 익히기 위하여 자모를 배우고 음절을 학습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단어들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정승환(2011)에서는 한국어와 태

국어의 음소를 대조하고 대조 분석의 결과를 수업 현장의 경험과 부합시켜서 태국인

의 한국어 발음 오류의 양상을 예시로 들고 있다. 음운변동 발음 중 어말자음 중화현

상,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경음화, 격음화 오류를 제시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음

성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 본인이 교실 수업 현장에서 경험한 것

을 토대로 예시를 제시하고 있어, 오류 빈도, 오류 비율과 같은 수치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김지현(2013)은 발화속도에 따른 운율경계 형성과 

음운변동 규칙의 적용 정도에 관한 연구로서, 발화속도를 빨리했을 때 한국어 학습자 

발음의 어색한 외국어투에 대한 원인을 운율과 음운변동의 측면에서 밝히고자 하였

다. 박민희(2014)에서도 태국인 학습자의 음운변동 발음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태국

인 학습자의 경우, 비음화에서 가장 높은 오류를 범했고, 오류율이 숙달도가 올라가

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비음화 다음으로는 연음, 유음화, 유기음

화, 경음화, 자음군 단순화 관련 순으로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라오어와 유사성이 많으면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에서 연구사적으로도 앞서있다

는 점에서 분명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국어와 라

오어가 유사한 점이 많지만 또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음 양상에 

있어서도 분명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대조, 오류 분석

을 통해 발음 양상을 기술하는 데 그쳤을 뿐, 드러난 양상으로부터 오류의 원인을 명

확하게 끌어내지는 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발음 오류를 교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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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거나, 제시하더라도 양상 분석 결

과와는 동떨어진 기존의 일반적인 방법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7) 

그리고 모든 연구들이 여전히 ‘원어민 화자와 같은 발음’을 전제로 한 발음의 정

확성을 기준으로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양상을 기술하고 있고, 청자의 이해를 전제

로 한 이해도(Intelligibility)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발음 양상을 기술하고 교육 방안

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교육 내용 선정과 관련된 연구와 더불어 

발음 이해도와 관련된 연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왔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2. 한국어 발음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연구 

  2.2.1. 발음 교육의 내용 선정과 순서에 관한 연구

한국어 발음 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연구는, 내용 선정에 관한 연구와 제시 순서와 

관련된 연구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내용 선정에 관한 연구의 경우, 분절음

에 관련된 논의보다 음운변동과 관련된 논의들이 더 주를 이룬다. 왜냐하면 분절음

은 발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로, 모든 개별 음소의 발음은 반드시 발음의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음

운변동 발음의 경우는, 한국어 발음에 적용되는 여러 음운 규칙들 중에 어떤 것이 한

국어 발음 교육의 교육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여러 논의들이 있어 

왔다. 발음 교육의 내용선정에 관한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상정하

지 않은 연구과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상정한 연구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연구로는 장향실(2008), 허유라ᆞ박덕유(2012), 서영(2015)이 있고, 후자의 연구

로는 박호은(2012), 윤정기(2012), 김훈태(2013)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각 연구

에서 사용된 교육 내용 선정 기준과 선정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7) 김상수・송향근(2006:172)과 최정순(2012:313)에서도 발음 관련 연구들은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대부분이 구체적인 발음 교수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자의 발음 양상 분

석과 같은 일반적인 현상 나열인 경우가 많았고,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가르쳐온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풀어내지

는 못한 것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교실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고 이론적 설명에 

그친 논의가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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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언어권
선정 기준 선정 결과

장향실(2008) 없음
음운론적, 

형태론적 특징

평폐쇄음화, 장애음의비음화, 설측음의 비

음화, 설측음화, 자음군단순화, 장애음 뒤 

경음화, ᄒ탈락, 격음화, 동일조음위치장

애음탈락,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 관형형 

{-을} 뒤의 경음화, 구개음화, 연음

허유라ᆞ박덕유

(2012)
없음

교재, 

표준발음법

음운(자음, 모음), 운소(음의 장단), 음절말끝

소리규칙, 연음, 구개음화, 비음화, 유음화, 경

음화, 모음동화, 첨가(ᄂ첨가, 사잇소리), ᄒ

발음(축약, 탈락), 

서영(2015) 없음 교재
연음, 비음화, 구개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

화, ᄒ탈락, 유성음화, ᄂ첨가

박호은(2012) 프랑스어
대조 분석, 

학습자 오류
음소, 변이음, 음절, 음운 현상

윤정기(2012) 중국어8) 학습자 오류
평폐쇄음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경음

화, 자음군단순화, ᄒ탈락, ᄂ첨가, 축약, 연음

김훈태(2013) 태국어 대조 분석

장애음의 평음(ᄀ, ᄌ, ᄉ), 이중모음(ᅴ, ᅤ, 

ᅨ, ᅬ, ᅫ, ᅰ), 음운 현상(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경음화, 격음화, 연음화) 

<표 3> 한국어 발음 교육 내용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 

위에 제시된 연구뿐 아니라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대조 분석과 학습자 오류에 기초하여 학습자가 어려워하거나 잦은 오류를 일으키는 발

음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을 뿐, 그러한 오류가 실제 의사소통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복잡하고 어려운 발음 요소를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대한 실증적 제시는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9)

다음으로, 한국어 발음 교육 내용의 제시 및 학습 순서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 음소의 제시 순서에 관한 연구에는, 이향(2001), 양순임

(2003), 양순임(2004), 서경숙(2008), 윤은경(2011), 장향실(2014), 김서형 외

8) 오류 분석 대상자인 전체 47명의 학습자 중, 중국인이 아닌 학습자가 4명 포함되어 있으

나 대부분이 중국인이므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분류하도록 하겠다. 
9) 가령, 변이음의 경우, 음절말 종성에서 불파음으로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어권 학습

자에 따라 교육내용으로 다룰 수 있지만, ‘가구’에서처럼 평음이 어중에서 유성음으로 발

음되는 변이음과 같은 경우는,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여도 원어민 청자의 이해에는 거의 

지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 12 -

(2014) 등이 있다. 각 연구에서의 대상 학습자와 배열 기준과 제시 순서 결과는 아

래의 <표 4>와 같다. 

연구 배열 기준 제시 순서

하세가와 
유키코(1997)

대조언어학적 

관점(모국어에 있는 

음소부터)
ㅏ, ㅣ, ㅔ → ㅗ, ㅜ, ㅓ, ㅡ

이향(2002)
복잡성, 난이도, 

오류빈도

•모음 : 단모음 → 이중모음

•초성자음: 비음 → 격음 → 경음 → 평음

•종성자음: 단자음 → 겹자음, 대표 발음 자음이 겹자

음의 앞에 놓이는 것 → 대표 발음 자음이 겹

자음의 뒤에 놓이는 것

양순임(2003)
설명의 용이성, 쉽고 

일반적인 것부터
/ㅣ, ㅔ, ㅐ, (ㅟ, ㅚ)/ → /ㅜ, ㅗ, ㅡ, ㅓ, ㅏ/

서경숙(2008)
언어 사용의 실제성, 
교수ㆍ학습의 중요성

•모음 → 자음 → 받침

•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 ㅑ, ㅕ, ㅛ, ㅠ → ㅐ, ㅔ, 
ㅚ, ㅙ, ㅞ, ㅟ → ㅒ, ㅖ, ㅘ, ㅝㅓ, ㅢ 

• 자음: ㅇ, ㅁ, ㄴ, ㄹ → ㄱ, ㅂ, ㄷ, ㅅ, ㅈ, ㅎ → ㅋ, ㅌ, 
ㅍ, ㅊ → ㄲ, ㄸ, ㅃ, ㅆ, ㅉ

김선정(2009) 보편성, 유표성 ㅏ, ㅣ, ㅜ → ㅔ, ㅗ → ㅡ, ㅓ
윤은경(2011) 혀의 높이(F2 /i/→/e/→/ɛ/→/a/→/ʌ/→/o/→/u/→/ɨ/→/i/

장향실(2014)
보편성/특수성,
음운의 체계성

•단모음: ㅏ → ㅓ → ㅗ → ㅜ → ㅡ → ㅣ → ㅔ/ㅐ
•이중모음: ㅑ→ ㅕ → ㅛ → ㅠ → ㅖ/ㅒ → ㅘ → 

ㅝ → ㅟ → ㅞ/ㅙ/ㅚ → ㅢ
•초성자음: 비음 (ㅁ → ㄴ), 유음 (초성에서의 탄설

음 [ɾ]) → 파열음(ㅂ, ㅍ, ㅃ →ㄷ, ㅌ, ㄸ → 
ㄱ, ㅋ, ㄲ) → 파찰음 (ㅈ → ㅊ → ㅉ) → 
마찰음 (ㅅ, ㅆ, ㅎ)

•종성자음: ㅂ → ㄷ → ㄱ → ㅁ→ ㄴ → ㅇ → ㄹ
김서형 

외(2014)

교재, 보편성, 
교수학습의 용이성, 
조음적인 인접성

ㅏ → ㅓ→ ㅗ → ㅜ → ㅡ → ㅣ→ ㅔ → ㅐ

<표 4> 개별 음소 제시 및 학습 순서 관련 연구

한국어의 자모음 음소 제시 순서는, 하세가와 유키코(1997), 이향(2002)을 제외

하고는 특정 언어권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범 언어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경향을 띠는 이유는, 발음 교육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오류율이 높은 음운은 처음 제시될 때뿐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어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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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자의 오류 사항은 제시 순서와 관련되기보다, 한 번에 습득이 어려우므로 제

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중점을 두고 강조해서 가르쳐야할 목록과 더 관련성이 깊기 

때문이다.10)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경향성은, 발음 교육 시 개별 음소의 제시 순서는, 

대조언어학적 관점이나 학습자의 오류에 기반하기보다 설명의 용이성이나 한국어 

음운 자체의 복잡성에 근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음운 규칙의 제시 및 학습 순서와 관련된 연구에는, 이향(2002), 김형

복(2004), 김영선(2006), 이현아(2008), 장향실(2008b), 백소영(2010), 유현정

(2013), 신지영 외(2015) 등이 있으며, 이 연구들 또한 범 언어권 학습자에게 적

용될 수 있는 배열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각 연구에서 사용된 교육 내용 제시 순서

의 기준과 제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10) 장향실(2014)에서도, 학습자의 오류는 제시 순서에 반영될 필요가 없음을 언급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중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ᅡ’와 ‘ᅩ’에서 오류를 자주 범한다고 해서, ‘ᅡ’
와 ‘ᅩ’를 나중에 가르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설명이 간결성을 위한다면, ‘ᅡ’ 
다음에 ‘ᅥ’, 그리고 이어서 ‘ᅩ’ 순으로 제시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ᅡ’
와 ‘ᅩ’는 오류가 많이 일어나고 한 번의 교육으로 습득되기 어려우므로, 순환적으로 다시 

배열하여 반복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연구 배열 기준 제시 순서

이향(2002) 오류빈도
유성음화→경음화→ㅅ첨가→격음화→구개음화→
자음동화→ㄴ첨가

김형복(2004)
기초가 되는 것, 
단순한 것, 많이 

사용되는 것부터

자음군단순화→이음→ㅎ탈락→경음화→비음화→
격음화→구개음화→유음화→사잇소리 현상

김연선(2006) 필수적, 보편적인 

것부터

연음→중화→자음군단순화→ㅎ탈락→격음화→경

음화→비음화→변자음화→구개음화→설측음화→
사잇소리 첨가

이현아(2008) 규칙의 복잡성
중화→자음군단순화→연음→ㅎ탈락→격음화→구

개음화→경음화→사잇소리→비음화→유음화

장향실(2008b) 난이도, 사용빈도, 
일반화 가능성

평폐쇄음화→연음→파열음 뒤 경음화→격음화→
파열음의 비음화→자음군단순화→설측음화→설

측음의 비음화→동일 조음위치 파열음 탈락→ㅎ
탈락→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구개음화→관형

형 ‘-을’ 뒤 경음화

백소영(2010) 난이도, 출현빈도
연음→ㅎ탈락→경음화→비음화→격음화→구개음

화→유음화

<표 5> 음운 규칙 제시 및 학습 순서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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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교육 내용 선정과 제시 순서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범 언어

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서, 일차 학습 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과 배

열 순서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발음은 한 번의 제시와 학습으로 완벽히 

습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차 학습 이후 이차적인 반복 학습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차 학습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차 학습의 교육 내용은, 특정 언어권 학습

자의 변인을 고려하여 좀 더 초점화 된 내용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습

자의 언어권에 따라 일차 학습 시 즉시로 습득되는 발음 요소들이 있는 반면, 오랜 

시간동안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발음 요소들도 있는데, 발음 능력의 향상은 결국, 

후자에 속한 발음 요소에서 얼마나 개선이 일어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발음 교육의 내용은, 이처럼 일차 학습 이후 반복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이차 학습에 속한 내용들로서,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인 청자의 

이해 가능성을 중요한 변인으로 삼아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발음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가운

데 하나라 할 수 있다. 

  2.2.2. 발음 교육의 방법에 관한 연구 

앞서 라오스인과 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의 어두 장

애음 발음은 한국어 발음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은 연구 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

지 어두 장애음 발음의 교육 방안으로 제시된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 발음 교육 시 음운론과 음성학적 지식을 학습자들에게 교수하는 것이 

허유라, 
박덕유(2012) 교재 분석

음절 끝소리 규칙 → 연음 법칙, 축약(격음

화), 탈락 → 비음동화, 유음동화, 모음동화, 

구개음화 → 된소리, 사잇소리

유현정(2013)
난이도, 출현빈도, 
명시적 설명의 

필요성

음절 끝소리 규칙→연음→축약(격음화), 탈

락, 유기음화→모음동화→비음화, 유음화→구

개음화→경음화(된소리되기), 사잇소리, 첨가 

현상

신지영 외(2015) 난이도, 사용빈도, 
일반화 가능성

연음→장애음 뒤 경음화→격음화→장애음의 비음

화→유음화1,2→유음의 비음화→동일조음위치 

장애음탈락→/ᄒ/탈락→비음종결어간과 어미사이

의 경음화→구개음화→관형형{-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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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펼친 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근의 

것으로 분릿코헹(2015)를 들 수 있다. 

분릿코헹(2015)에서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음 지각 및 음운

변동 산출 실험을 통해, 학습 초기 단계에서 발음 이론 교육을 실시하면 발음의 정확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시도하였다. 여기서는 실험 집단을, ‘한

국 거주 경험이 있으나 한국어 음성, 음운론 수업을 듣지 않은 태국인 학생’과 ‘한국 

거주 경험은 없으나 한국어 전공 초기에 음성ᆞ음운론 수업을 들은 태국인 학생’, 그

리고 ‘한국 거주 경험이 없으면서 음성, 음운론 수업을 듣지 않은 태국인 학생’ 이렇

게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런 다음, 장애음 발음에서는 지각 실험을, 음운변동 발음에

서는 산출 실험을 실시하여 학습자의 반응속도와 정확도를 각각 측정한 다음 세 집단

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 음운론과 음성학에 대한 이

론 교육을 실시하면 한국 거주 경험이 없어도 태국 현지에서의 교육만으로도 한국에 

거주한 것 이상으로 발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는

데, 검증 과정에서 실험 설계가 정치하지 않아 이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거주한 집단의 한국 거주 기간이 7개월로 너무 짧다는 

것도 지적될 수 있고, 한국어 학습 환경 외에 학습자 개인의 학습 능력과 같은 변수들

을 다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한 집단의 수가 20명에 불과한 것도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음 발음의 정확도를 측정할 때 산출에는 근거하지 않고 지각에만 근거했다

는 점과 집단 간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인 검증을 전혀 시도하지 않은 점

에서도, 이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음운론과 음성학 지식이 한국어 발음 교육의 내용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의는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지각 훈련(Perceptual training)을 통한 한국어 장애음 발음 교육 방안

을 들 수 있다.11) 즉, 음성의 지각 능력이 산출 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 

아래 지각 훈련이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이를 교육방안으로 제안한 연구들

이 있는데, 여기에는 김지은(2010), 유하나(2013), 황효성(2017) 등이 있다.12)

11) 지각 훈련(Perceptual training)이란 지각 단계에서 음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음운 범주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훈련으로 지각 훈련이 음운의 인식뿐 아니라 산출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끼친다는 연구들에서 사용된 훈련 방법을 일컫는다. 즉, 지각 훈련은 학습자의 음운 

범주를 조정하고 정확한 제2언어 음운 범주를 형성시켜 발음의 정확성을 높이는 교육 방

법이라 할 수 있다. 
12) 지각 훈련을 통한 분절음 발음 교육은 자음 뿐 아니라 모음 발음에서도 그 효과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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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2010)은 지각 훈련이 음운 인식과 산출의 정확성에 기여한 바를 증명하

였고, 파찰음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음운 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일반화 과제를 통해 지각 훈련의 효과가 지각 훈련을 하지 않은 새로운 자극에도 전

이됨을 밝혔다. 유하나(2013)에서도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음, 유기음, 

경음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을 설계하였다. 지각 훈련의 효과와 원리

에 대해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현지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모형을 설계하였

다. 실험 결과, 실험 그룹의 발음 정확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황효

성(2017) 또한,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분절음 발음 향상을 위해 고변이 음성훈련

을 활용한 지각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훈련 전에 잘 구별되지 않던 음들에 대

한 지각이 많이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지각 훈련의 효과가 새로운 화자의 목소리와 새

로운 자극에까지 전이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학습 기간이 길고 한국어에 대한 노

출이 많은 경험자 집단도 오랫동안 교정되지 않았던 음들의 발음에 대해서도 효과를 

보여, 고급 단계 학습자들에게도 지각 훈련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다음으로, 성조를 활용하여 한국어의 장애음 발음을 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한 연구

들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이 대표적인 성조 언어인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

음 교육 관련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김기훈(2010), 오선(2013), 

장가문(2013) 등 다수가 있다. 

장가문(2013)에서는 중국어의 성조와 한국어의 평음, 경음, 격음의 음성학적 특

성을 비교하여 중국어의 성조가 평음, 경음, 격음을 구분하는 데 어떤 대응관계가 있

는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어 성조를 활용하여 한국어의 평음, 

경음, 격음을 교육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의 성조 발음과 한국어

의 평음, 경음, 격음을 대응시키는 방법이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인 경험과 문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오선(2013)에서도 

중국인 한국어 초,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성조가 한국어 어두 초성에 위치한 평음

을 발음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은 중국어의 성조를 

인지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중국인 학습자의 평음 발음 산출의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관찰하였는데, 실험 결과 성조를 인지하고 평음을 발음한 것이 성조를 인지

하기 전보다 평음 발음의 정확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동일한 성조 언어에 속하는 태국어와 라오스어의 성조적인 특성을 활용

되고 있는데, 이에 관계된 연구에는 박지연(2010), 이은비(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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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교육 방안으로 제시한 연구에는 이미 앞서 소개한 바 있는 아몬랏 카타위

(2014)와 홍진혁(2016)가 있다. 

아몬랏 카타위(2014)는 태국인 학습자들의 어두 장애음 발음에 대해 다루었는데, 

이전 연구와 구별된 점은, 단순히 태국인 학습자의 발음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

라 태국어의 성조를 활용하여 한국어의 평음, 경음, 격음을 발음하게 하고, 이를 한

국인 원어민 화자(40명)가 들었을 때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봄으로 한국어 어두 

장애음의 정확한 발음에 접근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어의 경음은 태국어

의 무성무기음을 발음하되 성조 2성을 두고 발음하게 하고, 격음은 태국어의 무성유

기음을 발음하되 성조 2성을 두고 발음하게 하며, 평음은 태국어의 무성유기음을 발

음하되 성조를 두지 않고 평성으로 발음하게 하는 것을 교육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홍진혁(2016)에서도 라오스인 초급 학습자 4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장애음 발음의 

오류 양상을 Praat를 활용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 라오스인의 경음과 격음 발음이 

기식의 세기와 음의 높낮이 면에서 평음보다는 수치가 높지만, 한국인 원어민 발음

에는 많이 못 미치는 양상을 관찰하였다. 그래서 라오어의 성조를 활용해 악센트를 

줘서 발음하게 할 때 한국인의 발음과 거의 일치하는 경음과 격음 발음을 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평음 발음의 경우도 라오어의 무성유기음을 성조 없이 1성

으로 발음할 때, 평음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Praat를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문법 항목의 교수에만 주로 사용되어 온 ‘형태초점 교수

법’(Focus on Form)13)을 발음 교육의 방법으로 제안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여

기에는 양순임(2010)과 홍진혁(2016)이 있다. 먼저 양순임(2010)에서는, 표기형

과 발음형의 차이는 학습자들이 의식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오류를 인식하는 

것조차 어렵고 오류를 인식하더라도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아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암시적 피드백의 효과도 어휘나 문법 오류에 비해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음운 현상 

교육에 형태 초점 교수법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홍진혁(2016)에서는 한국어 발음의 층위를 분절음과 음운변동 발음으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한 지각과 산출 실험을 실시하여 이 둘 사이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실

험 결과 분절음의 경우는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왔고, 음운변동 발음의 경우는 매우 

13) 형태초점 접근법(Focus on Form)은, 의미와 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의사소통에 중심을 

두면서 학습자들이 문법 규칙과 어휘, 음운, 형태 등의 언어적 요소들에도 주목하게 하여 

입력 자료의 이해를 돕고 발화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는 교육 방법으로, Long(1998)에 

의해 처음 제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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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왔는데 이를 근거로, 분절음은 지각의 성공이 산출의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

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각 훈련의 방법을 제안하였고, 음운 변동 발음의 경우는 지각

과 산출의 상관성이 매우 낮게 나온 원인을 분석하면서 분절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의 음운변동이 적용된 

부분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의 발음형이 표기형과 차이가 

있으며 일정한 음운 규칙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학습자 스스로가 인식하고 알아차리

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는데, 형태초점 교수법이 바로 이러한 교수 원리를 

가장 잘 표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형태초점 교수법을 음운변동 

발음 교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고 이를 

후속 연구로 제안하고 있다.

 2.3. 발음의 이해도(Intelligibility)와 관련된 연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화자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바르게 표현

해야 할 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상대자가 되는 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발화해야 한

다. 이처럼, 이해 가능한 발음을 강조하는 이해도 원칙(intelligibility principle)은 

오늘날 외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로 점점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발음의 이해도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주로 국내 영어교육 분야에서 앞서 연구되

어 왔다. 국내 영어교육 연구에서 이해도 관련 연구의 주된 주제는,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는 노경희(2003), 김현진(2004), 염문실

(2008), 황은하(2008), 최순재(2010), 이주경ᆞ이연우(2011), 김윤범ᆞ이현구

(2013), 김지윤(2017) 등을 들 수 있다. 

서진아ᆞ윤여범(2016)에 따르면,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①외국

인 말투, ②영어 능숙도, ③발화 속도 등에 해당하는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것과 

①단어 강세, ②문장 강세, ③음절 구조, ④자음, ⑤모음, ⑥억양 등에 해당하는 

좁은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14), 앞서 제시한 각각의 연구들을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 대상 요인에 따라 분류하여 재정리하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14) 문로와 데어윙(Munro & Derwing, 2015)에서도, 이해도 관련 연구는 크게 발화 속도

와 같이 넓은 범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개별 단어의 강세와 같이 세부적인 언어 단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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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범위 좁은 범위

외국인 
억양

영어 
능숙도

발화
속도

단어
강세

문장
강세

음절
구조

자음 모음 억양

노경희(2003) ○ ○ ○ ○
김현진(2004) ○ ○ ○ ○ ○
염문실(2008) ○ ○
황은하(2008) ○ ○ ○ ○
최순재(2010)
이주경ㆍ이연우

(2011) ○
김윤범ㆍ이현구

(2013) ○
김지윤(2017) ○ ○ ○ ○

<표 6>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록

위의 연구목록에서와 같이, 국내 영어교육 분야에서의 이해도 연구는 주로, 넓은 

범위의 요인보다 좁은 범위의 요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볼 수 있

다.15) 넓은 범위에서는 외국인 억양(foreign accent)이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연구만이 세 편을 차지하고 있었고, 영어 능숙도나 발화 속도가 이해도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단 한 편도 없었다. 좁은 범위에서는 분절음에 속한 자

음과 모음 발음 오류가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각각 4편으로 가장 

많았고, 단어 강세, 문장 강세 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각각 3편 있었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이해도 관련 연구는, 이향(2013), 이향(2017), 심현주ᆞ김

선정(2017), 심현주(2017) 총 4편이 있었다. 이향(2013)에서는, 발음 평가에 있

어서 정확성과 유창성, 이해명료성16)(intelligibility), 이해가능성(comprehensi 

15) 이에 반해, 이해도에 관한 초창기의 국외 연구들의 경우는, 넓은 범위에 속한 요인에 관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가스와 바로니스(Gass & Varonis, 1984), 데어윙

과 문로(Derwing & Munro, 1995)에서는 외국인 억양, 데어윙과 문로와 톰슨(Derwing, 

Munro, Tomson, 2008)에서는 영어 능숙도, 데어윙과 문로와 비베(Derwing, Munro, 

Wiebe, 1998)에서는 외국인 억양과 영어능숙도, 앤더슨과 코엘러(Anderson & 

Koehler, 1998)에서는 외국인 억양과 발화 속도를 요인으로 하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6) 이해도와 관련된 두 용어인 intelligibility와 comprehensibility에 대해, 국내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번역 용어가 각 연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다음 장의 이

론적 고찰 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해당 연구자가 사용한 번역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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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ity)의 기준을 변인으로 하여, 이들 변인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어떻

게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인과적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향 (2017)에서도, 

분절음, 초분절음, 외국인 억양과 이해명료성의 각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봄

으로써, 그동안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로 제안되어 온 ‘한국어 원어민 같은 발음’
과 ‘이해명료성’(intelligibility)이 어떻게 다르며 실제 발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검증해 봄으로써 두 목표 간의 한국어 발음 교육에

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심현주ᆞ김선정(2017)에서는, 분절음과 음운변동 발음을 대상으로, 한국인 

발음 채점자가 어떠한 발음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학습자의 발음숙달도를 판단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인이 학습자의 발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음성

적 정확성과는 다른 청자의 이해 가능한 영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현주

(2017)은 앞서 소개한 것과 동일한 주제의 연구를 심화 발전시킨 것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숙달도를 판단할 때, 어떠한 발음 요인에 

주목하는지를 청자의 이해명료성(intelligibility)의 관점에서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

자 하였다. 

3. 연구 대상 

 3.1. 분석 대상 발음 선정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목

표 가운데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분석 대상 발음 영역을 선정하는 데서부터 일관된 

기준에 의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로 보

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해 가능한 발음’ 즉, 발음의 ‘이해도’(intelligibility)

의 관점에서 대상 발음 영역을 한정하고자 한다.17)

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17) ‘이해도’(intelligibility)의 개념과 관련 용어들에 관한 사항은, Ⅱ장의 이론적 고찰 부분

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이해 가능함, 명료함’이
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intelligibility’의 한국어 번역 또한, 국내 연구에서 각기 다른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Ⅱ장에서 자세히 다루되, 여기에서는 일단 

‘이해도’라는 번역어를 사용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 21 -

  3.1.1. 분절음

먼저 한국어의 모든 분절음을 분석 대상 발음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무엇보다 분

절음의 조음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음절과 어휘, 그리고 문장 단위까지 적절하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절음 발음은, 어떤 언어에서든 단어의 의미 구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가 된다는 점에서도 초분절음이나 음운변

동 발음 등의 다른 요소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이다.18) ‘불, 풀, 뿔’에서

와 같은 최소대립쌍(minimal pair)의 존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단 하나의 

음소가 어떻게 발음되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절음은 발음의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언어에

서 단어의 의미를 구별시키는 데 쓰이는 음운 대립의 이용 정도”를 가리키는 ‘기

능부담량’19)의 측면에서도 분절음의 중요성이 뒷받침된다. 즉, 어떤 음소의 대립

쌍이 다른 음소의 대립쌍에 비해 해당 언어에서 단어를 변별하는 데 더 자주 사용된

다면 그 대립쌍은 기능부담량이 높은 대립쌍이 되는데, 이런 기능부담량에 관한 논

의는 대부분이 개별 음소 단위의 분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분절음에 속한 모든 자음과 모음을 대상으로 하되, 

자음에서는 초성 자음과 종성 자음20)(겹받침은 제외), 모음에서는 단모음과 이중모

음을 분석 대상 발음으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분절음 발음의 경우, 규범적인 <표준

발음법>에 의거한 발음과 일반 대중들의 현실 발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음운 대조와 오류 분석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모음의 경우는, 

18) 이향(2017)에서는 이해도(intelligi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발음 요인을 분절음, 초분절

음, 발화속도, 외국인 악센트로 가정하고, 이들 요인들이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효과크기를 측정하였는데, 실험 결과 분절음(0.52), 초분절

음(0.25), 발화속도(0.1)의 순으로, 분절음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해도에 입각

하여 한국어 발음 숙달도 평가 기준을 연구한 심현주(2017)에서도 모든 발음 요인들 중

에 분절음의 정확성이 이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의사소통

중심의 발음 교육에서도 분절음의 교육이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19) 메이어스테인(Meyerstein, 1931:313)에 따르면, 기능부담량은 “한 언어에서 단어의 의

미를 구별시키는 데 쓰이는 음운 대립의 이용 정도”를 가리킨다. 기능부담량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단어나 음운의 빈도수(frequence)가 아니라, 의미를 분화시킬 수 있는 음운 

대립쌍(pair)의 수이다. 즉, 어떤 음소의 대립쌍이 다른 음소의 대립쌍에 비해 해당 언어에

서 단어를 변별하는 데 더 자주 사용된다면 그 대립쌍은 기능부담량이 높은 대립쌍이 된다.
20) 학습자가 7종성에 속한 받침 발음을 제대로 낼 수 있다면, 겹받침 발음은 관련된 제약만 

안다면 발음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분절음에서는 발음의 조음 가능성에

만 초점을 두고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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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발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현실 발

음에 기초한 모음 체계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단모음 이중모음

표준발음
ᅵ, ᅦ, ᅢ, (ᅱ, ᅬ), ᅳ, ᅥ, ᅡ, 

ᅮ, ᅩ  (10개 혹은 8개)
ᅨ, ᅰ, ᅢ, ᅫ, ᅣ, ᅪ, ᅴ, ᅲ, 

ᅧ, ᅯ, ᅭ (11개)

현실발음
ᅡ, ᅥ, ᅩ, ᅮ, ᅳ, ᅵ, ᅦ/ᅢ 

(7개)
ᅱ, ᅴ, ᅨ/ᅤ, ᅰ/ᅫ/ᅬ, ᅣ, ᅪ, 

ᅲ, ᅧ, ᅯ, ᅭ (10개)

<표 7> 표준발음법과 현실발음에서의 모음 음소 체계의 차이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단모음의 경우, 표준발음에서는 /ᅬ/와 /ᅱ/의 

포함 여부에 따라 10와 8개를 모두 허용하고 있는 반면, 현실 발음에서는 표준어 화

자들의 대부분이 /ᅦ/와 /ᅢ/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있고, /ᅬ/와 /ᅱ/는 이중모음으

로 발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발화되는 것은 7개로 볼 수 있다. 이중모음의 경우도, 

<표준발음법>에서는 위의 표와 같이 11개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 발음에서는 /ᅱ/

와 /ᅬ/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ᅨ/와 /ᅢ/ 그리고 /ᅰ, ᅫ, ᅬ

/를 거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we]로 발음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10개의 이중모음 

음소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를 ‘이해 가능한 발음’에 두고 있기 때

문에, <표준발음법>에 의거한 규범적인 발음보다 한국인 원어민 청자에 의해 이해되고 

수용되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현실 발음에서의 모음 분류 체계에 의거하여, 아래

의 <표 8>과 같이, 단모음 7개, 이중모음 10개를 분석 대상 모음으로 삼고자 한다.21)

자음 모음

초성 자음 종성 자음 단모음 이중모음

ᄀ, ᄁ ᄏ; ᄃ, ᄄ, ᄐ; 

ᄇ, ᄈ, ᄑ; ᄉ, ᄊ; 

ᄌ, ᄎ, ᄍ; ᄂ, ᄆ, ᄅ

/ᄀ/, /ᄂ/, /ᄃ/, 

/ᄅ/, /ᄆ/, /ᄇ/, 

/ᄋ/

ᅡ, ᅥ, ᅩ, ᅮ, 

ᅳ, ᅵ, ᅦ/ᅢ

ᅣ, ᅧ, ᅭ, ᅲ, 

ᅤ/ᅨ, ᅪ, ᅯ, 

ᅬ/ᅫ/ᅰ, ᅱ, ᅴ

18개 7개 7개 10개

<표 8> 분석 대상 분절음 발음 목록

21) 신지영(2015)와 허용ᆞ김선정(2006)에서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는, 한

국인도 명확하게 구분하여 발음하지 못하는 발음까지 표준발음법의 규범에 근거해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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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변이음과 음운변동

한국어의 분절음은 기본적으로 표기대로 발음되지만 특정 음운 환경에서는 그 음

가가 변화되기도 한다. 한국어에서 음운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경우로 변이

음과 음운변동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변이음은 음운변동이 적용된 발음과는 달리 한

국인 화자가 음의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령, ‘가구’라

는 단어에서 어두에서의 /ᄀ/는 무성음인 [k]로 실현되는 반면, 어중에서의 /ᄀ/는 

유성음인 [g]로 실현되는데, 한국인 원어민 화자는 자신이 발음하고 있으면서도 어

중의 장애음이 유성음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고 설사 어

떤 비원어민 화자가 어중 장애음을 무성음으로 발음하였다 해도 약간의 어색함은 느

낄 수 있으나 음소 자체를 다르게 인식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ᄀ/가 무성음으로 

발음되든 유성음으로 발음되든 상관없이, 들은 대로 전사해 보라고 하면, 한국인 화

자는 동일하게 ‘ᄀ’로 전사하게 된다. 왜냐하면, /k/와 /g/는 서로 변이음 관계로서, 

한국인 화자에게는 같은 범주에 속한 음소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이음 발

음은, 이해도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 전달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설사 비원

어민 화자가 변이음을 잘못 발음하더라도 동일 범주에 속한 음소로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음운변동 발음은, 변이음과는 달리, 음소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점에서 발

음의 이해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발음 교육 내용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22) 그러나 <표준발음법>에 제시된 

한국어의 모든 음운 규칙을 다루기에는 그 개수가 적지 않고 수업 현장에서 이 모든 

내용을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

와 현실에 맞게 일차적으로 선별될 필요가 있다.23) 

이에 장향실(2008)에서는 한국어의 음운 규칙 중에, ‘교수 ․ 학습이 필요한 것’과 

22) 외국어 발음에서 음운변동 발음의 중요성에 대해, 아베리와 에어리히(Avery & 

Ehrlich, 1992:89)에서는, “연음(동화, 탈락, 연결)의 양상에 대해 많이 학습하면 학생들

의 발음이 유창해지고 알아듣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청취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였고, 박기영(2009, 2010)에서도 한국어의 음운변동 발음은 발음의 유창성

과 깊이 관련된 항목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못 만났어요, 못 나가요’ 등과 같이 단어 경

계를 넘어서 음운변동이 적용되는 발음을 제대로 할 경우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고 발음의 

유창성에 있어서도 더 유창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23) 신지영 외(2015:73)에서도, 발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에서처럼 한국어의 모든 음운 규

칙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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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학습이 필요 없는 규칙’으로 구분하고, 교수 학습이 필요한 음운규칙의 선정 

기준으로, ①음운론적 정보만으로 표면형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규칙과 ②형태

론적인 정보가 필요한 규칙이지만 그 정보가 이미 배운 문법이면서 일정 환경에서 

그 규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칙,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반면, 교수ᆞ학습이 불

필요한 규칙의 조건은 일정한 ‘규칙’으로 제시되기 어려운 것들로, ① 음운 변화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고,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규칙, ② 학습자가 인식하기 어려

운 형태론적 정보가 요구되는 규칙, ③ 음운 규칙의 발생 조건을 예측할 수 없어 공

시적 음운 규칙으로 기술할 수 없는 현상,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장향실(2008)에서는, 이러한 선정 기준에 따라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교수ᆞ학습되어야 할 음운 규칙으로 다음의 <표 9>와 같이,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교수ㆍ학습되어야 할 음운 규칙 교수ㆍ학습될 필요가 없는 음운 규칙

① 경음화(장애음 뒤 경음화)

② 장애음의 비음화

③ 유음의 비음화

④ 유음화(ᄅ-ᄂ 연쇄, ᄂ-ᄅ 연쇄)

⑤ 격음화

⑥ 경음화(비음 종결어간과 어미 사이의 경음

화, 관형형 어미 {-을} 뒤 경음화)

⑦ 구개음화(주격 조사 ‘이’의 환경만)

⑧ /ᄒ/ 탈락

⑨ 동일 조음 위치 장애음 탈락 

⑩ 연음

① 평 폐쇄음화

② 자음군 단순화

③ 한자어 어두 유음의 비음화

④ 한자어 어두 /ᄂ/ 탈락

⑤ /j/ 탈락

⑥ 경음화(첫 음절이 /ᄅ/로 끝난 2음절 

한자어의 경음화

⑦ /ᄃ/ 첨가

⑧ /ᄂ/ 첨가

⑨ 구개음화(접미사 환경)

⑩ 유음의 비음화

<표 9> 교수-학습이 필요한 음운 규칙 

이에 본고에서는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음운변동 발음 양상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

과나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는 고로, 가능한 위의 <표 9>에서 교수ᆞ학습 되어야 할 

항목으로 제안된 것을 최대한 포함시키되, ‘동일 위치 장애음 탈락’과 ‘/ᄒ/탈락’은 

제외키셨다. ‘동일 위치 장애음 탈락’은 <표준발음법> 30항에서도 필수규칙으로 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콧등’[코뜽/콛뜽]에서와 같이, 이 규칙을 적용했을 때와 적용

하지 않았을 때의 발음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류 판단이 어렵고 실제 의사소

통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ᄒ/탈락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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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이유로, ‘좋아요’에서처럼 [조아요]와 [조하요]의 차이가 의사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오류 판정이 어려울 만큼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

다.24) 따라서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연음(⑩)’과 더불어 음운 현상 중

에서는 ‘경음화(①, ⑥), 비음화(②, ③), 유음화(④), 격음화(⑤), 구개음화(⑦)’만
을 본고의 분석 대상 발음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분석 대상 음운변동 발음 영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0>과 같다.25)

• 연음

• 비음화(장애음의 비음화, 유음의 비음화)

• 유음화(ᄅ-ᄂ 연쇄, ᄂ-ᄅ 연쇄)

• 경음화(장애음 뒤 경음화, 비음 종결어간과 어미 사이의 경음화, 관형형 

어미 {-을} 뒤 경음화)

• 격음화

• 구개음화(주격 조사 ‘이’의 환경만)

<표 10> 분석 대상 음운변동 발음

 3.2. 연구 방법 및 절차

   3.2.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오늘날 의사소통 접근법 하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

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해 가능한 발음’을 전제로 하여, 라오어를 모어로 하는 라

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발음을 교육할 때 이해도(intelligibility)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발음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효과적으

로 교육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정은, 라오스인 학

습자의 실제 한국어 발음 음성 자료를 토대로, 이들 학습자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

24) ‘싫어요’의 경우, 먼저 /ᄒ/ 탈락이 적용되고 연음이 적용됨으로써 [시러요]로 발음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겹받침 발음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ᄒ/탈락은 본 연구에

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25) 장향실(2008)뿐만 아니라, 윤정기(2012), 허유라ᆞ박덕유(2012), 서영(2015), 신지영 

외(2015) 등 모두에서,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교수되어야 할 공통된 항목으로, 이 여섯 개

의 항목(연음,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 구개음화)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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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음 오류의 양상을 유형화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 분석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학습자의 오류를 판정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

다. 여기에는 아래의 <표 11>과 같이, 한국인 원어민 청자가 직접 비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듣고 오류를 판정하는 방식과 Praat와 같은 음성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된 여러 가지 음성적인 지표에 근거해 판정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원어민의 청취 판단을 통한 방식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식

장
점

• 원어민 화자의 음운ㆍ음성 범주 체계를 

기준으로 허용(이해) 가능한 발음인지

를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
• 실제 대화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성공 

여부를 가장 직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 학습자의 발음 특성을 음성학적인 지

표를 통해 객관화된 수치로 살펴볼 수 

있다.
• 두 발음 간에 미묘한 차이가 나는 경

우에도, 분명한 수치로 비교 기술 할 

수 있다.

단
점

• 청취자의 직관적인 판단에 근거하므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 ‘맞다, 틀리다’의 이지선다형으로 답해

야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애매하게 걸

쳐 있는 발음의 경우는 그 발음 양상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못하게 되고 객관성

이 떨어지게 된다.  

• 그러나 그 지표는 해당 발음의 일부 

특성일 뿐, 그 발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가’의 

VOT 값은, 어디까지나 [가]라는 발음

을 구성하는 음성 요소의 일부일 뿐이

지, 그 발음 자체라고 볼 수는 없다.

<표 11> 학습자의 발음 오류 판정의 두 가지 방식

본 연구에서는 전자에 해당하는, 원어민의 청취 판단을 통한 방식을 취하기로 한

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를 ‘원어민 화자와 같은 발음’
이 아닌 ‘이해 가능한 발음’에 두었기 때문에, 오류를 판정하는 기준도 원어민의 발

음이 가진 음성적 특징과 얼마나 가까운가가 아니라 원어민 청자가 듣고 바르게 이

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발음이면, 비록 약간의 음성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허용 가능

한 발음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류 판정의 기준도 객관적인 음성적 

수치에 근거하기보다 한국인 원어민 청자의 주관적인 발음 인식을 기준으로 평가하

도록 한다. 그러나 오류 판정 외에, 오류 발음의 음성적 특징과 오류의 원인을 분석

할 때에는, 음성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한 음향 분석의 방법도 활용하여 학습자의 발음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렇게 대조 분석, 오류 분석, 음향 분석의 방법을 통해 규명된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의 양상과 원인 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



- 27 -

이,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발음을 교육할 때, 각각 교육 내용 선정과 

교육 방법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가 된다. 

<그림 1> 본 연구의 실험 관련 사항

즉, 오류 분석을 통해 드러난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의 양상은 이해

도 분석 과정을 통해, 오류율이 높으면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오류 유형이 무엇

인지를 밝혀내고, 이 발음 요소들을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의 발음을 

교육할 때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수ᆞ학습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대조분석가설과 음성지각이론의 이론적 토대 위에, 오류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봄

으로써, 해당 발음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교육적 처방이 어느 단계(음운지식 단계, 

지각 단계, 산출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밝히고, 그 구체적인 교육 방안까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3.2.2. 연구 절차

먼저, Ⅱ장은 본 연구의 전제가 되는 부분으로, ‘한국어와 라오어의 발음 체계 대

조’, ‘발음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고찰’, ‘발음습득이론과 발음 교육의 방법’, 
‘라오스에서의 발음 교육 현황’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한국어와 라오

어의 발음 체계 대조 부분에서는, 대조분석가설에 의거하여 한국어와 라오어의 발음 

체계를 개별 음소, 음절 구조, 음운 현상의 세 층위에서 비교 및 대조해 보고, 이를 

통해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 어려움이 될 발음 요소들을 예측하고 

오류 분석 시 오류 원인 분석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삼는다. 또한 의사소통 접근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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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발음 교육으로 목표로 인정되고 있는 ‘이해 가능한 발음’ 곧 ‘이해도’에 대한 

정의 및 측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들을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정리해 보고 이를 

발음 교육 항목 선정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 삼는다. 다음으로, 발음습득이론 가운데 

학습자의 모어가 목표어 발음 습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대조분석가설과 음성지

각이론에 관한 이론을 개관하고 이 두 이론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정리해봄으로써, 

발음 오류의 원인 규명을 위한 분석틀과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토

대로 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라오스에서의 발음 교육 현황을 교육과정과 교재, 교

사 및 교실 수업의 측면에서 살펴봄을 통해, 라오스에서의 발음 교육의 필요와 문제

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장은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을 분석한 것으로, ‘오류 분석’과 ‘이해도 

분석’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오류 분석 부분에서는,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음성 자료를 토대로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오류 패

턴을 유형화 하고, 그러한 오류 유형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

저,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을 초분절음을 제외한 모든 발음 영역에 걸쳐 전

체적으로 진단해 봄으로써, 한국어 발음 전반에 걸친 오류율, 오류발생환경 등의 사

항들을 근거로 본격적인 양상 및 원인 분석을 위한 대상 발음 영역을 선정하고 분석

틀을 구성한다. 그리고 발음 진단을 통해 선정된 발음 영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양

상 분석에 들어간다. 양상 분석은 청취 판단에 근거한 오류 분석의 방법 뿐 아니라 

음성분석 프로그램인 Praat를 활용하여 오류 발음의 음성적 특성도 개별적으로 면

밀히 관찰함으로써 오류의 원인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방안까

지 도출해 낸다. 이와 더불어 이해도 분석 부분에서는, 앞서 오류 분석의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 가운데 오류율이 높게 나온 발음 요소를 대상으로 이해도의 크기

를 측정함으로, 오류율이 높으면서 청자의 이해 즉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발음 요소

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

로 발음을 교육할 때,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할 발음 교육의 우선적인 교수ᆞ학습 내

용으로 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Ⅲ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라오스인 학습자들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을 교육할 때의 교육 목표를 기술함과 더불어, 오류 발생 원인에 따른 

교육 방안을 각 발음 요소 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제 발음 수업의 현장에

서 구현해 봄으로써 교육 효과를 검증해 본다, 그리고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발음 교재를 제작한다고 할 때,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치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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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본 연구에서의 각 장별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도식

화하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각 장별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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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연구의 전제

 1. 한국어와 라오어의 발음 대조 

  1.1. 한국어와 라오어의 자음 발음 대조

  

   1.1.1. 한국어의 자음 발음 체계

한국어의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발성 유형에 따라 아래의 <표 12>와 같

이 분류되며, 총 19개의 음소로 존재한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자음은 먼저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치

조음, 치조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의 5개의 계열로 분류된다.26) 그리고 조음 방

법에 따라서는, 성도를 빠져 나오는 기류가 장애를 받는 여부에 따라 크게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장애음은 다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으로, 공명음은 

비음, 유음으로 분류된다. 

26) 일본어의 경우는 5개, 중국어는 6개, 영어는 8개의 조음 위치 계열을 가지고 있으며, 본

고의 대상인 라오어의 경우는,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총 6개의 계열을 가지고 있다. 

조음 방법
  조음위치

발성유형
양순음 치조음 치조경구개 연구개음 성문음

장
애
음

파열음

평음 ᄇ /p/ ᄃ /t/ ᄀ /k/

경음 ᄈ /p*/ ᄐ /t*/ ᄁ /k*/

격음 ᄑ /ph/ ᄄ /th/ ᄏ /kh/

마찰음
평음 ᄉ /s/

ᄒ /h/
경음 ᄊ /s*/

파찰음

평음 ᄌ /ʨ/

경음 ᄍ /ʨ*/

격음 ᄎ /ʨh/

공
명
음

비음 ᄆ /m/ ᄂ /n/ ᄋ /ŋ/

유음 ᄅ /l/

<표 12> 한국어의 자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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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한국어의 자음이 가지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동일한 조

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가진 장애음이 서로 다른 두 종류 혹은 세 종류의 발성 유형으

로 조음된다는 것이다. 즉, 파열음과 파찰음에서는 ‘평음, 경음, 격음’의 삼원적 대립을 

이루고 있고, 마찰음에서는 ‘평음, 경음’의 이원적 대립을 이루고 있다. 평음, 경음, 격

음 모두 유성성의 자질 면에서는 무성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식성과 긴

장성의 자질 면에서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음을 구분 짓는 중

요한 음운 자질이 된다.27) 즉, 한국어의 평음은 ‘무성ᆞ무기ᆞ연음’,  경음은 ‘무성ᆞ

무기ᆞ경음’, 격음은 ‘무성ᆞ유기ᆞ경음’의 자질을 가진 음소로 기술될 수 있다. 

그러나 평음의 유기성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한국어의 소리에 대해 가지는 

이러한 추상화된 인식과 다를 수 있다. 즉, 신지영(2011)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평음이 무기음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반해, 평음의 실제 음성형

을 관찰해 보면 무기음이 아니라 유기음으로 관찰된다. 이로 인해 한국어의 평음 발

음을 들을 때, 원어민 화자인 한국인과 외국인 학습자 사이에 유기성 여부에 대한 인

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개 다

른 언어의 경우에는 기식을 가진 음소가 같은 계열에서 단 하나 존재하는 반면, 한국

어에는 평음 외에도 뚜렷한 기식성을 가진 격음이 별도로 하나 더 존재하기 때문으

로 보인다. 즉, 한국인의 경우 격음의 기식성 정도를 [+기식성]의 표준으로 인식하

고 범주화하였기 때문에, 이보다 기식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평음의 기식성에 대해서

는 [-기식성]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28)

27) 기식성의 여부에 따라서는 기식이 있는 ‘유기음’(aspirated)과 기식이 없는 ‘무기

음’(unaspirated)으로, 긴장성의 여부에 따라서는 긴장성이 강한 ‘경음’(fortis)와 긴장성

이 약한 ‘연음’(lenis)으로 분류된다. 
28) 이에 대해, 신지영(2011:114)에서는, 한국어 음운 현상 가운데 격음화 현상을 그 근거

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한국어 화자들이 평음을 유기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격음

화와 같은 음운 현상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놓고’의 경우, 평음을 

유기음으로 보게 되면, 격음화 현상은 유기음인 평음이 기식성을 가진 /h/와 만날 때 두 

소리가 축약되면서 유기음인 격음으로 실현된다고 기술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왜 유기음

인 평음이 또 다른 종류의 기식성을 가진 격음으로 변화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의 격음화 현상은 음운론적으로 무기음인 평음이 기식성을 가

진 /h/와 축약되면서 음운론적으로 유기음인 격음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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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라오어의 자음 발음 체계

언께우 누완나웡 외(ອ່ອນແກ້ວ ນວນນະວົງ, 2000)과 정환승(2009)에 따르면, 라

오어29)의 자음은 먼저 문자적으로, 기본 자음자 27개와 복합 자음자 6개30)로, 총 

33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31)

• 기본 자음(ພະຍັນຊະນະເຄ້ົາ, 27개) : ກ, ຂ, ຄ, ງ, ຈ, ສ, ຊ, ຍ, ດ, ຕ, ຖ, ທ, ນ, ບ, 
ປ, ຜ, ຝ, ພ, ຟ, ມ, ຢ, ລ, ວ, ຫ, ອ, ຮ, ຣ

• 복합 자음(ພະຍັນຊະນະປະສົມ, 6개) : ຫງ, ຫຍ, ໜ(ຫນ), ໝ(ຫມ), ຫຼ(ຫລ), ຫວ

29) 라오어(Lao Language)는 라오스의 고유 언어로서, 언어 계통상으로는 타이-카다이

(Tai-Kadai) 어족에 속해 있다. 이 어족에 속한 언어들은 타이와 라오스를 비롯하여 중

국 남부, 미얀마 북동부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약 90여 개의 언어(1.3%)가 

포함되어 있고, 약 800만 명 정도의 사용 인구(1.35%)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언어로

는 라오어와 더불어 태국어가 있으며, 그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허용ᆞ김

선정, 2006)

① 거의 모든 언어가 성조를 가지며 성조의 수는 다른 언어들에 많은 편이다. 

② 대체로 자연언어의 평균적인 음운의 수를 갖는다. 

③ 굴절이 거의 없으며, 합성과 중첩(reduplication)이 파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④ 연쇄동사 구문이 흔하다. 

⑤ 분류사가 매우 발달해 있다. 

⑥ 거의 모든 언어가 SVO의 어순을 갖는다. 

⑦ ‘명사+수식어’의 어순을 갖는다. 
30) 자음 문자의 개수를 산정할 때, 어떤 논저들의 경우 복합 자음 6개를 제외한 개수로 제

시하고 있으나, 복합 자음은 기본 자음에 존재하는 자음들과 음높이 면에서 짝을 이루어 

존재하는 하나의 계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 단지 문자의 형태

면에서 기본 자음에 속한 두 자음이 결합된 모양을 띠었다는 점에서 ‘복합 자음’을 따로 

분류하였을 뿐, 나머지 다른 기본 자음들과 층위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31) (복합 자음을 제외한) 기본 자음의 개수에 대해서도, 논저들에 따라 26개 또는 28개로 

보는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먼저 기본 자음의 개수를 26개로 보는 경우는, 라오어 자음 

가운데 ‘ຣ’/l/를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한 결과로 보인다. 이 자음은 외국어에서 유입되어 

라오스에 정착한 외래어 발음을 표기할 때 사용되어 왔는데, 과거에는 이 자음을 라오어

의 자음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오늘날만큼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자음 

목록에 넣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라오어의 자국어 교과

서에도 ‘ຣ’/l/를 기본 자음으로 인정하고 라오어의 자음 목록에 분명히 포함시켜 기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자음 개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모레브 외

(Morev et. al., 1979:19)에서는 기본 자음의 개수를 28개로 파악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 음소의 개수에 대해서는 변이음 설정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문자의 

개수에 대해서는 라오스 국내의 자국인 학자의 논저에 따르는 것이 더 신뢰할 만한 결과

라 할 수 있기에, 본고에서는 기본 자음의 개수를 27개로 확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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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발음상으로는 이보다 적은 20개의 음소만을 가진다.32)(Enfield, 2007; 

솜밋 두왕띠, 2017) 이처럼 음소의 개수가 문자의 개수보다 적은 이유는, 라오어가 

음의 높낮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성조 언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라

오어의 자음은, 동일 어족에 속한 타이어와 함께, 인도어족에서 온 고대 몬크메르어

(Mon-Khmer language)의 영향을 받아 이 언어의 문자를 차용하여 라오어의 소

리에 맞추어 만들어낸 문자이다. 본래 인도어족에 속한 글자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

의 소리만을 가지는데, 라오어에서는 같은 발음일지라도 음높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

지는 단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의 높낮이를 문자 자체에 반영하여 각기 

다른 모양의 문자를 취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음소에 복수의 글자가 존재하게 된 것

이다(아몬랏 카타위, 2014). 이로 인해, 라오어의 자음은 그것이 모음과 결합할 때

에 후속하는 모음의 음높이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음높이는 자음 

음소 분류 기준에는 사용될 수 없다. 음높이는 후속하는 모음과 관련된 것으로, 자음 

자체의 소리와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라오어의 자음은 각각의 문자에 반영된 음높이에 따라 ‘악썬쑹’(고자음: 높은 음), 

‘악썬깡’(중자음: 중간음), ‘악썬땀’(저자음: 낮은 음)으로 분류될 수 있다.33) 라오

어 자음의 음소 목록과 각 음소에 대응되는 라오어의 문자를, 이러한 음높이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13>과 같다.34)

32) 브레인 에릭슨(Blaine Erickson, 2001:136)에서는, 라오어의 음소에 원순화 된 자음

(rounded consonant)을 상정하고 자음 음소의 개수를 28개로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원순화된 자음 음소는 독립된 

하나의 문자와 대응되지는 않는다. 즉 두 개의 자음(자음 + 활음 /w/)이 결합될 때 실현

된다. 구체적인 한 예로, 영어의 ‘twin’[twin]을 발음할 때, 영어 원어민의 발음을 정밀표

기하면 [twwin]이 되는 것과 같이, 라오어에서도 /k/(ກ)에 활음 /w/(ວ)를 결합시켜 

/kw/(ກວ)로 발음하게 되면, 이 때 /k/가 [kw]와 같이 원순화된 자음으로 실현된다. 그런

데 이를 별도의 음소로 규정하게 되면, 라오어의 다른 모든 자음 음소들에 대해서도 /w/

(ວ)와 결합된 형태를 모두 각기 음소로 상정해야 하는 복잡함과 번거로움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음소의 개수는 28개보다 훨씬 더 많은 39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견해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라오어 원어민 화자는 /k/

(ກ)가 음운 환경에 따라 [k] 또는 [kw]의 구별된 음성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거의 인지

하지 못한다. 이는 라오스인 화자의 머릿속 음운 체계 안에, [k]와 [kw]가 모두 /k/로 추

상화되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kw/를 하나의 독립된 음소로 상정하기보다는 

/k/의 변이음으로 상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엔필드(Enfield, 2006)에서도, 본고

에서의 견해와 같이, 원순화된 자음을 상정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라오어 자음의 음소 

개수를 20개로 산정하고 있는 바, 본고에서도 이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33) ‘고자음, 중자음, 저자음’이라는 용어는, 라오스의 자국어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

어를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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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음소 자음 문자 번호 음소 자음 문자

1 /k/ 중자음 ກ 11 /p/ 중자음 ປ

2 /kh/
고자음 ຂ 

12 /ph/
고자음 ຜ

저자음 ຄ 저자음 ພ

3 /ŋ/
고자음 ຫງ

13 /f/
고자음 ຝ

저자음 ງ 저자음 ຟ

4 /ʨ/ 중자음 ຈ 14 /m/
고자음 ໝ
저자음 ມ

5 /s/
고자음 ສ

15 /l/
고자음  ຫຼ 

저자음 ຊ 저자음 ລ
6 /d/ 중자음 ດ 16 /j/ 중자음 ຢ

7 /t/ 중자음 ຕ 17 /w/
고자음 ຫວ
저자음 ວ

8 /th/
고자음 ຖ

18 /ɲ/
고자음 ຫຍ

저자음 ທ 저자음 ຍ

9 /n/
고자음 ໜ

19 /h/
고자음 ຫ

저자음 ນ 저자음 ຮ
10 /b/ 중자음 ບ 20 /ʔ/ 중자음 ອ

<표 13> 라오어 자음 음소 목록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오어 자음은 총 20개의 음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음소에 대응되는 문자는 이에 부여된 음높이에 따라 고자음, 

중자음, 저자음으로 세분되어 분포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특히 중자음에 해당하

는 음소를 제외한 모든 음소에서, 동일한 음가를 가진 한 음소에 대해, 음높이에 

따라 고자음과 저자음이 각각 하나씩 짝을 이루어 존재하는 대칭성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35) 

라오어의 자음 음소를,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 발성 유형에 따라 다시 분류해 보

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34) 라오어의 각 자음은 단독으로는 소리 낼 수 없기 때문에, 라오어의 단모음 가운데 [ʌ]

와 결합하여 ກ[kʌ], ສ[sʌ], ນ[nʌ] 등과 같이 읽는다.
35) 이들 각 자음 문자에 네 종류의 성조 부호 중 하나가 덧붙게 되면, 각 자음 자체에 반영

된 음높이와 덧붙여진 성조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음질의 소리를 내게 되고, 그 소리의 변

화가 단어의 의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라오어의 음운 현상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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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음
방식

발성 
유형

조음 위치

양순음 순치음 치조음
치조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장
애
음

파
열
음

무성무기
ປ 

/p/
ຕ 

/t/
ກ

/k/ 
ອ
/ʔ/

무성유기
ຜ,ພ 
/ph/

ຖ,ທ 
/th/

ຂ,ຄ 
/kh/

유성무기
ບ 

/b/ 
ດ 

/d/ 
마
찰
음

무성무기
ຝ,ຟ 
/f/

ສ,ຊ
/s/

ຫ,ຮ 
/h/

파
찰
음

무성무기  ຈ 
/ʨ/  

공
명
음

비음
ມ 

/m/
ນ 

/n/
ຍ 

/ɲ/
ງ 

/ŋ/

유음(설측음)
ລ,ຣ 
/l/ 

활음
ວ 

/w/
ຢ

/j/

<표 14> 라오어의 자음 발음 체계

위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오어의 자음은 먼저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

음, 순치음, 치조음, 치조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의 6개 계열로 분류되다.36) 

양순음(bilabial)은 두 입술로 장애를 일으켜 내는 소리로, /p, ph, b, m, w/가 있

다.37) 순치음(labiodental)은 윗니를 아랫입술에 접촉시켜 내는 소리로, /f/가 있다. 

36) 엔필드(Enfield, 2006)에서는, /f/(ຝ,ຟ)를 양순음(bilabial)으로 분류하여 5개의 조음 위

치 계열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이 음소를 순치음

(labiodental)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라오어의 /f/(ຝ,ຟ)는 윗니와 아랫입

술의 접촉으로 생성되는 발음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라오어의 음운 체계와 유사성

이 높은 태국어의 논저를 참고할 때도 뒷받침된다. 아몬랏 카타위(2014), 분리코헹

(2017) 등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f/를 순치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37) 엔필드(Enfield, 2006:34)에서는, ‘ວ’/w/가 초성 자음으로 사용될 때와 초성 다음의 활

음(glide)으로 사용될 때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즉, 초성 자음으로 사용

될 때에는 마찰, 순치음인 /v/로 발음되며, 중성의 위치에서 활음으로 사용될 때에는 양순

음인 /w/로 발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의 문자가 두 개의 음소를 가지

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 간주해야 할 근거는 희박하다. 그보다는 ‘ວ’를 초성

의 위치에서든 초성 다음에 위치하든, 활음 또는 반자음으로서, 양순음 /w/로 발음되는 것

으로 보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음성학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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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음(alveolar)은 혀끝을 윗잇몸에 접촉시켜 내는 소리로, /t, th, d, s, n, l/가 있

다. 치조경구개음(alveo-palatal)은 혀의 앞부분을 치조와 경구개 사이에 접촉시켜 

내는 소리로, /ʨ, ɲ, j/가 있다.38) 연구개음(velar)은 혀의 뒷부분을 연구개에 접촉

시켜 내는 소리로, /k, kh,ŋ/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문음(glottal)은 목구멍에서 나

는 소리로 /ʔ, h/가 있다.

다음으로, 조음 방식에 따라서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활음으로 나

눌 수 있다. 먼저 파열음(plosive)은 특정 조음 위치에서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면

서 내는 소리로 라오어에는 /p, ph, b, t, th, d, k, kh, ʔ/가 있다. 마찰음(fricative)은 

입안의 공기를 좁은 틈으로 내보내 마찰시켜 내는 소리로 라오어에는 /s, h/가 있다. 

파찰음(affricative)은 파열음처럼 폐쇄 과정을 거치지만 파열되는 과정에서 마찰음

처럼 공기의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로 라오어에는 단 하나의 음소인 /ʨ/가 있

다.39) 비음(nasal)은 연구개와 목젖을 내려 비강으로 통하는 통로가 열리게 해 코로 공

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라오어에는 /m, n, ɲ, ŋ/가 있다.40) 설측음은 혀끝을 

치조에 댄 채 공기를 양 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라오어에는 /l/가 있다. 

마지막으로 활음(glide)은 조음 기관이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옮아갈 때, 그 자체의 

소리가 분명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인접한 소리에 곁들어 나타나는 소리로, 라오어에

는 /w, j/가 있다.41)

라오어 자음 발음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라오어 자음은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 구조를 띤다. 그러나 영어에서와 같

은 광범위한 유무성의 대립을 이루고 있지는 않음을 볼 수 있다. 장애음 내에서는 유

성음이 파열음에서만 분포하고 있으며, 파열음 중에서도 양순음과 치조음에서만 각

각 /b/(ບ)와 /d/(ດ)의 두 개의 음소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같은 파열음에 속하지만, 

연구개음에서는 유성음 /g/에 해당하는 음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대칭성

을 띠고 있다. 또한 파열음 내에서 무성음이 기식의 유무에 따라 무성유기음과 무성

무기음으로 따로 구분되어 존재함으로써, 영어에서와 같이 유성음과 무성음이 일대

38) 결합하는 모음에 따라서 경구개음(palatal)으로 볼 수도 있다. 
39) 라오어의 ‘ຈ’의 음성표기에 대해, 브레인 에릭슨(2001)에서는 ‘ຈ’를 파찰음으로 보고 

[ʨ]로 표기한 반면, 엔필드(2007)에서는 파열음으로 보고 [c]로 표기하였는데, 본고에서

는 에릭슨(2001)의 견해를 받아드려 파찰음으로 보고 [ʨ]로 표기하도록 한다.  
40) /ɲ/는 /n/와 활음 /j/가 결합되어 내는 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ɲ/ 음소에 단모음 /a, ə, 

o, u/가 결합되면, 각각 [냐, 녀, 뇨, 뉴]와 같은 소리를 내게 된다. 라오어의 연구개 비음

에 해당하는 /ŋ/는 초성과 종성 위치 모두에서 발음될 수 있다. 
41) /w, j/는 연구자에 따라 접근음(approximant), 반모음(semi-vowel), 반자음(semi- 

consonant), 과도음(glide sound)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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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구조로 대립을 이루고 있지는 않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라오어에도 유성음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매우 소수에 불과하고, 영어에서와 같은 일대일의 대립쌍을 가지

고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유무성의 대립을 라오어 자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내세

우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둘째, 파열음의 양순음과 치조음 부분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가지

면서 각기 다른 음가를 가진 세 개의 음소(무성무기, 무성유기, 유성무기)가 존재한

다. 한국어의 평음, 경음, 격음과는 분명 차이가 있으나 같은 계열에서 세 개의 음소

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가진다. 

셋째, 라오어의 파열음에서는 무성무기음과 무성유기음이 짝을 이루어 모두 쌍으

로 존재하는 데 반해, 파찰음 부분에서는 무성유기음이 없이, 오직 무성무기음에 해

당하는  /ʨ/(ຈ)만 존재한다. 이는 라오어와 동일어족에 속해 있으면서 음소 체계 면

에서 유사성이 높은 태국어와도 구별된다. 태국어의 파찰음에는 무성무기음 뿐 아니

라 무성유기음인 /ʨʰ/(ฉ ช ฌ)이 다양하게 존재함으로써 파열음에서와 같은 대칭성

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활음은 언어에 따라 자음 혹은 모음으로 달리 분류되기도 하는데, 라오어의 

활음 /w/와 /j/는 음운론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음소로서 자음으로 분류된다. 

   1.1.3. 한국어와 라오어의 자음 발음 대조 

한국어와 라오어의 자음 음소 대조에 앞서, 두 언어 간의 음운적인 유사성과 차이

성이 보다 선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분류 기준을 사용할 필요가 있

다. 특히 한국어의 장애음 부분에서, ‘평음, 경음, 격음’의 삼원적 상관속은 한국어에

만 존재하는 독특한 특성이기 때문에, 라오어의 장애음을 이 분류 체계에 그대로 대

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어에만 적용될 수 있는 ‘평음, 경음, 격

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유성성(voiced)과 기식성(aspirated) 및 긴장성

(tense)의 음운 자질에 의거하여, 평음은 ‘무성무기연음’42)으로, 경음은 ‘무성무기

경음’으로, 격음은 ‘무성유기경음’으로 기술한 다음, 한국어의 자음 음소를 기준으로 

라오어의 각 자음을 대응시켜 보면, 다음의 <표 15>와 같다.43)

42) 평음의 기식성에 대해서는, 앞 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음운론적으로는 무기음에 속하지

만 음성학적으로는 기식이 있는 유기음에 속한다. 음운 대조표 상에서는 일단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무기음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음성학적인 특징을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다.  
43) 이 표에서는, 라오어의 자음 음소 중에 순치 마찰음 /f/이 빠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발음을 교육하는 데 있기 때문에, 먼저 한국어의 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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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음
방식

유
성
성

기
식
성

긴
장
성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치조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한국어 라오어 한국어 라오어 한국어 라오어 한국어 라오어 한국어 라오어 

장
애
음

파

열

음

유

성

무

기

연

음

ບ
/b/  ດ

/d/     

무

성

무

기

경

음

ㅃ 
/p*/ 

ປ 
/p/

ㄸ 
/t*/

ຕ 
/t/

ㄲ 
/k*/ 

ກ 
/k/ ອ

/ʔ/무

기

연

음

ㅂ 
/p/ 

ㄷ 
/t/

ㄱ 
/k/

유

기

경

음

ㅍ 
/ph/ 

ຜ,ພ 
/ph/

ㅌ 
/th/

ຖ,ທ 
/th/

ㅋ 
/kh/

ຂ,ຄ 
/kh/

마

찰

음

무

성

무

기

경

음

ㅆ 
/s*/ 

ສ,ຊ 
/s/

무

기

연

음

ㅅ 
/s/ 

유

기

연

음

ㅎ
/h/

ຫ,ຮ 
/h/

파

찰

음

무

성

무

기

경

음

ㅉ 
/ʨ*/

ຈ 
[ʨ] 

무

기

연

음

ㅈ 
/ʨ/

유

기

경

음

ㅊ 
/ʨh/ -

공
명
음

비음
ㅁ

/m/
ມ

/m/
ㄴ

/n/
ນ 

/n/ - ຍ 
/ɲ/

ㅇ
/ŋ/

ງ 
/ŋ/

유음
ㄹ
/l/

ລ,ຣ 
/l/ 

활음 - ວ 
/w/ - ຢ

/j/

<표 15> 한국어와 라오어의 자음 체계 대조

위의 <표 15>를 통해, 한국어와 라오어의 자음 음소 체계를 비교해 볼 때 가장 두

드러진 차이는 장애음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

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을 전제함으로, 음운 대조에서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라오어

체계를 우선적으로 배열한 다음, 여기에 라오어의 음소를 대응시키는 방식을 취함으로, 지

면 관계상 라오어의 모든 자음 음소를 하나의 표 안에 다 기술하지는 못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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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음을 비교 및 대조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44)

1.1.3.1. 파열음 대조

<표 15>를 토대로, 한국어와 라오어의 파열음에 속한 음소만을 따로 정리하여 비

교하면, 아래의 <표 16>과 같다. 

       조음위치
발성유형

양순음 치조음 치조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한 라 한 라 한 라 한 라 한 라 

유성무기 b  d     

무성무기
p* p t* t k* k ʔp t k

무성유기 ph ph th th kh kh

<표 16> 한국어와 라오어의 파열음 대조 

먼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와 라오어의 파열음 모두, 조음 위치 면

에서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에서 음소가 존재하며, 음소의 개수 면에서도 각 조음 

위치에서 동일하게 세 개의 음소가 존재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세 음

소의 발성 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는데, 한국어의 파열음이 모두 무성음이면서 동

일 조음 위치에서 ‘무성무기연음(평음), 무성무기경음(경음), 무성유기경음(격음)’의 

삼원적 대립을 이루고 있는 반해. 라오어의 파열음은 ‘유성무기음, 무성무기음, 무성

유기음’의 삼원적 대립을 이루고 있다. 한국어에는 유성음이 음소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무성음 부분만을 비교해 보면, 한국어와 라오어의 무성 파열음의 음소 개수가 

각각 3개와 2개로, 3:2의 대응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한편, 평음의 기식성을 무기음으로 볼 것인지 유기음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두 언

어에서의 무성무기음과 무성유기음의 범주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한국어의 평

음을 무기음으로 볼 경우, 한국어에는 두 개의 무성무기음 존재하고 라오어에는 단 

하나의 음소만이 존재한다. 즉, 무성무기음의 범주 구성이 2:1의 대응 관계로 파악

될 수 있다. 그러나 평음의 기식성을 유기음으로 보게 되면, 무성무기음이 아닌, 무

성유기음의 범주 구성이 2:1의 대응 관계로도 파악될 수 있다. 

44) 따라서 한국어에는 없지만 라오어에는 있는 잉여적인 음소에 대해서는, 그것이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면,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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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라오어의 자음 분류 기준에는 긴장성 자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

음성기호(IPA) 상으로는 한국어의 ‘평음’과 라오어의 ‘무성무기음’이 동일한 표기를 

사용하게 되지만, 음성적 속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ᄇ/와 /ປ/, /ᄃ/와 /ຕ/, /ᄀ/와 /ກ/가 각각 [p], [t], [k]로 음성기호가 동일하지

만, 산출되는 소리의 음성적 특성은 이 둘이 동일하지 않다. 즉, 한국인이 듣기에 라

오어의 무성무기음은 평음보다 경음에 더 가깝게 들린다.45) 그 가장 큰 이유는, 아

래의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오어 무성무기음의 VOT값이 한국어의 평음

보다는 경음과 더 가깝게 일치하기 때문이다.46)

언어 음소 /p/ /t/ /k/

라오어 무성무기음 16.2 14.3 29.8

한국어
경음 15.2(2.0) 14.6(3.2) 21.7(4.7)

평음 54.1(18.2) 66.7(21.1) 87.8(15.6)

<표 17> 라오어와 한국어의 ‘무성무기 파열음'의 VOT값 비교(ms) 

이를 통해 볼 때, 라오어의 무성무기음은, 한국인이 가진 음운 인식 범주 기준에서 

한국어의 평음보다 경음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47)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라오

어의 무성무기음은 한국어의 경음에 대응되는 음소로, 무성유기음은 격음에 대응되

는 음소로 보고 대응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어의 ‘평음’에 해당되는 음소가 라

오어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48) 

45) 라오어의 무성무기음(ປ, ຕ, ກ, ຈ)이 한국인에게는 경음에 더 가깝게 들린다는 것에 대해

서는 국내에 소개된 라오어 관련 문헌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인(2007)과 이

인열(2012)에서도 라오어의 무성무기음을 한국어의 경음에 대응되는 음소로 인식하고 경

음에 대응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고에서는 라오어의 무성무기음이 

한국어의 경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현직 원어민 한국어 교사 10명에게 

라오어의 장애음 ‘ປ, ຕ, ກ, ຈ’을 들려주고 어떻게 들리는지 판정하는 간단한 실험을 해 본 

결과, 10명 모두 경음 /ᄈ, ᄄ, ᄁ, ᄍ/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6) 라오스인 원어민 한 명의의 라오어 자음 음소 발음을 녹음한 것의 VOT값임을 밝힌다. 

참고로, 나타웃(2012:141)에서는, 태국어의 무성무기음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실험 결과값을 토대로, 태국어 무성무기음의 VOT 값을 11~16ms로 제시하고 있다. 

태국어와 라오어의 음소적인 유사성을 전제하고 볼 때, 라오어의 무성무기음 또한 기식성

의 측면에서, 한국어의 평음보다 경음에 가까운 음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7) 이러한 이유 때문에 <표 15>에서 두 언어의 음소를 대조할 때, 한국어의 평음과 경음에

서처럼 경계 구분을 짓지 않고 통합된 하나의 셀에 배치시키되, 이 음소의 음성적 특성이 

한국어의 경음에 가까운 것을 반영하여, 경음과 나란히 배치시켰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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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음 부분에서의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파열음을 발음할 때 평음 계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플래그

(1987)은 L2 학습자들이 동등 범주화(equivalence classification)의 가설에 따라 

L1의 음성 분류를 L2의 음성 체계에 투영시킨다고 하였는데, 라오스인 학습자들도 

한국어의 평음을 발음할 때에 자신의 모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조음 

방식으로 생성하기보다 자신의 모국어인 라오어에도 비슷하게 존재하는 무성무기음

이나 무성무기음에 동등 범주화시킴으로써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다분히 크다고 할 

수 있다.49) 또한 앞서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듯이, 한국어의 평음의 기식의 양이 격

음과 경음의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국인과 같은 음성적 직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경우는, 평음 발음을 정확히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50) 

1.1.3.2. 마찰음 대조

다음으로, 한국어와 라오어의 마찰음에 속한 음소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18>과 같다. 

       조음위치
발성유형

양순음 치조음 치조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한 라 한 라 한 라 한 라 한 라 

무성무기
s* s
s 

무성유기 h h

<표 18> 한국어와 라오어의 마찰음 대조 

48) 한국어의 경우, 평음 /ᄇ/와  /ᄃ/가 어중에 위치하여 모음 사이에 있을 때는 유성음화된 

변이음으로써 라오어의 ‘ບ’[b]와 ‘ດ’[d]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지만, 변이음은 음운 대조

에 사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두에서는 무성음 [p]와 [k]로 실현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

될 수 있는 라오어의 음소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49) 양병곤(1998)에서도 실험자가 인지하는 모음이 피험자의 방언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와 

유사한 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허용⋅김선정(2006)에서도 일본인 

학습의 경우 일본어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의 모음을 발음하기 위하여 한국어 단모음 /

우/를 /으/로, /어/를 /오/로 혼동하여 발음하는 경향이 있음을 들고 있다. 즉, 자신의 모국

어 체계에 기대어서 외국어의 새로운 발음을 동일한 범주로 보고 잘못 발음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50) 신지영(2011:15-16)에서도, 한국어의 평음을 분류상으로는 기식이 없는 ‘무기음’으로 

분류해 놓았지만, 발음을 교육하는 측면에서는, 평음과 격음을 동일하게 기식이 있는 음소

로 보고, 바로 이런 유사성이 영어 화자들이 평음과 격음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원

인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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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모두 치조 마찰음 부분에 음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

나 한국어에는 치조 마찰음이 긴장성 유무에 따라 /s/와 /s*/로 분화되어 존재하는 반면, 

라오어의 치조 마찰음은 /s/만이 단독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범주 

구성 면에서 2:1의 대응관계를 가지는데, 이러한 범주 구성의 차이는 라오스인 학습자

들이 한국어의 치조 마찰음을 발음할 때 오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라오어의 치조 마찰음의 경우, IPA 상으로는 한국어의 평음과 동일하게 /s/로 표기하

였지만, 실제 음성적인 특성을 관찰해 보면, 앞서 파열음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국어의 평음보다 경음에 더 가깝다. 따라서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평음 /ᄉ/를 

발음할 때, 모국어인 라오어의 치조마찰음인 /ສ,ຊ/에 근거하여 발음하게 되면, 경음 /ᄊ

/에 가까운 소리로 산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1.1.3.3. 파찰음 대조

       조음위치
발성유형

양순음 치조음 치조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한 라 한 라 한 라 한 라 한 라 

무성무기
ʨ* ʨ
ʨ

무성유기 ʨh -

<표 19> 한국어와 라오어의 파찰음 대조 

파찰음 부분에서도, 위의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와 라오어 모두 치

조경구개라는 동일한 조음 위치에 음소가 존재하고 있으나 음소의 개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한국어에는 /ʨ/, /ʨ*/ /ʨh/와 같이 세 개의 음소가 대

립쌍을 이루며 존재하는 반면, 라오어에서는 무성무기음의 음운 자질을 가진 단 한 

개의 음소 /ʨ/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파열음 부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라오어의 무

성무기 파찰음 /ʨ/ 또한, 그것의 VOT 값이 한국어의 평음보다 경음에 더 일치하기 

때문에, 국제음성기호 상으로는 한국어의 평 파찰음 /ʨ/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지

만, 음성적으로는 평음보다 경음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 청자가 

라오어의 /ʨ/ 발음을 듣게 되면, 한국어의 경음 /ᄍ/와 동일한 음소로 범주화하여 지

각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평음 파찰음과 격음 파찰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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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두 음소 모두 음성적으로는 유기음에 속하는데, 라오

어의 파찰음에는 유기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51)

1.1.3.4. 비음 및 유음 대조

아래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음 부분에서는 한국어와 라오어 음소가 대체로 

일치함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어에 있는 음소는 모두 라오어에도 동일하게 분포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조음위치
발성유형

양순음 치조음 치조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한 라 한 라 한 라 한 라 한 라 

비음 m m n n - ɲ ŋ ŋ

유음 l l 

<표 20> 한국어와 라오어의 비음 및 유음 대조 

그럼에도, 몇 가지 차이점을 기술하면, 한국어의 경우 연구개 비음인 /ᄋ/가 종성에

서만 [ŋ]로 실현되는 반면, 라오어의 연구개 비음은 초성과 종성 모두에서 발음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인이 외국어로서 라오어를 배울 때, 발

음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에는 없는 음소 중에 /ɲ/(ຍ)가 있는데, 이 음소는 한국어의 /ᄂ/와 모

음 /ᅣ/가 결합하여 [냐]의 소리를 낼 때에 자음 부분에 해당하는 소리라 할 수 있

다. 활음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라오어의 경우, 활음이 자음으로 분류되어 있

어 이 음소 앞에 또 하나의 자음이 올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어의 이중모음 앞이 자음

이 결합된 [갸, 겨, 교, 규]와 같은 발음할 때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의 초성 자음 /ᄂ/와 이중모음 /ᅣ, ᅧ, ᅭ, ᅲ/가 결합된 발음은, 라오어의 /ɲ/(ຍ)를 

활용하여 발음하면 [냐, 녀, 뇨, 뉴]의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음에 국한해

서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음 부분에서는, 한국어와 라오어 모두 치조음의 위치에서 동일하게 /l/음소가 존재

한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한국어의 유음이 초성 자음뿐 아니라 종성 자음으로도 사

51) 이와는 달리, 태국어의 파찰음에는 유기음이 /ʨʰ/(ฉ ช ฌ)로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에

서 라오어 음소 체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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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반면, 라오어의 유음은 초성의 위치에만 올 수 있고 음절 말 종성 자음으로는 사

용되지 않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음절 구조 대조에서 더 자세

히 다루기로 하겠다. 

1.1.3.5. 활음 대조

마지막으로, 아래의 <표 21>에서 보듯이, 활음(반자음, 반모음, 접근음)에 속한 /j/와 

/w/가 라오어에서는 하나의 독립된 자음 음소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모

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음 음소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음위치
발성유형

양순음 치조음 치조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한 라 한 라 한 라 한 라 한 라 

활음 - w - j

<표 21> 한국어와 라오어의 활음 대조 

이로 인해, 음절 구조상 이들 자음 앞에는 또 하나의 자음이 붙을 수는 없게 되는

데52), 라오어의 이러한 특징은, [갸, 겨, 교, 규]와 같이, 초성의 위치에 자음이 결합된 

한국어의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1.2. 한국어와 라오어의 모음 발음 대조

  

  1.2.1. 한국어의 모음 발음 체계

먼저, 한국어의 단모음(單母音) 구성 체계에 대해 살펴보면, 표준어의 발음을 규

정한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10개(/i, e, ɛ, y, ∅, a, i, ʌ, u, ɨ/)의 단모음이 존재

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앞서 연구 대상에서도 밝혔듯이, 현실 발

52) 그러나 라오어 자음 중 활음에 속한 /w/(ວ)의 경우, 이 음소가 [+성절성]을 가진 모음

으로 사용됨으로써, 초성의 위치에 또 하나의 자음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라오어 단어들 

가운데 자주 관찰할 수 있다. 한 예로, ‘검사하다’(to check)의 의미를 가진 동사 ‘ກວດ’의 

경우를 보면, 초성 자음 ‘ກ’와 종성 자음 ‘ດ’사이에, ‘ວ’가 어떤 단모음과도 결합되지 않고 

단독으로 중성의 위치에서 모음으로 사용된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ວ’는 라

오어의 자음 /w/(ວ)와 문자적인 형태만 같을 뿐, 별개의 음소로 구분되어야 한다. 모음으

로 사용될 때의 ‘ວ’는 자음 /w/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라오어의 이중모음 ‘ ’[ua]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 45 -

음의 단모음 체계를 따라 7개(/a, e, i, ʌ, u, ɨ/)의 단모음 구성 체계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한국어의 단모음 음소 체계를 발음할 때의 혀의 전후, 상하 위치와 입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53)

전설 후설
평순 평순 원순

고모음      ᅵ /i/    ᅳ /ɯ/    ᅮ /u/

중모음   ᅢ.ᅦ /e/    ᅥ /ʌ/    ᅩ /o/

저모음    ᅡ /ɑ/    

<표 22> 한국어 단모음 체계 

이중모음(二重母音)의 경우도, <표준 발음법> 상에는 한국어의 이중모음을 모두 

11개로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현실 발음에서는 표준어 화자들의 대부분이 /ᅬ/와 

/ᅱ/도 단모음이 아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으며, /ᅫ/, /ᅰ/, /ᅬ/의 경우도 변

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발음에 따르면 한국어 이중모음의 음소 개수는 

총 10개(/ja, jʌ, jo, ju, wa, wʌ. we, wi, ɰi/)가 된다. 그리고 이중모음은 활음과 

단모음의 배열 순서에 따라, ‘활음+단모음’의 구성을 가진 상향 이중모음과 ‘단모음

+활음’의 구성을 가진 하향 이중모음으로 나뉘는데,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모두 ‘활
음+단모음’의 상향식 이중모음이며54), 여기에 사용되는 활음에는 /j/, /w/, /ɰ/의 

세 개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이 세 활음 중 어느 것으로 구성되어 

53) /ʌ/의 경우, 논저들마다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먼저 입술의 모양에 있어서 권성미
(2017)에서는 평순모음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신지영(2011)과 김성규ᆞ정승철(2016)에
서는 원순모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ʌ/를 발음할 때 입이 벌어지는 정도의 차이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음성학적으로 /ʌ/는 엄밀하게 말하면, 중설 중모음으로 분류될 수 있
는데, 한국어에서의 /ᅥ/와는 경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권성미
(2017:115)에 따르면, /ᅥ/는 장음으로 발음될 때와 단음으로 발음될 때 음가 차이가 있
다. 어머니[어머니]와 같이 단모음(short vowel)으로 발음될 때의 /ᅥ/는 후설 저모음 
[ʌ]로 실현되고, ‘거지’[거:지]와 같이 /ᅥ/가 장모음(long vowel)으로 발음될 때에는, 후
설 중모음 [ə:]로 실현된다. 그래서 [어]와 [으]의 중간 정도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
지]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의 표준어 화자들은 [ʌ]와 [ə]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ᅥ/를 /ʌ/로 표기하기로 하되, 저모음에 속한 /a/와의 변별을 위해서 
/ʌ/를 평순 중모음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54) /ᅴ/에 대해서는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는 견해와 하향 이중모음으로 보는 견해, 두 가지
가 존재한다. 김영선(2007), 배주채(2003), 이진호(2005) 등에서는 /ᅴ/를 ‘단모음+활
음’(ɯ+j)으로 보아 j계 하향 이중모음으로 기술한 반면, 허용ᆞ김선정(2006), 신지영
(2011:173) 등에서는 /ᅴ/를 ‘활음+단모음’(ɰ+i)로 보아 ɰ계 상향 이중모음으로 기술
하고 있다. 본고는 후자의 견해를 따라 /ᅴ/를 상향 이중모음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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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느냐에 따라 ‘j계’, ‘w계’, ‘ɰ계’의 세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어의 이중모음

을 각 계열별로 분류한 결과는, 아래의 <표 23>과 같다. 

          단모음
 활음 i e ʌ a u o

j - je(ᅨ,ᅤ) jʌ(ᅣ) ja(ᅣ) ju(ᅲ) jo(ᅭ)

w wi(ᅱ) we(ᅫ,ᅰ,ᅬ) wʌ(ᅯ) wa(ᅪ)

ɰ ɰi(ᅴ)

<표 23> 한국어 이중모음 체계 

 1.2.2. 라오어의 모음 발음 체계

라오어 모음 발음 체계를 기술함에 앞서, 라오어의 모음 목록과 각각의 음가는, 아

래의 <표 24>와 같다.

기본모음 복합모음
특수모음

short long short long

[a] [a:] [ɯ] [ɯ:] , [ai]

[i] [i:] [ə] [ə:] [au]

[u] [u:] [ɛ] [ɛ:] [am]

[o:] [o]

[ɔ:] [ɔ]
[e:] [e]

[ia] [i:a]

[ɯa] [ɯ:a]

[ua] [u:a]
 ※ ‘X’는 임의의 자음을, 음영 부분은 이중모음을 나타낸다. 

<표 24> 라오어의 모음 목록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오어의 모음은, 문자적으로 그 구성 조합 방식에 

따라, ‘기본모음’(Basic  vowel) 9개와 ‘복합모음’(combination vowel) 15개, ‘특
수모음’(special vowel) 4개로, 총 28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55)(언께우 누완나

55) 여기서, 기본모음(Basic  vowel)이란, 다른 모음과 결합되지 않고 단 하나의 모음으로

만 구성된 모음을 가리키며, 복합모음(combination vowel)은 기본모음에 자음 ‘ອ, ວ, 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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웡, 2000). 그리고 특수모음은 기본모음 ‘ ’[a]에 자음 ‘ວ, ຍ ມ’가의 음가가 결합된 

형태를 띤다(언께우 누완나웡, 2000). 그리고 라오어의 모음은 음의 길이가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음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음소로 설정되어 있으

며, 4개의 특수모음을 제외한 24개의 모음에서 모두, 음의 길이가 짧은 모음(short 

vowel)과 긴 모음(long vowel)이 각각 12개씩 짝을 이루어 구성되어 있다. 

한편, 라오어의 모음은, 음운적으로는 단모음(monophthong) 18개와 이중모음

(diphthong) 9개로, 총 27개의 음소를 가진다. 

먼저 라오어의 단모음 음소 18개를, 발음할 때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표 25>와 같다.56)

전설 중설 후설
평순 평순 평순 원순

고모음 i, i: ɯ, ɯ: u, u:

중모음 e, e: ə, ə: o, o:

저모음 ɛ, ɛ: ɑ, ɑ: ɔ, ɔ:

<표 25> 라오어 단모음 체계 

다음으로 라오어의 이중모음은, 한국어의 이중모음과는 달리, 이중모음 구성에 활음

이 전혀 활용되지 않으며,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만 구성된다. 즉, 라오어의 단모

음 중에 고모음에 속한 /i, ɯ, u/와 저모음에 속한 /a/가 결합하여 /ia/, /ɯa/, /ua/를 

이룬다. 그리고 복합모음 중에서도 이중모음 /ai/와 /au/가 있는데, 이들은 앞서 예를 

든 세 음소와는 반대로, 저모음 /a/가 고모음 /i, u/에 선행하여 위치한다.57) 이를 통

해 볼 수 있듯이, 라오어의 이중모음은 그 구성에 있어서 5개의 음소가 모두, 단모음 

가 결합된 모음을 가리킨다. 
56) 몇몇 음소에 대해서는, 논저에 따라 음성기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예를 들

어, 라오어의 /a, a:/ 음소의 경우, 엔필드(2007)에서는 중설 저모음으로 분류하고 있으

나, 한국어에서의 /a/와 같이 후설 저모음으로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후설 

저모음에 배치하였다. 
57) 이 경우, 단모음 /a/와 활음 /j/와 /w/의 결합으로 보고, 하향 이중모음 /aj/와 /aw/로 실

현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하향 이중모음으로 기술할 경우, /a/가 후행하

는 /ia, ua, ɯa/의 경우에서는, 활음이 구성요소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 방식에 있

어서 일관성이 떨어지게 된다. 즉, 이 둘 중에 한 부류는 예외 조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번거러움이 있다. 그보다는 단모음 /a/를 중심으로, 저모음 /a/와 고모음 /i, u, ɯ/의 결합

으로 보는 것이 더 단순하고 일관된 기술방식이라 생각되기에, 본고에서는 이 기술 방식

을 따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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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구성 성분으로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58) 단 하나의 차이는 /a/가 다른 한 

단모음에 선행하느냐 후행하느냐에 따라 이중모음이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59)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라오어의 이중모음 분류 체계를 단모음 /a/를 중심으

로 구성해 보면, 아래의 <표 26>과 같다.

          단모음
 /a/ i u ɯ

/a/ 선행 ai au

/a/ 후행 ia, i:a ua, u:a ɯa, ɯ:a

<표 26> 라오어 이중모음 체계 

 1.2.3. 한국어와 라오어의 모음 발음 대조

먼저, 한국어와 라오어의 단모음을 대조하면, 다음의 <표 27>과 같다.

     혀의 위치 

    입술모양

혀의 높이

전설 후설

평순 평순 원순

한국어 라오어 한국어 라오어 한국어 라오어

고모음 i  i ɯ ɯ u u

중모음 e e ʌ ə o o

저모음 ɛ ɑ ɑ

<표 27> 한국어와 라오어의 단모음 대조 

위의 <표 27>에서 보듯이, 한국어와 라오어의 단모음 체계가, 음의 장단을 제외

하고는,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단지, 후설 평순 중모음에서 /ʌ/와 /ə/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ə/는 ‘어’와 ‘으’의 중간 발음으로 /ʌ/와 발음 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한국어 발음에 그리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60) 

58) 엔필드(2007:35)에서는, 이중모음의 개수를 세 개(ia, ɯa, ua)로만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기술로 볼 수 없다. 복합 모음 가운데 두 음소(ai, au)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59) 엔필드(2007)에서도, 라오어의 이중모음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류 기준 없이 일렬로 나

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60) 외국어로서 라오어를 배우는 한국인의 경우 대부분이 라오어의 /ə/를 /ʌ/로 발음하고 있

으며, 의사소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라오스인 화자의 /ə/ 발음도 /ʌ/와 

크게 변별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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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통해 볼 때,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단모음을 발음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라오어의 이중모음 발음을 대조해 보기로 한다. 앞 절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활음과 단모음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

면, 라오어의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단모음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한국

어와 라오어의 이중모음 체계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두 언어의 이중

모음 음소를 같은 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

라서 여기서는 한국어와 라오어의 이중모음 체계에서 유일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 

단모음 구성 요소만을 한 축으로 하여, 저마다의 분류 기준을 따라 종으로 단순 배열

하여 비교하도록 하겠다. 한국어와 라오어의 이중모음 체계를 비교 정리한 결과는 

다음의 <표 28>과 같다. 

 

         단모음
 언어 i e ʌ a ɯ u o

한국어

j계 je jʌ ja ju jo

w계 wi we wʌ wa

ɰ계 ɰi

라오어
a_ ai au

_a ia, i:a ɯa, ɯ:a ua, u:a

<표 28> 한국어 이중모음 체계 

위의 <표 28>에서 보듯이, 한국어와 라오어가 정확하게 대응되는 음소가 단 하나

도 없을 정도로, 두 언어의 이중모음의 체계가 매우 상이함을 볼 수 있다.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만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j/계열 이중모음 중에 한국어의 /ja/와 라오어의 /ia/는 음소 구성 면에서 유

사한 면이 있으나 발음 특성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한국어의 /ja/는 활음과 단모음

의 결합으로 된 상향 이중모음 발음으로, 활음 /j/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주 짧게 발

음하고 후행하는 /ɑ/를 길게 발음하여 거의 단음절에 가까운 [ja]로 발음되는 반면, 

라오어의 /ia/는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된 발음이기 때문에 한국인 청자가 듣기에

는 2음절에 해당하는 [ia]로 발음된다. 

둘째, 라오어의 이중모음 가운데는, 한국어의 j계와 w계 이중모음과 일치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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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없지만, 라오어의 자음 가운데 활음 /j/, /w/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활음에 

단모음 /a, ʌ, o, u/와 /a, e, ʌ, i/를 결합하여 발음하게 되면, 다음의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이중모음 /ja, jʌ, jo, ju/,  /wa, we, wʌ, wi/와 동일한 소

리를 낼 수 있게 된다.61)

/j/ + 모음 /w/ + 모음
/ຢ/ [j] + /າ/ [ɑ] = ຢາ [ja]
/ຢ/ [j] + / /ໍ [ʌ] =  ຢໍ [jʌ]
/ຢ/ [j] + /ໂ/ [o] = ໂຢ [jo]

/ຢ/ [j] + / ູ/ [u] =  ຢູ [ju]

/ວ/ [w] + /າ/ [ɑ] = /ວາ/ [wa]   
/ວ/ [w] + /ແ/ [e] = /ແວ/ [we]
/ວ/ [w] + / ໍ/ [ʌ] = /ວໍ/ [wʌ]
/ວ/ [w] + /  ິ/ [i] = /ວິ/ [wi]

<표 29> 라오어의 ‘활음(G) + 단모음(V)’ 구성의 예 

따라서 단순히 라오어의 이중모음 중에 한국어의 /야, 여, 요, 유/나 /와, 워, 왜, 

위/와 같은 음소가 없다고 해서, 라오인 학습자들이 이 발음을 어려워 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갸, 겨, 교, 규’와 같이, 이중모음의 초성에 자음이 결합

된 경우는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왜냐하면, 라오어의 활음 /j/는 자음

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절 구조 제약에 의해, 이들 음소는 후행하는 모음과만 결합

될 수 있고, 초성의 위치에 또 다른 자음이 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62)

ກ[k] + ຢ[j] + າ[ɑ] = ກຢາ [kja]    ( X )

61) 활음은 흔히 반모음(semivowel)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활음이 모음적 속성을 

온전히 가진 것이 아니라 반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신지영, 2011:153). 즉 모음적 속

성도 있고 자음적 속성도 있다는 뜻이다. 이 활음을 자음으로 분류할 것인가 모음으로 분

류할 것인가는 언어마다 다른데, 한국어의 경우는 활음을 모음적인 속성이 더 강한 것으

로 보고 후행하는 단모음과 결합하여 다양한 이중모음을 생산해 낸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의 활음은 한국어의 모음 체계에서 독립된 음소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한국어에서 활음은 

단독으로 사용될 수는 없고 항상 후행하는 단모음과 결합된 형태로만 존재한다. 그러나 

라오어의 활음은 한국어와는 달리 독립된 하나의 음소로 인정되며, 모음이 아닌 자음에 

속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2) ‘ວ’가 중성의 위치에 모음처럼 사용되어 앞 음절에 자음이 결합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이 경우는 활음 /w/에 해당하는 'ວ'와 문자적으로 같을 뿐, 이중모음 ‘ ’[u:a]의 변형된 

형태로 보아야 한다. 이중모음 ‘ ’[ua]에 종성 자음이 결합되면, 문자의 형태가 'xວx'로 

변형되게 되는데, 이 때의 /ວ/는 이중모음 /ua/와 동일한 음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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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어 이중모음의 이러한 특성은,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j계, w계 이중

모음과 자음이 결합된 음절이 포함된‘과일, 귀, 교실’등과 같은 발음을 할 때에 오

류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3. 한국어와 라오어의 음절 구조 대조

   1.3.1. 한국어의 음절 구조 

음절(syllable)은 독립해서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로 규정된다. 음절은 자

음이나 모음과 같은 음소보다 한 단계 큰 단위이다. 화자들은 어떤 단어를 들으면 그 단

어가 몇 개의 음절로 이루어졌는지를 금방 인식할 수 있다. 한글도 음절 문자는 아니지

만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고 있고, 각종 음운 현상이나 발화 실수 등도 음절을 단위

로 일어나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구본관 외, 2015:59).

한국어의 음절은 초성(onset), 중성(nucleus), 종성(coda)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성은 음절의 필수 성분이라 해서 ‘음절핵’(syllable nucleus)이라고도 불리며, 모

음만이 올 수 있으며, 자음은 초성과 종성에만 올 수 있다. 언어는 음절구조에 따라 

종성에 장애음을 허용하는 ‘CVC 언어’와 종성에 장애음을 허용하지 않는 ‘CV 언어’
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어는 전자인, CVC 언어에 속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음절은,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초성(C)+중성(V)+종성(C)’의 구조를 띤다. 

<그림 3> 한국어의 음절 구조와 음절 유형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서 취할 수 있는 음절 유형은, 위 그림의 오른쪽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V, CV, VC, CVC의 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한국어에는 각각의 음소들이 

음절을 이루거나 음절끼리 연결될 때 음소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제약들

이 존재하는데, 초성, 중성, 종성과 관련된 음절 구조 제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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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성 제약으로, 한국어의 초성에는 오직 하나의 자음만이 올 수 있다. 즉, 영

어의 ‘strike’처럼 두 개 이상의 자음군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음 ‘ᄋ[ŋ]’은 

초성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종성에서만 실현된다. 다음은, 종성 제약으로, 초성과 마

찬가지로,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는 한 개뿐이다. 다시 말해, 한국어의 종성

에는 두 개 이상의 자음군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성에 위치하게 되는 자음은 

중앙부 폐쇄를 동반하는 불파음(unreleased)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음절 구조의 제약은, ‘자음군단순화’나 ‘평폐쇄음화’와 같은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요인이 된다. 먼저 ‘자음군 단순화’는, ‘닭, 값’ 등에서와 같이 음절 끝에 겹

받침이 오는 경우에는, 기저에서 자음군을 이루던 두 개의 자음 중 하나가 표면에서 

탈락하게 되어, 닭[닥], 값[갑] 또는 닭이[달기], 값이[갑시]와 같이, 단 하나의 자

음만으로 단순화되어 발음되는 음운 현상을 의미한다. 

한편, ‘평폐쇄음화’는 평 폐쇄음이 아닌 소리들이 종성으로 음절화되면서 유사한 조

음 위치의 평 폐쇄음으로 변화하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폐쇄음이 한국어의 음절말 종성에 올 때에는, 폐쇄음의 3단계(폐쇄, 폐쇄지속, 개방) 

과정 중 세 번째 단계인 개방파열 단계가 실현되지 않은 불파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이

다.63) 예를 들어, ‘밖, 옷, 앞’과 같이, 평 폐쇄음이 아닌 /ᄁ/, /ᄉ/, /ᄑ/와 같은 자음

이 음절말에 왔을 때, 이들 자음을 불파음으로 실현하게 되면, 결국 /ᄀ/, /ᄃ/, /ᄇ/와 

대립성을 잃게 됨으로써 [박, 옫, 압]으로 발음된다.

그 결과, 한국어에 존재하는 19종의 자음 중에서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은 발성 

유형의 차이가 중화된 폐쇄음 3종 /p, t, k/, 비음 3종 /m, n, ŋ/, 유음 1종 /l/, 이렇

게 모두 7종으로 제한된다. 한국어의 음절말 종성에서 실현되는 7개의 자음과 그 음

가를 국제음성기호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30>과 같다. 

음절말 자음 발음
/ᄀ/ [kㄱ]

/ᄂ/ [n]

/ᄃ/ [tㄱ]

/ᄅ/ [l]

/ᄆ/ [m]

/ᄇ/ [pㄱ]

/ᄋ/ [ŋ]

<표 30> 한국어의 음절말 자음 발음 

63) 불파음은 파열음의 조음단계 가운데 마지막 개방단계가 생략된 소리로, [kᄀ, tᄀ, pᄀ]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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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라오어의 음절 구조

라오어 또한, 종성에 장애음을 허용하는 CVC 언어에 속하며, (CC)V(C)의 음절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여기에 ‘성조’가 추가적인 요소로 하나 더하여 구성되어 있

다. 라오어의 음절 구조와 이 구조에서 취할 수 있는 음절 유형은 아래의 <그림 4>

와 같다.64) 

<그림 4> 라오어의 음절 구조와 음절 유형

라오어의 음절 구조에서 취할 수 있는 음절 유형은, <그림 4>의 오른쪽 표에서 보

는 바와 같이, V, CV, CCV, VC, CVC, CCVC의 여섯 가지가 있다. 

라오어의 초성에는 최대 2개까지의 자음군을 허락한다. 이는 라오어의 활음 /j/와 

/w/ 음소가 자음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성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

이 올 수 있으며, 오직 하나의 모음만이 올 수 있다. 

음절말 종성 자음으로는 ‘ກ, ງ, ຍ, ດ, ນ, ບ, ມ, ວ’의 8개만이 사용되며, 한 음절에 

한 음소만이 올 수 있다. 발음 또한 이와 동일한 8개의 음소 /k, ŋ, j, t, n, p, m, 
w/로 실현된다(언께우 누완나웡, 2000).65) 이중 파열음 /k, t, p/는, 초성에서는 파

64) V와 VC 음절 구조에서, 이것이 V, VC 구조가 되려면 초성 자음의 음가가 /∅/여야만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ອ’로 표기하였다. /ອ/는, 앞서 라오어의 자음 부분에서 성문 파열

음 /ʔ/로 기술한 바 있다. 이는 엔필드(2007)과 브레인 에릭슨(2001)을 따른 것인데, 라

오스 교육부에서 발간한 ‘현대 라오어 문법‘(언께오 누완나웡 외, 2000)에서와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ອ/를 라오어 모음의 소리 표기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라오어 자국민들

이 /ອ/의 소리를 [ʔ]이 아닌 [∅]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치 한국어의 모음을 ‘ᅡ, 

ᅥ, ᅩ, ᅮ‘로만 표기할 수 없기에, 이를 한 음절로 표기하기 위해, 초성의 위치에 음가가 

없는 ‘ᄋ‘[∅]를 결합시켜 표기하는 것처럼, 라오어의 ‘ອ‘ 또한,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라오어의 /ອ/를 /ʔ/로 기술하게 되면, 모음만으로 구성된 V와 같은 

음절 구조는 라오어의 문자로는 표기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ອ/를  /

∅/로 보고 V 또는 VC의 음절 구조 표기에 사용하도록 하겠다. 
65) 엔필드(2007)에서는, 라오어의 음절말 자음에, 성문 파열음 /ʔ/(ອ)을 포함시키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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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음으로 실현되지만, 종성에서는 [kᄀ, tᄀ, pᄀ]와 같이 불파음으로 실현된다.

라오어의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 음소의 종류와 그 각각의 발음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음절말 자음 발음
/ກ/ [kㄱ]

/ນ/ [n]

/ດ/ [tㄱ]

/ມ/ [m]

/ບ/ [pㄱ]

/ງ/ [ŋ]

/ຍ/ [j]

/ວ/ [w]

<표 31> 라오어의 음절말 자음 발음 

위의 라오어의 종성 자음으로 사용되는 자음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독

특한 점을 관찰할 수 있다. 가령, /ຍ/의 경우, 앞서 라오어의 자음 체계에서도 살펴

본 바 있듯이, 이 자음이 초성의 위치에 올 때는 치조경구개 비음 [ɲ]로 실현되지만, 

종성의 위치에서는 활음 [j]로 실현된다는 점이다. 초성의 위치에서 활음 [j]로 실현

되는 /ຢ/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성의 위치에서 /ຢ/를 사용하지 않고 /ຍ/
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한편, 앞서 라오어의 자음 분류에서 활음으로 

분류한 바 있는 /ວ/[w]가 초성 자음뿐 아니라 종성 자음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도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1.3.3. 한국어와 라오어의 음절 구조 대조

한국어와 라오어 모두 음절말 자음을 허용하는 CVC 언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초성 및 종성과 관련된 제약에 관련해서는 다음의 <그림 5>와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 

나 이는 정확한 기술로 보기 어렵다. 이는 라오어의 이중모음 중 ‘ ‘[ɯa]에서, ‘ອ’가 마

치 음절말 종성 자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이를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사료되나, 

‘ ’에 포함된 ‘ອ’는 자음 ‘ອ’[ʔ]와 문자적으로 동일할 뿐, 자음 ‘ອ’[ʔ]와는 전혀 별개의 것

이며, 이 모음에서 ‘ອ’만을 음소적으로 따로 분리해 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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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어와 라오어의 음절 구조 대조

먼저 초성 부분에서는, 한국어의 경우 초성의 위치에 2개 이상의 자음군이 올 수 

없는 반면, 라오어는 최대 2개까지 자음군을 허용한다. 이는 활음 /j/와 /w/가 라오

어에서는 별도의 자음 음소로 분류된 데 기인한다. 그 결과, 한국어의 음절 구조는 

(C)V(C)이며 4개의 음절 유형을 가지는 데 반해, 라오어의 음절 구조는 (CC)V(C)

이며 6개의 음절 유형을 가진다. 

한국어와 라오어의 각 음절 구조에서 취할 수 있는 음절 유형의 종류와 예시는 다

음의 <그림 6>과 같다.

<그림 6> 한국어와 라오어의 음절 유형 대조

이러한 음절 구조의 차이로 인해,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발음을 들을 때 음

절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 가령, 한국어에서 /ja/의 소리를 들을 때, 한국

인은 단 하나의 모음으로 인식하여 V 구조로 인식하지만, 라오스 인들은 자음 /j/와 모

음 /a/가 결합된 CV 구조로 인식한다. 

종성 부분에서는, 한국어가 칠종성법에 따라 7개의 음절말 자음으로 실현되는 반면, 라

오어는 8개의 음절말 자음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그 종류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어와 라오어의 음절말 종성 자음의 발음 체계를 대조하면 다음의 <표 3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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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라오어

/ㄱ/ /ກ/ [kㄱ]

/ㄴ/ /ນ/ [n]

/ㄷ/ /ດ/ [tㄱ]

/ㄹ/
/ㅁ/ /ມ/ [m]

/ㅂ/ /ບ/ [pㄱ]

/ㅇ/ /ງ/ [ŋ]

- /ຍ/ [j]
- /ວ/ [w]

<표 32> 한국어와 라오어의 음절말 자음 대조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음절말 유음 /ᄅ/에 해당하는 음소가 라오

어에는 없음을 볼 수 있다. 라오어의 자음에도 유음 /l/에 해당하는 /ລ/가 음소로 존

재하지만, 이 자음은 초성에만 올 수 있고 종성 자음으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오어의 이러한 특성은, 대조분석가설에 의거할 때,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음절말 유음 /ᄅ/를 발음하는 데 어려움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의 음절 구조의 차이는 라오스인 학습자가 한국어로 받아쓰기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한국어와 라오어 둘 다 CVC 언어로써 종성의 위치에 자음이 존재하기 때문

에, 음절 구조의 차이가 학습자의 발음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 한국어와 라오어의 음운 현상 대조

  1.4.1. 한국어의 음운 현상 

‘음운 현상’은 음운이 바뀌는 일련의 현상을 통칭한다. 음운 현상은 통시적인 변화

일 수도 있고, 공시적인 변동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음운 현상은 일정한 

조건에서 특정한 음운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변동을 가리킨다(구본관, 2015:63). 그

리고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적용되는 일관된 규칙을 ‘음운 규칙’이라고 한다. 여기

서는 앞서 연구 대상에서도 밝혔듯이, 한국어의 음운 현상 가운데, 연음을 비롯하여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 구개음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4.1.1. 연음 현상

연음은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모음이 올 때,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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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옮겨져서 발음되는 것을 말한다(권성미, 2017:175). 연음은 음운 자체의 대

치나 축약, 탈락, 첨가 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성이던 것이 다음 음절의 

초성이 되어 음절 구조가 달라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양순임, 2014b:158). 가

령, ‘옷이’[오시]의 경우, 표기형에서는 음절 구조가 ‘VC.V’이던 것이, 발음형에서는 

앞 음절의 종성 자음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감으로 ‘V.CV’가 된다. 

이러한 연음 현상은 화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특정한 음운론

적 조건만 충족되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으로, 한국어를 포함한 영어, 불어 등

의 폐음절어에서는 거의 항상 연음 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양순임, 

2014b:161). 이는 언어유형론적으로 CV 유형이 모든 언어에서 나타나는 가장 무

표적인 음절 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제이콥슨(Jacobson, 

1962)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나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을 

갖고 있지 않은 언어는 있어도,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

을 갖고 있지 않은 언어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절 두음(onset)에 관해

서는 ‘필수냐 선택이냐’ 하는 조건이 작용하는 반면, 음절 말음(coda)에 대해서는 

‘허용이냐 금지냐’ 하는 조건이 작용한다.66) 그만큼 대부분의 언어에서 자음은 음절 

말음보다 음절 두음에 위치하여 바로 다음에 오는 모음과 한 음절을 이루는 것이 더 

안정적인 음절 구조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준 발음법>에서 한국어의 연음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홑자음 또는 겹자음이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는 

경우’(제13항, 제14항)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 형태소와 결합하는 경우’(제15항)

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앞 음절의 받침이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 그대로 옮겨 발음하

며, 후자의 경우에는 앞 음절의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각각에 대해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형식형태소와 결합하는 경우

홑자음 + 형식 형태소 겹자음 + 형식 형태소

• 조사 : 옷이[오시], 꽃을[꼬츨]

• 어미 : 먹으면[머그면], 있어[이써]

• 접사 : 깊이[기피], 먹이[머기]

• 조사 : 값이[갑씨], 닭을[달글]

• 어미 : 읽어요[일거요], 앉아[안자]

66) 이러한 음절 두음과 말음에 대한 조건을 근거로 언어 유형을 분류하면, 경우의 수는 

CV, CV(C), (C)V(C)의 4가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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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실질형태소와 결합하는 경우

홑자음 + 실질 형태소 겹자음 + 실질 형태소

• 겉옷 : [걷옷] → [거돋]

• 옷 안 : [옫안] → [오단]

• 부엌 안 : [부억안] → [부어간]

• 닭 앞에 : [닥앞에] → [다가페]

• 흙 위에 : [흑위에] → [흐귀에]

 1.4.1.2. 비음화 현상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어의 비음화에

는 ‘장애음의 비음화’와 ‘유음의 비음화’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음운 현상 

모두 음운 연쇄 제약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장애음의 비음화는, 비음 앞에 장애음이 올 수 없다는 제약에 기인한다. 즉, 

형태소 혹은 단어의 결합으로 억양구 내에 ‘장애음+비음’의 연쇄가 놓이게 되면, 선

행하는 장애음이 후행하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현

상은 단어 내에서 뿐 아니라 단어 경계를 넘어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장

애음의 비음화에 속한 음운 규칙과 그 각각의 예는 아래의 <표 33>과 같다. 

음운 규칙 예시

ᄀ→ᄋ /_(ᄂ, ᄆ) 국물[궁물], 밥 먹었어?[밤 머거써]

ᄇ→ᄋ /_(ᄂ, ᄆ) 앞만[암만], 답 맞춰봐.[담마춰봐]

ᄀ→ᄋ /_(ᄂ. ᄆ) 닫는[단는], 약 먹어[양머거]

<표 33> 장애음의 비음화 규칙과 예시

다음으로, 유음의 비음화는 유음 /ᄅ/ 앞에는 /ᄅ/ 이외의 어떠한 음절말 자음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약에 기인한다. 즉, /ᄅ/를 제외한 다른 음절말 자음(/ᄀ, ᄂ, 

ᄃ, ᄆ, ᄇ, ᄋ/)이 /ᄅ/와 연쇄하게 되면, /ᄅ/는 /ᄂ/로 변화하게 된다. 유음의 비음

화 역시, 단어 내뿐만 아니라, 단어와 단어 간에도 일어난다. 비음화 현상의 음운 규

칙과 예시는 다음의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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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 규칙 예시

ᄅ→ᄂ/ᄆ,ᄋ_ 음료수[음뇨수]

ᄅ→ᄂ/ᄀ,ᄇ_ 국립[궁닙], 협력[혐녁]

ᄅ→ᄂ/ᄂ_ 결단력[결단녁], 생산량[생산냥]

<표 34> 유음의 비음화 규칙과 예시

위의 <표 34>에서 두 번째 규칙에서는, 유음의 비음화와 폐쇄음의 비음화가 모두 

일어난다. 즉, ‘국립’의 경우, 먼저 유음의 비음화가 적용되어 /ᄅ/가 음절말 자음 /

ᄀ/ 뒤에서 /ᄂ/로 변화됨으로써 [국닙]이 된 다음, 폐쇄음의 비음화가 적용되어 결

국 [궁닙]으로 발음된다. 

세 번째 규칙은, /ᄂ/, /ᄅ/이 연쇄될 때에 유음 /ᄅ/가 /ᄂ/로 변화하는 경우에 해

당한다. /ᄂ/, /ᄅ/ 연쇄 환경은 다음에서 다룰 유음화와도 관련된다. 유음의 비음화

가 일어나는 경우는,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표준발음법> 제20항에서는 유음화 

규칙의 예외 조항으로 보고 ‘붙임’에서 기술하고 있다.67)   

1.4.1.3. 유음화 현상

유음화는 /ᄂ/와 /ᄅ/가 연쇄할 때, /ᄂ/가 유음인 /ᄅ/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유

음화는 /ᄅ/가 /ᄂ/에 선행할 때 일어나는 순행적 유음화와 /ᄅ/가 /ᄂ/에 후행할 때 

일어나는 역행적 유음화,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둘 모두 /ᄅ/와 /ᄂ/의 연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약에 기인한다. 즉, /ᄅ/와 /ᄂ/가 연쇄할 경우에는 후행하는 /

ᄂ/가 선행하는 /ᄅ/의 영향을 받아서 /ᄅ/로 변하게 된다. 그 결과 억양구 내의 /ᄅ

ᄂ/연쇄는 [ᄅᄅ]로 실현된다. 이러한 현상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 원어 정보와 

무관하게 일어나며, 단어 내에서 뿐 아니라 단어 차원을 넘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유음화 현상을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로 나누어 각각의 규칙과 예를 제시

하면 아래의 <표 35>과 같다. 

67) /ᄂ/와 /ᄅ/가 연쇄할 때, 단어의 형태론적 성경에 따라 유음의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하

고 유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즉, ‘결단-력’[결딴녁], ‘입원-료’[이붠뇨]에서와 같이, 단

어와 접사, 접사와 단어 경계에서는 비음화가 적용되어 유음의 비음화가 일어나고, 신랑

[실랑], 훈련[훌련]에서와 같이, 한 단어 내에서 /ᄂ/, /ᄅ/이 연쇄할 때는 역행적 유음화

가 일어난다. 



- 60 -

음운 규칙 예시

순행적 유음화 ᄂ→ᄅ/ᄅ_ 칼날[칼랄], 눈물 나다[눈물라다]

역행적 유음화 ᄂ→ᄅ/_ᄅ 난로[날로], 편리[펼리]

<표 35> 유음화 규칙과 예시

1.4.1.4. 경음화 현상

경음화는 평 장애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으로, 경음화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에 따라 다음의 일곱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장애음 뒤 경음화68)(표준발음법 제23항) 
       : 평파열음 /ㅂ, ㄷ, ㄱ/ 뒤에서 평 장애음 /ㅂ, ㄷ, ㄱ, ㅅ, ㅈ/가 /ㅃ, ㄸ, ㄲ, 

ㅆ, ㅉ/로 바뀌는 현상이다. 
       예) 국밥[국빱], 듣기[듣끼], 학생[학쌩], 극장[극짱]
   (2)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표준발음법 제 24항)
       : 어간이 비음(ㄴ, ㅁ)으로 끝날 때, 그 비음에 후행하는 평음(ㄱ, ㄷ, ㅅ, ㅈ)

이 경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예) 안고[안꼬], 신고[신꼬], 얹다[언따], 젊고[점꼬]
   (3) 한자어 /ㄹ/ 종성 뒤 /ㄷ, ㅅ, ㅈ/의 경음화(표준발음법 제26항)
       : 한자어에서 /ㄹ/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는 /ㄸ, ㅆ, ㅉ/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예) 갈등[갈뜽], 결석[결썩], 발달[발딸], 발전[발쩐]
   (4) 관형형 어미 ‘-(으)ㄹ’ 뒤 경음화(표준발음법 제27항)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연결되는 평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예) 할 것을[할꺼슬], 만날 사람[만날싸람], 할게[할께]
   (5) 합성 명사의 경음화(사잇소리 경음화)
       : 명사와 명사가 결합해 합성 명사를 이룰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형태소 경계

에서 첨가되는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이다. 즉,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를 된소리로 발음한다. 합성 명사를 

68) 장애음 뒤 경음화는, 음운구 내에서 장애음과 평 장애음의 연쇄를 허용하지 않는 제약에 

기인한다. 만일 소리의 연쇄가 음운구 내에 있게 되면, 후행하는 평장애음은 경음으로 변

하게 된다. 장애음 뒤 경음화는 형태론적인 정보와는 무관하게 이러한 음운론적인 환경에 

놓이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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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두 요소 중 적어도 하나는 고유어라야 한다.69)
        예) 물고기[물꼬기], 봄비[봄삐], 잠자리(자는 곳)[잠짜리] c.f.)잠자리(곤

충)[잠자리]
   (6) 한자어 접미사의 경음화

      : 한자어 접미사 ‘-과(科), -가(價), -권(券), -권(圈), -권(權)’는 경음화되

어 발음된다.70)
       예) 내과[내꽈], 대가[대까], 여권[여꿘], 정치권[정치꿘], 인권[인꿘]
   (7) 어두 경음화71)
      : 어두장애음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경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으로, 어두 경음화

는 표준 발음은 아니지만 현실 발음에서 흔히 관찰되는 음운 현상이다. 어두 

경음화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며, 경음화의 원인도 불분명하다. 
        예) 좀[쫌], 볶음밥[뽀끔밥], 세게[쎄게], 진한[찐한]

1.4.1.5. 구개음화 현상

구개음화는 ‘경구개음화’를 약칭할 때 쓰는 용어로, 치경음 /ᄃ, ᄐ/가 전설고모음 

/ᅵ/(또는 활음 /j/)앞에서 경구개음 /ᄌ, ᄎ/로 바뀌는 현상으로 말한다(표준발음법 

제17항). 구개음화는, /ᄃ, ᄐ/에 후행하는 요소가 문법 형태소일 때만 일어난다. 

‘끝인사’[끄딘사]와 같이, ‘끝’ 다음에 실질 형태소인 명사(인사)가 올 때는 구개음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구개음화 현상의 예 : 같이[가치], 굳이[구지], 붙여요[부처요]

1.4.1.6. 격음화 현상

한국어는 장애음과 /ᄒ/의 연쇄, 또는 /ᄒ/와 평장애음의 연쇄를 음운구 내부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이 소리가 연쇄되면 이들은 축약되면서 격음으로 실현되는데, 이

를 격음화 현상이라고 한다. 격음화에는 선행하는 음절의 음절말 /ᄒ/와 후행하는 음

절 초성의 ‘ᄀ, ᄃ, ᄇ, ᄌ’이 결합해 ‘ᄏ, ᄐ, ᄑ, ᄎ’이 되는 순행적 격음화와 선행 

69) ‘눈비, 손발’과 같이, 합성어를 구성하는 두 요소가 대등한 관계일 때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70) 한자어 접미사 ‘-적(的)’의 경음화는 2음절 단어(사적[사쩍], 공적[공쩍] 등)에서는 경

음화가 일어나지만, 3음절 이상의 단어(개인적[개인적]. 자연적[자연적] 등)에서는 일어

나지 않을 때가 많다. 
71) 어두 경음화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받침의 간편화, [ᄅ] 첨가 등의 비표준 현실 발음

과 더불어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의 발음 교육 내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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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의 음절말 ‘ᄀ, ᄃ, ᄇ, ᄌ’와 후행하는 음절 초성의 /ᄒ/가 결합해 ‘ᄏ, ᄐ, ᄑ, 

ᄎ’이 되는 역행적 격음화가 있다. 

  • 순행적 격음화의 예 : 어떻게[어떠케], 하얗다[하야타], 끊고[끈코]

  • 역행적 격음화의 예 : 입학[이팍], 막히다[마키다], 못해요[모태요]

  1.4.2. 라오어의 음운 현상

라오어는 성조를 가진 성조 언어이기 때문에 초분절음 차원에서의 음운 현상이 존

재하며, 여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72) 라오어는 성조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어로서 라오어를 배우는 라오어 학습자의 경우는 성조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할 필요가 있다. 

앞서, 라오어 자음의 특징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라오어의 각 자음에는 음의 높

낮이가 반영되어 있어, 이들 자음이 모음과 결합하게 되면 후행하는 모음의 음의 높

낮이를 결정하게 된다. 음의 높낮이에 따라 라오어의 자음은 고자음, 중자음, 저자음

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여기에 네 종류의 성조 부호73) 중 하나가 붙게 되면, 본래의 

각 자음에 부여된 음의 높낮이와 덧붙여진 성조 부호가 가진 음성 특성의 조합으로 

해당 단어를 발음할 때의 성조가 결정되게 된다. 또한 라오어의 모음은 음의 길이에 

따라 단모음(short vowel)과 장모음(long vowel)이 구별되어 존재하는데, 이러한 

모음의 음의 길이에 따라서도 성조는 변화하게 된다. 성조가 결정되는 방식을 정리

하면 아래의 <그림 7>과 같다 .

자음의 종류

+

모음의 길이

+

성조 부호

= 성조 결정
고자음

중자음

저자음

단모음

장모음

(싸만), 마이엑

마이토, 마이티

마이짜따와

<그림 7> 라오어의 성조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72)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와는 관련성이 적지만, 지금까지 국내 연구에서 라오어의 음운 현

상에 대해 소개된 바 없기에, 라오어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간략히 다루도록 하겠다. 
73) 성조가 실리는 곳은 모음이지만, 라오어의 문자 표기상으로는 성조부호를 한 음절의 초

성 자음 위에 위치한다(예: ສ້າງ). 만일 초자음 위에 모음이 있으면, 그 모음 위에 위치시

킨다(예: ເຂົ້າ). 라오어의 성조 부호에는, 부호가 붙지 않는 ‘싸만’을 비롯하여,  ່(마이엑), ້
(마이토), ໊(마이띠), ໋(마이짜따와)와 같은 네 개의 성조 부호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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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조합에 따라, 라오어에는 다음의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6

가지 유형의 성조가 존재한다. 

1성
보통보다 낮음 음에서 위

로 올린다. 

고자음 + <싸만> 

중자음 + <마이짜따와>

2성
보통 높이의 음을 유지한

다.

중자음 + 장모음 + <싸만>

저자음 + 장모음 + <싸만>

3성
보통 높이의 음에서 내린

다. 

중자음 + 장모음 + <마이토>

저자음 + 장모음 + <마이토>

4성
보통 높이의 음에서 올린

다. 

저자음 + <마이엑>

중자음 + <마이띠>

5성 높은 음을 유지한다. 
고자음 + <마이엑>

중자음 + <마이엑>

6성
높은 음에서 평성보다 낮

은 음으로 내린다. 
고자음 + <마이토>

<표 36> 라오어의 음운 현상, 성조

1.4.3. 한국어와 라오어의 음운 현상 대조

한국어의 음운 현상이 특정 음운 환경에서 음소 차원의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반

면, 라오어의 음운 현상은 특정 음운 환경에서 운소 차원의 음운변동이 일어나기 때

문에 두 언어의 음운 현상을 같은 차원에 놓고 대조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본 절

에서는 한국어에서 각 음운 현상과 관련된 음운론적인 제약이나 음운 환경을 중심으

로, 한국어와 동일한 음운적인 조건 하에서 라오어의 발음은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두 언어 음운 현상을 비교 및 대조해 보기로 하겠다. 

1.4.3.1. 한국어와 라오어의 연음 대조

연음은 종성에 자음이 배치되는 일을 피하고 초성에 자음을 배치하도록 음절을 재

구조화하는 현상으로, 자음과 모음이 연쇄할 때 연음이 적용되면 음절의 경계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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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일어나서 한 음절로 묶이는 단위가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음절말 종성에 

자음이 오는 폐음절에 속한 언어들은 대개 음절말 자음이 다음 음절의 모음과 연음

하여 발음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데, 라오어는 폐음절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어와 달리 음절말 자음이 연음되지 않는다. 그 결과, 라오어에서는 종성 자음 다음에 

오는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여도, 연음이 적용되지 않고 표기형의 음절 경계를 따

라 절음(絶音)하여 발음하게 된다. 

  • ຮ້ານອາຫານ [han.a.han] *[ha.na.han] : 식당

위의 예에서 보듯이, ‘식당’이라는 뜻을 가진 'ຮ້ານອາຫານ'은 음절말의 /n/이 다음 

음절의 모음 /a/와 연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어에서처럼 /n/과 /a/이 한 음절

로 묶여서 [ha.na.han, 하.나.한]으로 발음되지 않고, [han.a.han, 한.아.한]과 같이, 

표기형의 음절 경계를 따라 휴지를 두고 발음된다. 

이러한 양상은 단어 내에서 뿐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특히 라오어의 경우, 한국어처럼 문장을 표기할 때 띄어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표

기상으로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더욱 분간하기 어렵다. 따라서 

라오어를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는 한 단어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

장 우선적인 관건이 된다. 다음은 문장 단위에서 단어 경계를 넘어 음절말 자음과 후

행 모음과 연쇄되어 나타나는 경우의 예이다. 

  • ຂ້ອຍເປັນອາສາສະໝາກ. [kʌy.pen.a.sa.sa.mak]  *[kʌy.pe.na.sa.sa.mak] 

                                               : 나는 자원봉사자이다. 

이 예에서도, 음절말 종성 /n/과 다음 음절의 모음 /a/가 연쇄되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음이 적용되지 않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음절 경계에서 휴지를 두고 절

음하여 발음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라오어의 이러한 특징은,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에도 라오어에서의 발음 습관대로 한국어의 표기형에 나타난 음

절 경계를 따라 절음하여 발음할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국어의 연음 현상은 이후에 다룰 다른 음운변동 발음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표기형의 음절 경계를 따라 끊어 발음하지 않고 연이어 발음하는 것

에 익숙하지 않으면, 음운변동이 적용되어야 할 발음에서도 아무런 변동 없이 표기

대로 발음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 65 -

 1.4.3.2. 한국어와 라오어의 비음화 대조

한국어에는, 음절말 장애음 다음에 비음이 오는 경우나, /ᄅ/ 앞에 /ᄅ/ 이외의 다

른 자음이 오는 경우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음운 연쇄 환경에 놓이게 되

면, 음절말의 장애음과 유음 모두 비음으로 바뀌게 된다. 라오어에도, 이와 동일한 

음운 연쇄 환경이 존재하지만, 한국어에서의 장애음의 비음화나 유음의 비음화 현상 

같은 음운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라오어는, 아래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해당 음운 연쇄에 해당하는 음절 경계에서 휴지를 두고 끊어 발음함으로써,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여 음소 그대로 발음한다.  

 ∎ 장애음의 비음화 환경에서의 라오어 발음

  • ຈົດໝາຍ  [ʨot.mai]  *[ʨon.mai]  : 편지
  • ຈັກໜ້ອຍ  [ʨak.noi]  *[ʨaŋ.noi] : 잠시, 잠깐
  • ບາບໜັກ  [bap.nak]  *[bam.nak] : 중죄(重罪)

 ∎ 유음의 비음화 환경에서의 라오어 발음

  • ສຳເລັດ    [sam.let]  *[sam.net] : 이루다, 성공하다 

  • ຕົກລົງ     [tok.loŋ]  *[toŋ.noŋ] : O.K.

    • ຄົນຫລາຍ  [khon.lai]   *[khon.nai]  : 많은 사람

아래의 <그림 8>은, 유음의 비음화 환경에서, 라오스 원어민 화자의 ‘ຕົກໂລງ’ 
[tok.loŋ, 똑.롱]의 발음 양상을 보여준다. 여기서 보듯이, [똑]에 강세가 가면서, 

[똑]과 [롱] 사이에 긴 휴지를 두고 발음함으로써, 비음화 음운변동을 겪지 않고 글

자 그대로 발음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8> ຕົກໂລງ [tok.loŋ]의 음성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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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3. 한국어와 라오어의 유음화 대조

한국어는 /ᄂ/과 /ᄅ/이 나란히 올 수 없는 음운 제약이 있어, /ᄂ/이 /ᄅ/로 바뀌

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라오어에도 /ᄂ/과 /ᄅ/이 연쇄하는 음운 환경이 존재하

지만, 한국어처럼 유음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역시, 해당 음운이 연쇄하는 

음절 경계 부분에서 휴지를 두고 발음함으로써, 음운변동을 피하여 표기대로 발음하

게 된다. 

∎ 유음의 비음화 환경에서의 라오어 발음

    • ຄົນລາວ        [kon.lao]  *[kol.lao]  :  라오스인

    • ນະຄອນຫລວງ   [na.kon.luaŋ] *[na.kol.luaŋ] : 수도

    • ທາດຫລວງ      [tat.luaŋ]  *[tal.luaŋ]  : ‘탓루앙’(불교 탑)

1.4.3.4. 한국어와 라오어의 경음화 대조

한국어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 음운론적인 제약과 관련된 것

은 장애음 뒤 경음화 현상을 들 수 있다.74) 즉, 한국어는 장애음 다음에 평 장애음이 연

이어 올 수 없기 때문에, 평 장애음은 경음으로 바뀌어 발음되게 된다. 그러나 라오어의 

무성 장애음은, 한국어에서처럼 긴장성 자질에 따라 평음 또는 경음으로 분리되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경음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음운 환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아래의 예와 같이, 라오어의 장애음 중에는 긴장

성 자질에서 연음(lens)에 속한 유성무기음 /b/와 /d/가 음절말의 무성 장애음 /p, t, k/

에 연이어 발음될 때의 음운 환경은 설정해 볼 수 있다.  

    • ບຶດດຽວ [bɯt.diao]  *[bɯ.ttiao] : 잠시, 잠깐 

위의 예에서와 같이, 음절말에 무성 장애음 /t/와 긴장성이 약한 유성 장애음 /d/

가 연쇄하는 환경에서, 외국어로서 라오어를 배우는 한국인의 경우는 [bɯttiao, 븓

띠아오]와 같이 앞 음절의 무성 장애음 받침소리 /t/의 영향으로 유성음 /d/의 긴장

성이 강해져서 무성음 /t/ 또는 그보다 경음화된 /t*/로 발음하기 쉽다. 그러나 라오

74) 장애음 뒤 경음화 이외의 것은 형태론적인 조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라오어와의 대

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장애음 뒤 경음화에 국한해서 두 언어의 발음 양상

을 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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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서는  [bɯt]과 [diao] 사이에 긴 휴지를 두고 끊어 발음함으로써, 앞 음절에 장

애음이 이어질지라도 유성 장애음 /d/가 가진 본래의 유성성과 긴장성을 그대로 살

려 발음하게 된다. 

앞서 음운 대조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라오어의 무성 장애음은 무성무기음과 무성

유기음의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라오어의 무성무기음의 VOT 값의 크기가 한국어

의 경음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청각 기준에서는 라오어의 무성무기음이 

한국어의 경음에 가까운 소리로 들리게 된다. 따라서 굳이 라오어에서 무성무기 장

애음이 앞뒤 음절에 연쇄하여 오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라오어의 무성무기 장애음은, 

초성의 위치에서 기본적으로 경음화하여 발음된다. 

그러나 라오어의 무성무기 장애음이 음절말의 종성과 후행하는 음절의 초성에 연

이어질 경우, 후행하는 무성무기음의 긴장도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발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라오어의 무성무기음 또한 음절말 종성에서는 불파음

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입안의 공기를 파열시키지 않고 구강을 폐쇄한 상태로 가둬 

놓게 되면, 그만큼 구강내의 공기압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공기압이 높아진 상태

에서, 또 하나의 무성무기 장애음이 이어짐으로 이를 발음하기 위해 폐쇄한 구강을 

개방 파열시키게 되면, 자연히 무성무기음이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 긴장성이 더 강

한 소리가 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들에 근거해 볼 때, 음운론적인 제약과 관련된 장애음 뒤 경음화 현상

에서는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경우 오류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음운론적인 제약과 상관이 없고 형태론적 정보와 관련되어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사잇소리 경음화 현상이나 한자어 접미사의 경음화 현상의 경우에서는, 오

류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한자어 접미사의 경음화(대가(代價), 내과(內科) 

등)나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 현상(봄비, 물고기 등)와 같은 음운 현상들은 표기상 

경음화를 적용해야 하는 어떤 음운적인 단서도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경음화를 적용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1.4.3.5. 한국어와 라오어의 격음화 대조

한국어는 장애음과 /ᄒ/의 연쇄, 또는 /ᄒ/와 평장애음의 연쇄를 음운구 내부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리가 연쇄되면 이들은 축약되면서 격음으로 실현된다. 

라오어의 장애음 음소 중에도 유기음과 무기음이 구별된 음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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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어에도 한국어의 격음화와 관련된 음운 환경에 놓인 음운구가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다. 단, 연구개 마찰음 /ᄒ/가 라오어에서는 음절말 자음에는 올 수 없기 때문

에, 역행적 격음화의 음운 환경만이 존재할 수 있다. 

   • ຮັກໂຮງຮຽນ  [hak.hoŋ.hian] *[ha.khoŋ.hian] :  학교를 사랑하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장애음 /k/와 /h/의 연쇄에도 불구하고, 라오어에서는 격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 /hak/과 /hoŋhian/ 사이에 휴지를 둠으로써 표기대

로 발음된다. 

 1.4.3.6. 한국어와 라오어의 구개음화 대조

한국어에서는 음절말 자음이 ‘ᄃ’ 혹은 ‘ᄐ’인 어휘 형태소가 /ᅵ/로 시작하는 문

법 형태소(조사, 어미, 접미사) 앞에 놓이게 되면, 모음 /ᅵ/의 영향을 받아 치조경

구개음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라오어에서는, 한국어의 조사, 어미, 접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소 조건을 그대로 만족시키는 경우는 

없지만, 단순히 음소 배열의 측면에서 음절말 자음 /t/와 모음 /i/ 또는 활음 /j/가 연

쇄하는 음운 환경은 관찰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앞서 연음 대조에서도 언급하였듯

이, 음절 경계를 절음하여 표기대로 발음하게 된다. 

 • ຮອດຢູ່ວຽວຈັນ.  [hʌt.ju.wiaŋ.ʨan] *[hʌ.ʨu.wiaŋ.ʨan] 

                                         : 위앙짠(비엔티안)에 도착하다. 

지금까지 한국어와 라오어의 음운 현상을 대조해 보았다. 한국어의 여러 음운 현

상들이 일어나는 음운적인 조건이 라오어에도 동일하게 관찰되지만, 한국어에서와 

같은 음운변동은 일어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학습자의 모국어 발음에서의 이러

한 특성은, 한국어를 발음할 때에도 동일한 행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즉, 라오

어의 발음은 표기와 매우 긴밀히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발음할 때에도 학

습자의 모국어 발음의 습관 그대로 문자 표기에 근거하여 발음하는 오류를 자주 범

할 가능성이 다분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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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음 교육의 목표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원어민과 같은 발음’과 ‘이해 가능한 발음’

지금까지의 발음 관련 연구 및 교육은, 리바이스(Levis, 2005)에서도 언급하였듯

이, ‘원어민 원칙’(native principle)과 ‘이해도 원칙’(Intelligibility principle)이라

는 두 가지 상반된 원칙에 입각해 왔다. 

먼저, ‘원어민 원칙’(nativeness principle)은 비원어민 외국어 학습자가 ‘원어민 

원칙’원어민 화자와 같은(native-like) 발음’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

를 발음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과거 청각구두교수법(Audio- 

lingual Method, AM)이 흥행하던 1960년대까지 발음 교육의 지배적인 패러다임

이었다. 이 시기에는 원어민 화자의 발음이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발음의 ‘기준’ 내
지 ‘규범’이 되어, 학습자의 발음이 얼마나 원어민 화자의 발음과 일치하는가

(conformity) 내지는, 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기준으로 얼마나 정확한가(accuracy)

라는 측면에서 발음 지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레네버그(Lenneberg, 1967), 스코

벌(Scovel, 1995) 등의 연구를 통해,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가 지난 성인 학습자

가 영어 원어민 화자와 같은 발음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실험적인 증거들을 통해 밝혀지면서, ‘원어민 화자와 같은 발음’(native-like 

pronunciation)은 교사나 학습자 모두에게 부담만 안겨주는 비현실적인 목표로 인

식되어 점차 쇠퇴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이해도 원칙’(intelligibility principle)은,  1980년대의 의사소통 접근

법(Communicative Approach, CA)의 등장과 함께 국제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제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EIL) 발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발음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새롭게 설정된 목표이다. 즉, 외국어 교육의 목적

을 대화 상대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둔다고 할 때, 화자의 발화를 청자가 듣고 

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다면 발음 영역에서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원칙에서는, 과거 ‘원어민 화자와 같은 발음’을 발음 교육의 목

표로 지향하던 때와는 달리, 청자의 이해가 더 중요한 발음 평가 요소가 되며, 발음

의 명료도(intelligibility)와는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 억

양’(foreign accent) 같은 L1의 흔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굳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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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는 것을 지양한다.75) 

한국어교육에서 ‘모국어 화자와 같은 발음’과 ‘이해 가능한 발음’ 가운데 어느 쪽

을 발음 교육의 목표로 설정할지 판단하는 일은, 그리 쉽고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권성미, 2017:16). 이는 학습자가 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상황인지, 외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인지, 더 나아가 KSL 학습자라면 한

국에서 영구히 구주할 사람인지, 단기간 거주 후 귀국할 사람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자녀와 같이 KSL 상황에 

있으면서 한국에 장기 또는 영구 체류자의 경우에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다수의 

한국인과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이해 가능한 수준의 발음을 넘어 한

국인의 발음과 크게 이질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발음 능력을 갖추

어야 될 필요도 있다.76)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와 같이 외국어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KFL 상황에서는,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에 따라 기대치가 다를 수 있으

나, 대개는 이해 가능한 발음을 기본적인 발음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라오스 현지에서의 한국어 학습의 주된 목적이, 비원어

민 간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한국인 화자와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이해 가능한 

발음’이라고 할 때 화자는 라오스인이고 청자는 한국인이 된다. 즉, 한국인 청자가 

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발음이 KFL 상황에서의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

음 교육의 목표로 설정될 수 있다. 

75) 문로와 데어윙(1995)에 따르면, 외국인 억양(foreign accent)과 이해도(intelligibility) 

사이에 뚜렷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만다린어를 모어로 사용하

는 중국인 영어 학습자에게 그림을 보고 묘사하는 과제를 주고 발화한 것을 녹음한 다음, 

그 발음을 원어민 청자에게 들려주고 외국인 억양의 강도와 발음의 이해도를 측정하게 하

였다. 그 결과 이해도에서 만점을 받은 학습자들이 외국인 억양에서는 1점에서 9점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foreign accent’와 ‘intelligibility’ 사이

에는 상관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76) 이는 한국어교육의 상황이 언어, 문화적 다양성을 용인하는 측면에서 미국, 캐나다, 호

주 등과 같은 ESL 상황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제 막 다문화 사회의 초입에 

들어선 국가로 여전히 민족적, 언어적 이질성에 대한 민감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김선정(2007), 민상희(2010) 등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이주 여성 한국어 학습자

의 경우, 자신의 부정확한 발음과 서툰 한국어 때문에 자녀의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며 이해 가능한 발음 이상의 정확성을 습득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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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이해 가능한 발음’의 정의

외국어 발음 교육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이해 가능한 발음의 중요성이 강조되

면서, 이해 가능한 발음이란 무엇이고, 이해 가능한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한 그것은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다방

면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넬슨(Nelson, 2008)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

이, 시대 및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고, 이에 더하여 이 개념

이 국내의 영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연구에 도입되면서 각 연구자들마다 이 용어들

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를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여러 용어들이 각기 다른 용어

로 번역하여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해 가능한 발음 즉 발음의 이해도77)(intelligibility, 
comprehensibility, understandability 등)와 관련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국내 박사학위 이상의 논문 총 21편78)을 중심으로, 이해도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해 

가면서, 이해도의 정의와 측정 방법을 비롯하여 국내 이해도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번

역 용어의 현황에 대해서도 비교, 검토해 가며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2.2.1. 이해도 관련 용어의 정의

이해도와 관련된 여러 용어들 가운데, 가장 먼저 대표성을 띠면서 사용된 용어는 

‘이해할 수 있음, 명료함’의 사전적 의미를 가진 ‘intelligibility’이다. 이 용어는, 

아버크롬비(Abecrombie, 1949:120)에서, 일반적인 언어 학습자들에게 완벽한 발

음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부분의 학습자

들의 경우 ‘comfortably intelligible’ 즉,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발음 이상은 필

요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그는 ‘comfortably 

77) 이해 가능한 발음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전적 의미를 가진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하고, 이

에 대한 한국어 번역 용어 또한 각 연구자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번

역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각 용어들을 분리하여 지칭하기보다, 청자의 이해와 관련된 모든 

용어를 한데 아우르는 총체적인 개념어로서 ‘이해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을 모두 고찰한 후에는, 본고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어 번역 용어를 사용하여 분리 기술하도록 하겠다. 
78) 총 21편의 논문은, 국내 연구 6편, 외국 연구 1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RIC 

(Education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

(KISS) 등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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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ible’에 대해, “청자가 적은 노력 또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이해될 수 있는 

발음”(a pronunciation which can be understood with little or no conscious 
effort on the part of the listener)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이해도와 관련된 개념은, 켄월씨(Kenworthy, 1987), 가스와 바로니스

(Gass & Varonis, 1984) 등에서처럼, 단 하나의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되기도 했

지만, 이해도에 관한 연구들이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되면서, ‘intelligibility’라는 용어 

외에도 연구의 목적이나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전적 의미를 가진 

‘comprehensibility’, ‘understandability’, 'interpretability' 등의 다양한 용어로 세분

화하여 정의되기도 하였다. 이해도 연구에 있어서, 이렇게 비슷한 의미를 가진 또 다

른 용어들이 필요하게 된 것은, 이해도의 개념을, 이해의 영역ᆞ범위나 이해도를 측

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세분화된 개념으로 층위를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도와 관련된 이 용어들의 정의는, 사전적인 의미와 같이 원래

부터 고정되어 온 개념이 아니라, 연구 목적이나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얼마든지 변

형 가능한 유동적인 성격을 띤다. 그리고 이것이 연구자들마다 이해도에 대한 개념 

정의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먼저 이해도의 개념을 둘 이상의 용어로 분리하여 정의한 것부

터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해도의 개념을 이처럼 분리하여 정의한 경우가, 하

나의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한 것보다 더 포괄적이어서 분리된 요소 중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먼저, 스미스와 넬슨(Smith & Nelson, 1985)에서는 이해도를 이해(지각) 영역

의 층위에 따라  ‘intelligibility, comprehensibility, interpretability’의 세 용어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이 연구는 ‘영어의 국제적인 이해도’(International 

intelligibility of English)에 관한 연구로서,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이해도

(intelligibility)가 이를 사용하는 원어민/비원어민 화자(청자)의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영어교육 전반에 걸

쳐 이슈가 될 만한 연구 주제를 10가지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여기에서의 이해도, 즉 ‘intelligibility’의 개념은, 발음 영역에 국

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염두할 필요가 있다. 즉, 발음은 전반적인 영어 이해도와 

관련된 논의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영역일 뿐, 어휘, 문법, 더 크게는 간 문화적

(cross-cultural) 요소까지도 아우른 개념이라는 점이다.79) 그러므로 이해도의 정

79) 스미스와 넬슨(1985)의 참고문헌 목록에, 발음의 이해도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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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또한, 이러한 연구 범위와 목적을 따라, 이해 대상 영역에 근거하여 이해도를 정

의하고 있다. 즉, 아래의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intelligibility’라는 용어를, 

세 하위 영역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이해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동시

에, 이를 다시 이해 대상 영역(즉, 무엇을 이해 또는 인지하느냐)에 ‘intelligibility, 

comprehensibility, interpretability’라는 세 용어로 세분화하여 정의하였다.80)

<그림 9> 스미스와 넬슨(1985)에서의 Intelligibility의 정의  

먼저, ‘intelligibility’(좁은 의미)는 발화의 (음성적) 인식(recognition)에 관련된 것

으로, 영어 발음의 국제적인 다양성(different varieties of English)에 대한 청자의 

이해를 테스트 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였다. 즉, (비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들려주고 그

것을 올바른 단어로 인식하고 전사(copy)할 수 있다면 ‘high intelligibility’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가령, 다음에 설명할 comprehensibility와의 개념 구분을 위해 극

단적인 한 예를 들자면, ‘I do can a student’라는 문장을 들려주고 철자법에 따라 받

아 적게 했을 때, 화자가 의도한 대로 그대로 받아 적을 수 있었다면, 비록 이 문장의 

의미는 전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발음의 intelligibility의 측면에서는 양호하다고 판

크롬비(1949)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두 연구를 연결지어 이해하

는 것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해도의 정의 면에서도, 아버크롬비(1949)

에서는 이해도를 발음 영역에 국한된 개념으로 정의한 반면, 스미스와 넬슨(1985)에서는 

이해도를 발음을 포함한 영어 발화 전반에 걸친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

문이다. 
80) 일단, 여기서는 각 용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 된 용어를 그대

로 사용하도록 한다. 연구자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개념을 지칭할 수 있는

데다가 한국어 번역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도와 관련된 용어의 한국어 번역은, 이해도의 정의와 관련된 논의가 다 끝난 다음에, 

각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번역어를 최종적으로 제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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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comprehensibility’는 발화의 의미(meaning)에 관한 것으로, 언표적

인 능력(locutionary force)과 관계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대한 예로, 어떤 문

장을 한 번 빠르게 읽게(one quick reading) 한 후, 그 읽은 것의 내용을  의역(to 

paraphrase)하여 다시 말해 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문장은 'low 

comprehensibility'를 가진 문장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one quick 

reading'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여기서의 'comprehensibility'의 개념

은 앞서 언급한 대로, 발음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텍스트와 관련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문장을 읽었는데 한 번에 즉시 이해되지 않은 않았다는 것은, 그 문장

에 포함되어 있는 어휘나 문법 사용이 적절하지 못했거나 문장 간에 응집성이 긴밀

하지 않은 등의 발음 외적 요인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interpretability'는 단어나 발화 이면의 의미(meaning behind 

word/utterance)로서, 발화의 언표 내적 의미 즉, 화용적 의미와 관계된 이해 정도

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예에서도, 읽기(reading)에 대한 이해도를 예로 들고 있는

데, 어떤 이야기를 읽은 후에 저자의 의도(intentions)가 무엇인지가 제대로 파악하

기 어려웠다면, 그 텍스트는 ‘low interpretability’로 간주된다. 가령, 어떤 동일한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장르가 공상 과학 소설(science fiction)인지, 

어린이를 위한 TV 만화의 줄거리인지, 다큐멘터리인지가 텍스트 안에서 파악이 되

지 않으면, 같은 텍스트라 할지라도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Smith & Nelson, 1985:334).

스미스와 넬슨(1985)의 이러한 정의는, 세 용어 사이의 개념적인 구분이 선명하

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81)(Dayang, 2007; Li, 

2009; Munro & Derwing, 2006, Pickering, 2006). 그러나 최근까지도 여러 연

구들에서 이 정의가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사용되고 있는 만큼, 완전히 무시되지는 

못하고 있다(Rooy, 2009). 그 가장 큰 이유는,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

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발음의 요인만을 따로 구분하여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즉, 이해도를 실제 실험을 통해 측

정하고자 할 때, 그것이 어휘, 문법, 문맥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한 이해도가 아닌, 

81) 특히, intelligibility와 comprehensibility 간의 개념적인 차이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스

미스와 넬슨(1985)의 정의를 따라 이해도를 정의한 연구들 간에도, 이 두 용어에 대한 이

해가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스미스와 넬슨(1985)에서의 정의가 한정된 

개념으로 자리 잡지 못함을 보여주며,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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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게 발음 요인으로 인한 이해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스미스와 넬슨(1985)의 intelligibility의 개념에서

는, 이를 발화 형태의 인식(perception) 또는 인지(recognition)로 정의함으로써, 

이를 음성적 차원, 즉 발음에 국한된 개념으로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험을 설계

할 때 변인 통제에 이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82)(심현주, 2017:46) 

스미스와 넬슨(1985)의 이해도 정의에 가장 잘 들어맞는 연구의 예를 하나만 든

다면, 갈레고(Gallego, 1990)을 들 수 있다. 갈레고(1990)에서는, 대학 내의 '비원

어민 영어 화자 조교'(Non-Native English Speaking Teaching Assistants, 

NNSTAs)의 영어 발화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대학 학부 

수업에서 NNSTAs와 영어 원어민 학부생 청자 간에 의사소통의 단절이 일어나는 

원인이, intelligibility, comprehensibility, interpretability 중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어휘의 잘못된 사용이나 어색한 발화 흐름 등의 언

표적인 요인(lack of comprehensibility or interpretability)보다 그들의 명료하

지 않은 발음(lack of intelligibility)이 영어 발화의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

인이 됨을 발견하였다(Gallego, 1990:227). 

이해도에 관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정의는, 문로와 데어윙(1995, 2005) 또는 데

어윙과 문로(1997, 2005)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원어민 화

자의 발음과 얼마나 비슷한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foreign accent’ 즉, 외국인 

억양과 이해도 사이의 상관성을 규명하거는 것이 주된 이슈가 됨에 따라, 이해도의 

개념 또한, ‘foreign accent’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의 ‘intelligibility’와 

‘comprehensibility’를 상정하게 된다. 

문로와 데어윙(2015a, b)에서는, 이해도와 관련된 세 개의 주요 용어를 다음의 

<표 37>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83)

82) 그러나 이 또한 개념적으로만 가능할 뿐 실제 실험에서는 다른 요인을 다 통제하고 음

성적 차원의 인식만을 따로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83) 원문에서는, fluency 즉, 유창성을 포함하여 네 개의 용어를 제시하고 있지만, 본고에서

는 이를 제외한 세 개의 용어만을 다루기로 한다. fluency를 별도의 용어로 정의한 것은 

데어윙과 문로와 톰슨(2008) 단 한편에 불과하고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 

세 용어를 이해도와 관련된 3대 용어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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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Definition Common Measures

Accentedness

• Perceived differences in 
pronunciation as compared with 
a local variety 

• different speech patterns, 
salient speech differences

Scalar ratings

Comprehensibility

• Perceived degree of difficulty 
experienced by the listener in 
understanding speech

• effort, processing difficulty

Scalar ratings

Intelligibility

• Extent to which listeners' 
perceptions match speakers' 
intentions

• actual understanding, 
comprehension

Transcripts

Comprehension questions

Summaries

True/False verifications

Identification tasks

<표 37> 문로와 데어윙(2015)에서의 이해도 관련 용어 정의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로와 데어윙(2015a,b)는 이해도를, ‘accented 

-ness, comprehensibility, intelligibility’의 세 용어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이

는 리바이스(2005)의 ‘원어민 원칙’(Nativeness principle)과 ‘이해도 원

칙’(Intelligibility principle)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accentedness는 전자에 속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comprehensibility와 intelligibility는 후자에 속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Munro & Derwing, 2015:14). 

먼저, ‘Accentedness’는, 위의 <표 37>의 정의에서도 설명되어 있듯이, ‘(발음

의)지역적인 다양성과 비교하여 인지되는 발음상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L2 원어

민 화자와 비교해서 비원어민 화자에 남아있는 L1 발음의 흔적(foreign accent)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마디로, 학습자의 발음이 원어민 화자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에 관한 정도를 나타낸다. 주로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주관적인 평가 방식으

로 이루어지며, accentedness가 클수록 비원어민 화자의 발음이 원어민 화자와 많

이 다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comprehensibility’와 ‘intelligibility’는 모두 청자의 이해에 기반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전자가 이해의 과정적인 면과 관련된 반면, 후자는 이해

의 결과적인 면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Munro & Derwing, 

2015:15). 이 때문에, 이 둘은 측정 방법 면에서 차이를 갖게 되고, 이러한 측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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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차이가 그대로 이 두 용어 간의 개념적인 정의가 된다. 

먼저, ‘comprehensibility’는 ‘청자가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는 데 드는 노력(어려

움)의 정도’로 정의되며, 대개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이해하기 쉬움부터 어려움까

지 그 정도를 청자의 직관에 근거해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반면, 

‘intelligibility’는 ‘화자가 의도한 대로 청자가 실제 이해한 정도’를 의미하며, 발음 

전사 과제나 이해 확인 문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청자가 듣고 실제 이해한 발화량을 

정량적인 수치로 측정하게 된다. 

문로와 데어윙(1995:77)에서는, ‘intelligibility’의 용어를 설명하면서, 이 정의가 

가스와 바로니스(Gass & Varonis, 1984)에 제시된 ‘comprehensibility’의 정의

를 따른 것이라 밝히고 있다. 즉, 가스와 바로니스(1984)에서는, 이해하기 쉽고 어

려운 정도를 청자의 직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이해한 정도를 객관화된 방법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자가 듣고 전사한 것과 화자가 의도한 발화 간의 차

이를 객관화된 수치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문로와 데어윙(1995)에서는 이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되 그 용어를  ‘comprehensibility’ 대신 ‘intelligibility’로 바

꾸어 명명하게 된 것이다. 또한,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청자의 주관적인 평가 방법도 

아울러 함께 취하여, 이를  ‘comprehensibility’로 명명하면서, 외국어 발음의 청자

의 이해와 관련된 개념을 ‘intelligibility’와 ‘comprehensibility’의 구별된 용어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게 된 것이다.84)

84) 문로와 데어윙(1995) 이전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해도(intelligibility)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철자법에 따른 발음 전사(orthographic transcription)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레인(Lane, 1963)에서는, 청자가 바르게 전사한 단어의 총 개수를 셈으로써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베어풋 외(Barefoot et. al., 1993)에서는, 전체 주요어

(key words) 중에 청자가 바르게 인식한 주요어가 차지하는 비율(percentage)로 이해

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브로드키(Brodkey, 1972)에서는 들은 것을 반복하여 말할

(paraphrases) 수 있는 발음을 명료도가 높은 발음으로 간주하였으며, 가스와 바로니스

(1984)에서도, 비원어민 화자에 의해 산출되는 문장을 받아 적게 하였는데, 전사한 것과 

화자가 의도한 발화 사이의 차이(빠진 단어, 잘못 쓴 단어)에 근거하여 점수를 산정하였

다. 한편, 페이어와 크라신스키(Fayer & Krasinski, 1987), 팔머(Palmer, 1976) 등에서

는, 발음 전사의 방법이 아닌,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발음의 명료도가 어떠한지를 청자

에게 직접 묻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문로와 데어윙(1995:77)에서는, 앞서 소개한 이

러한 방법을 모두 검토한 다음, 이해도의 개념을 intelligibility와 comprehensibility로 세

분화하여, intelligibility는 가스와 바로니스(1984)에서 제안된 방법을 따라 비원어민 화

자에 의해 산출되는 문장을 청자가 받아 적은 것과 화자의 실제 발화 사이의 편차

(deviation)를 점수화하여 산정하였고, comprehensibility는 9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이해 용이한 정도를 측정하게 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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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intelligibility와 comprehensibility는 측정 방법의 측면에서 뚜렷한 차

이를 보인다. 그리고 intelligibility가 실제 이해한 여부 또는 정도를 의미하는 반면, 

comprehensibility는 이해하는 데 드는 노력의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comprehensibility의 결과 자체만으로는 청자가 화자의 발화를 실제 이해했는지 또

는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는 없다는 점에서도 개념적인 차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문로와 데어윙(2015b:6)에서는, intelligibility와 comprehensibility의 조합

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결과를 다음의 <표 38>과 같이, 네 가지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 

intelligibility comprehensibility Result

높음 높음 완전히 이해되고, 힘이 거의 안 든다.

높음 낮음 완전히 이해되지만, 힘이 많이 든다.

낮음 낮음 이해되지 않고, 힘이 많이 든다.

낮음 높음 실현가능성 적음. 그러나 청자가 화자

가 의도한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을 바

로 이해한 것으로 잘못 알고 판정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도 있음. 

<표 38> intelligibility와 comprehensibility의 조합에 따른 결과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intelligibility와 comprehensibility의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다. 즉, 완전히 이해된다는 것이 반드시 이해하기 쉽

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완전히 이해되지만 이해하는 데 힘이 많이 들 수도 있

고, 또는 잘못 이해했음에도 제대로 이해한 것으로 착각하여 이해하는 데 힘이 들지 

않았다고 판정하는 경우도 간혹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intelligibility와 

comprehensibility는 각각 다른 측면(이해 여부 및 정도, 이해하는 데 드는 노력의 

정도)에서 화자의 발음이 어떠한지를 평가해 줌으로써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스미스와 넬슨(1985) 그리고 문로와 데어윙(1995)에서의 이

해도의 정의는, 국내외의 영어교육 연구뿐 아니라 한국어교육 분야의 여러 연구들에

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만큼, 이해도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범례가 되고 있

다.85) 특히, 문로와 데어윙(2015)이 제시한 이해도의 정의는, intelligibility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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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bility 사이의 개념적인 구분이 선명하고, 원어민 화자의 같은 발음의 

지표로 사용되는 accentedness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오늘날 발음 교육의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이해 가능한 발음’의 실재를 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발음 교육 

연구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다. 간혹, 연구 주제나 목적에 따라 intelligibility와

comprehensibility 중 어느 하나만을 대표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 두 용어의 

개념을 바꾸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각 용어가 가진 기본 개념에 있어서는, 문로와 데

어윙(2015a, b)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국내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아직 발음의 이해도에 관한 연구가 학회지와 박사학

위논문을 합쳐서 단 3편에 불과하다. 이 연구를 중심으로 이해도의 정의를 비교, 검

토해 보면 다음의 <표 39>와 같다. 

intelligibility comprehensibility

이향

(2013)

정의

•음성적 차원에서의 이해, 

•발음의 명료함으로 인해 이

해하기 쉬운 정도

•의미 차원의 이해, 

•발화의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정도

방법 6점 리커트 척도 6점 리커트 척도

이향

(2017)

정의
발화의 의미를 편안하게 이

해할 수 있는 정도

발음을 편안하게(쉽게) 알

아들을 수 있는 정도

방법 6점 리커트 척도 6점 리커트 척도

심현주

(2017)

정의
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발화

량
-

방법 발음 전사, 5점 리커트 척도 -

<표 39>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에서 이해도의 정의 

먼저, 이향(2013)에서는 앞서 설명한 스미스와 넬슨(1985)와 데어윙과 문로

(1995)에서의 정의를 연구자 나름의 기준으로 통합하여, intelligibility와 

comprehensibility를  발화의 ‘음성 차원’과 ‘의미 차원’으로 구별한 다음, 전자는 

‘발음의 명료함으로 이해하기 쉬운 정도’로 정의하였고 후자는 ‘발화의 의미를 이해

85) 영어교육 분야에서, 스미스와 넬슨(1985)의 정의를 따른 연구에는 앞서 소개한 갈레고

(1990)를 비롯하여, 노경희(2003), 김현진(2004) 등이 있고, 데어윙과 문로(2015)의 

정의를 따른 연구에는 사이토(Saito, 2011), 황은화(2008), 김윤법ᆞ이현구(2013), 염

문실(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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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쉬운 정도’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측정 방법은 intelligibility와 

comprehensibility 모두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해도를 음성적 차원과 

의미차원으로 구분한 것은, 스미스와 넬슨(1985)의 정의를 따른 것으로 보이고,  

comprehensibility를 ‘이해하기 쉬운 정도’로 정의하고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주

관적인 평가로 측정한 것은, 문로와 데어윙(1995)의 정의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ntelligibility를 comprehensibility와 동일하게 ‘이해하기 쉬운 정도’로 정

의한 것과 이 또한 리커트 척도로 주관적인 평가를 취했다는 점에서, 발음 전사를 통

해 실제 이해한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한 데어윙과 문로(1995)에서의 

intelligibility의 정의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comprehensibility는 ‘발화의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정도’라 하며 그 이해 영역을 ‘의미’라고 명시한 반면, intelligibility

는 ‘무엇을’ 이해하기 쉬운 정도인지 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념이 

모호하다. 그것이 만일 ‘의미’라면, comprehensibility와의 개념적인 차이가 ‘발음

의 명료함으로 인해’라는 단서 밖에 없는데, 채점자가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intelligibility와 comprehensibility를 명확히 구분, 채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향(2017)은 이향(2013)과 동일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도의 정

의에서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는 intelligibility를 ‘발화의 의미를 얼마나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로, comprehensibility를 ‘발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가?’로 정의하고, 이 역시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해 평가하였다. 그런데,  

intelligibility와 comprehensibility의 정의를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한 사전적 의

미를 가진 ‘이해하다’와 ‘알아듣다’라는 단어 외에는 두 용어 사이에 개념적인 차이

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 두 용어의 개념적인 구분이 여전히 모호하다. 그리고 앞서 

이향(2013)에서도 마찬가지로, 6첨 리커트의 각 척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다

는 점에서도 채점자가 intelligibility와 comprehensibility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

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현주(2017)에서는  데어윙과 문로(1997)에서의 이해도에 관한 세 용어 중에, 

intelligibility의 관점에서 발음숙달도를 정의하고, 발음숙달도에 영향을 미치는 발

음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intelligibility를 ‘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발화량’으로 정의한 다음, 발음 전사 과제와 5점 리커트 척도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intelligibility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5점 리커트 척도를 얼마

나 따라 말할 수 있느냐에 따라 1에서 5점까지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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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얼마나 따라 말할 수 있는지는 발음 전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2.2.2. 이해도와 관련된 번역 용어의 비교

이해도의 정의와 더불어, 이해도와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 이해도와 관련된 용어들

을 어떻게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연구마다 다른 번역어

를 사용하고 있어서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할 때, 여러 모로 불편함과 혼란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문로와 데어윙(2015)에서의 ‘accented 

-ness, intelligibility, comprehensibility’의 세 용어를 중심으로, 국내 영어교육

과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회지 게재 논문과 석ᆞ박사 학위논문, 발음 관련 개론서를 

중심으로 이 세 용어의 한국어 번역어를 비교, 검토해 보고, 가장 적합한 용어를 제

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에서의 이해도 관련 세 용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 용

어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40>과 같다. 

accentedness intelligibility comprehensibility

이향(2013) 이해명료성 이해가능성

신지영(2015) 이해가능성

심현주(2017) 이해명료성 이해가능성

권성미(2017) 모국어 발음의 흔적 이해가능성 이해난이도

<표 40>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에서의 이해도 관련 용어의 번역어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한국어교육에서는 ‘이해가능성’ 또는 ‘이해명료성’이란 용어

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신지영(2015)에서처럼, intelligibility의 개념을 분리하

지 않고 한 용어를 대표로 사용할 때는, intelligibility를 ‘이해가능성’으로 번역한 반

면, 이향(2013), 심현주(2017)에서와 같이 intelligibility의 개념을 

comprehensibility와 분리하여 정의한 경우에는, 각각 ‘이해명료성’과 ‘이해가능성’
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권성미(2017)의 경우는,  intelligibility을 ‘이해가능성’으
로, comprehensibility를 ‘이해난이도’로 번역한 점에서 나머지의 경우와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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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특히 comprehensibility의 개념이 용어 표면에 드러나도록 ‘난이도’로 표현할 

뿐 아니라, 다른 예에서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comprehensibility를 이해의 난이도

를 나타내는 일종의 ‘측정값’으로 보고, 정도(degree)를 나타내는 접미사 ‘도’(度)

를 사용하여 ‘이해난이도’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연구들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intelligibility에서는 접미사 ‘성(性)’을 사용한 반면, comprehensibility에

서는 ‘도(度)’를 사용한 점에서 불일치를 이룬다.  

다음으로, 국내의 영어 발음 교육 연구에서의 이해도 관련 세 용어에 대한 한글 

번역어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41>과 같다. 

accentedness intelligibility comprehensibility

김현진(2004) 명료도

염문실(2008) 악센트 분별도 이해도

서진아, 윤여범
(2016)

명료도 이해도

최순재(2010) 억양도 명료도 이해도

<표 41> 영어 발음 교육 연구에서의 이해도 관련 용어의 번역어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 발음 교육에서는, 세 용어에 대한 번역어가 어

느 정도 통일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어교육에서는 ‘이해가능성, 이해

명료성’과 같이, intelligibility와 comprehensibility의 개념을 속성 또는 특성으로 

접미사 ‘성(性)’을 사용한 반면, 영어교육에서는 ‘억양도, 이해도, 명료도’와 같이, 

이들을 모두 이해와 관련된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값의 관점에서 ‘도(度)’를 사용하

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accentedness, intelligibility, comprehensi 

-bility를 각각 ‘억양도, (이해)명료도, (이해)용이도’로 번역하고, 발음의 이해 가능

한 정도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대표 용어로는 ‘이해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용어 번역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교육에서의 예에서 보았

듯이, 이 세 용어가 모두 실험적인 측정치로 자주 활용된다는 점에서 ‘성(性)’보다 정

도(degree)를 나타내는 ‘도(度)’로 표현하는 것이 개념 전달이 더 명확하기 때문이

다. 둘째, comprehensibility를 영어교육 연구에서는 주로 ‘이해도’로 번역하였는데, 

그럴 경우 ‘이해하는 데 드는 노력의 정도’라는 comprehensibility의 정의가 잘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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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는다는 점과 ‘이해도’라는 대표성을 띤 용어를 부분적인 개념을 지칭하는 데 

사용할 경우 또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권

성미(2017)에서처럼 ‘난이도’로 번역할 경우 ‘발음의 난이도’와 개념이 혼동될 수 있

고, comprehensibility가 그 정의상 ‘이해하는 데 드는 어려움의 정도’로 부정적인 

의미를 띠지만, 실제 측정할 때는 보통 리커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해하기 쉬

운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개념의 ‘난이도’보다 쉬운 정도를 의미하는 ‘용이

도’로 번역되는 것이 개념적으로 더 부합되기 때문이다. 셋째,  intelligibility의 경우, 

국내 영어교육 분야에서 이 용어가 이해 가능한 발음을 의미하는 대표 용어로 사용될 

경우,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해도’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명료도’라는 구별된 용어를 선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accentedness, intelligibility, comprehensibility의 한

국어 번역 용어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이해도 관련 번역 용어 정리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intelligibility의 경우,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청자의 이해와 관련된 대표어로 사용될 때도 있고, 하위 영역의 개념으로 사용될 때

도 있기 때문에, 대표어로 사용될 때는 ‘이해도’(wide intelligibility)라고 하고, 이

해도를 구성하는 두 요소로서 ‘명료도’(narrow intelligibility)와 ‘용이

도’(comprehensibility)라는 용어를 제안한다.86)

  2.2.3. 이해 가능한 발음의 정의

86) 그리나 'intelligible pronunciation'과 같이 intelligibility가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는, 개념 

구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해 명료한 발음’이라고 하기보다 ‘intelligible’을 ‘이해 가능

한’으로 번역하여, ‘이해 가능한 발음’으로 명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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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를 이해 가능한 발음에 둘 때, 

본고에서는 ‘이해 가능한 발음’에 대한 정의를, 앞서 살펴본 문로와 데어윙(2015)

에서의 명료도(intelligibility)와 용이도(comprehensibility)의 두 개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먼저, ‘이해 가능한 발음’이란, 명료도(intelligibility)의 정의에 근거하여, ‘화자가 

의도한 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발음’을 의미한다. 이는 실제 이해 가능한 여부와 관련

된 것으로, 문자 그대로 ‘이해 가능’(intelligible)해야 한다. 이는 발음 전사 과제를 

통해, 원어민 청자가 비원어민 학습자의 발음을 듣고 철자법에 맞게 받아 적은 정도

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측정한다. 

이와 더불어, ‘이해 가능한 발음’이란, 용이도(comprehensibility)의 정의에 따

라, ‘청자가 적은 노력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발음’을 의미한다. 그 정도는 리커

트 척도를 활용하여 이해 용이함의 정도를 청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측정한다. 앞

서 명료도의 기준과 함께 용이도의 기준이 또 필요한 이유는, 실제 의사소통의 상황

에서 청자가 화자의 발화를 이해했더라도 이를 위해 의식적인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한다면, 발화를 이해하기 위해 머뭇거림이 생기게 되고 즉각적인 응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활하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허용ᆞ김선정, 

2006). 따라서 ‘이해 가능한 발음’에 대한 정의는 단순히 실제 이해 여부와 관련된 

명료도 조건만으로는 불완전하며, 청자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이해하는 데 드는 

의식적인 노력의 정도 즉, 용이도 조건도 함께 고려되는 것이 실제 의사소통의 상황

에 더 부합된 정의가 된다.  

요컨대, 본고에서의 ‘이해 가능한 발음’은, 데어윙과 문로(2015)에서의 ‘명료도’
와 ‘용이도’의 두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발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적은 노력으

로도 화자가 의도한 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발음’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이는 앞서 아

버크롬비(1949)에서의 ‘comfortably intelligible’ 즉,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의 

정의 기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여기서의  ‘comfortably’(편안하게)은 ‘이해하는 

데 드는 노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데어윙과 문로(2015)에서의 용이도

(comprehensibility)의 개념과 상통하고, ‘intelligible’(이해할 수 있는)은 ‘실제 이

해 여부 또는 이해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료도(intelligibility)의 개념과 상통

하는 정의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고에서의 이해 가능한 발음의 정의를 도식화하여 나타내

면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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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이해 가능한 발음(intelligible pronunciation)의 정의 

 2.3. 틀린(wrong) 발음과 다른(different) 발음 

문로와 데어윙(1995)에서의 이해도 측정 방식을 따라 명료도와 용이도를 측정할 

때, 용이도의 경우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기 때문에, 척도의 크기 외에는 연

구자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명료도의 경우에는, 발음을 전사

(transcription)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의 <표 42>와 같은 두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철자법에 따른 전사 들리는 대로 전사

∎ 청자의 이해에 근거한 명료도

(intelligibility) 측정에 사용됨 

∎ (의미적) 이해가 전사 결과에 영

향을 줌

∎ 맥락 요인 하에서 발음의 허용 가

능 여부를 판단함

∎ [쩌는 학고에 가여]를 듣고,

   발음 오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에 가요’로 전사할 수 있었다

면, 맥락적 단서를 통해 이해 가능

함을 보여줌

∎ 정확성(accuracy)에 근거한 오류 

판정에 사용됨

∎ (의미적) 이해와는 무관, 음성적 인

식(perception)과 관련

∎ 원어민 청자의 음운 범위 내에서 해

당 발음의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함

∎ [쩌는 학고에 가여]를 듣고,

   [쩌는] → ‘쩌는’

   [학고] → ‘학고’

   [가여] → ‘가여’

<표 42> 전사 방식의 두 가지 유형 

첫째는, 철자법에 맞추어 전사하는 방식(orthographic transcription)으로써, 데

어윙과 문로(1995)를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명료도(intelligibility)를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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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이 전사 방식으로 취하고 있다. 이 전사 방식을 따를 경우, 발음 요인 외에도 

발화 문장의 어휘, 문법, 문맥의 영향까지도 함께 포함되게 된다.87) 특히 비원어민 

화자의 자유 발화를 녹음하여 원어민 청자에게 들려줄 경우에는, 어휘, 문법상의 부

적절한 사용이 전사 결과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문맥을 통한 추측이 전사 결

과에 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사 결과 자체가 순수하게 발음 요인으로 

인한 명료도의 절대적 크기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실험 설계를 적절하게 조

정함을 통해, 어휘, 문법, 문맥의 영향을 같은 수준으로 통제할 경우에는, 같은 조건 

하에서 발음 요인으로 인한 명료도의 상대적인 크기를 서로 비교해 볼 수는 있다.88) 

둘째는 철자법과 무관하게, 원어민 청자가 들리는 소리대로 전사하는 방식으로써, 

이는 원어민 청자의 발음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발음의 정확성을 판정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89) 이 전사 방식은 발화의 언표적인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음성적 인

87) ‘이해 가능한’(intelligible)에서의 '이해'는 곧 의미(meaning)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단지, 소리를 음성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이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들리

는 대로 전사하는 방식’은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해’는 맥락 요인을 떠나

서는 불가능하다. 고립된 문장 내에서도 단어 간의 공기 관계에 따른 맥락이 존재하고, 심

지어 고립된 한 단어조차도 전제된 맥락 안에서만 화자가 의도한 대로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데어윙과 문로(1995)에서의 명료도(intelligibility)를, 엄밀하게 정의하면, 

맥락 요인 하에서 청자가 의도한 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발화량을 의미한다. 만일 주어진 맥

락으로도 받아 적지 못했다면 그 발음은 명료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

더라도 주어진 맥락 안에서 이해 가능했다면 그 발음은 명료도의 기준에서는 허용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명료도만으로는 발음과 이해의 상관성을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용이

도(comprensibility)라는 또 하나의 지표를 사용해 이 둘의 결과를 교차 분석해 봄으로

써, 화자의 발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 
88)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로와 데어윙(1995)에서의 실험 목적은 명료도와 용이도의 절대

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억양도(accentedness)와의 상관성을 밝히는 데 있었기 때문에, 

어휘, 문법, 문맥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발음 연구에서 

데어윙과 문로(1995)의 이해도 정의와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

해를 명확히 한 다음, 실험 설계 과정에서 적절하게 변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국

내 연구 중, 이향(2013)과 심현주(2017)에서, 데어윙과 문로(1995)뿐 아니라 스미스와 

넬슨(1985)의 이해도에 관한 정의를 계속해서 접목시키려 한 것도, 발음 요인에 국한된 

명료도를 측정하고자 한 시도로 보인다. 
89) 권성미(2017:77)에서는 intelligibility를 발음의 정확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보고, ‘학습

자가 발음한 L2 음을 모국어 화자가 그 음으로 들었으면 학습자의 발음이 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intelligibility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이때의 전사 방

식은 철자법에 따른 전사 방식이 아닌, 원어민 청자의 귀에 들리는 대로 받아 적는 전사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데어윙과 문로(1995)에서의 intelligibility의 개념과는 차

이가 있다. 명료도를 이렇게 간주하고, 총 발생회수 중에 맞게 전사한 회수의 백분율(%)

로 계산하게 되면, 결국 이 측정값은 기존의 오류 분석에서 원어민 청자의 청취 판단에 근

거한 오류율(%)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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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스미스와 넬슨(1985)에서의 

intelligibility의 개념과 일치한다. 여기서 오류 판정의 기준은 한국어의 <표준발음법>

이나 음성분석프로그램을 통한 음성 데이터가 아니라 원어민 청자의 음성 인식 범주

가 기준이 된다. 가령, 한국인 원어민 청자가 한국어의 /ᄌ/ 발음에 대해 비원어민 화

자의 [ʣ, ʤ, c] 등의 다양한 발음 형태를 듣고, 이 모두를 /ᄌ/에 수렴하는 음소로 간

주하여 ‘ᄌ’로 전사할 수 있었다면, 이 발음은 허용 가능한 발음(acceptable 

pronunciation)으로 인정된다. 본고에서는 이를 ‘다른 발음’(different 

pronunciation)으로 칭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비원어민 화자의 평음 /ᄌ/ 

발음에 대해, 한국인 원어민 청자가 경음 /ᄍ/로 인식하여 받아 적었다면, 이는 단지 

‘다른 발음’이 아니라 ‘틀린 발음’(wrong pronunciation)으로써, 원어민 청자를 

기준으로 허용 불가한 ‘오류’(error)로 간주된다. 한국어에서 /ᄌ/와 /ᄍ/는 구별된 음

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교체는 허용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틀린 발음’(Wrong pronunciation)과 ‘다른 발

음’(Different Pronunciation) 을 다음의 <표 43>와 같이 구분하고, 오류 분석 시 

정확성 판정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틀린 발음 다른 발음

허용 여부 허용 불가능 허용 가능

오류 판정 오류 비(非) 오류

판정 기준

비원어민 화자가 발음한 L2

음을 원어민 청자가 그 음이 

아닌 다른 음으로 듣고 틀리

게 적었을 때

비원어민 화자가 발음한 L2

음을 원어민 청자가 그 음으

로 듣고 바르게 적었을 때

<표 43> 정확성 판정 기준

3. 발음 습득 이론과 발음 교육

외국어 교육에서 발음 영역은 학습자의 모어의 영향이 가장 큰 분야이다.90) 그러

90) 서정목(2002)에서도 음성ᆞ음운적 측면에서는 대조 분석에 의한 효율적인 예측이 가능

한 반면, 통사적, 의미적, 어휘적 간섭은 오히려 그 예측력이 떨어진다고 하며, 대조 분석이 

음성음운차원에 있어서 목표어 학습 시에 미치는 모국어의 간습 현상의 예측에 효용성을 

지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조음이란 정신ᆞ운동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조음 

여부는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것에도 달려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모어에서 비롯된 간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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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발음 오류의 원인이나 습득의 난이도를 예측할 때, 모국어와 목표어의 관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어 사이의 어떤 관계성에 주목

하느냐에 따라 이 둘의 ‘상이성’을 발음 습득의 난점으로 보는 ‘대조분석가설’과 ‘유
사성’을 습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는‘음성지각이론’의 두 입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권성미 2009:37). 

본 절에서는 이 두 이론을 개관하고 이 두 이론이 한국어 발음 교육 특히 분절음 

발음 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상이성에 근거한 대조분석가설

1950~60년대 제2언어 습득 연구의 토대를 이룬 것은 ‘습관으로서의 언어’였다. 

이 시기에는 제 2언어 학습을 ‘새로운 일련의 습관의 형성’과정으로 보았다.91) 즉, 

먼저 형성된 습관은 다른 새로운 습관의 형성을 간섭하는 것으로, L1이 L2를 배우

는 데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학습자

의 모국어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학습자 모국어와 목표어 

체계의 비교를 통해 제2 언어 학습의 난점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시도가 바로 대조

분석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CAH)이다(권성미, 2017:34). 이에 

대조분석가설에서는 L1과 L2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즉, ‘차이(difference)=어려

움(difficulty)’이라는 가설 아래, 두 언어 간의 언어적 상이성이 바로 학습상의 난

점이며 그것이 오류로 나타나므로, 두 언어 간의 언어 체계를 대조함으로써 학습자

에게 나타날 오류를 예측하거나 나타난 오류의 원인을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전에 형성된 지식이나 경험은 이후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조분석가설에

서는 이러한 현상을 전이(transfer)라고 하였다. 전이에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의 결

과에 따라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와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 두 

가지로 분류된다. 즉, 긍정적 전이는 이전에 습득한 것이 이후의 습득에 도움이 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습득의 촉진(facilitation)을 일으키는 반면, 부정적

음성ᆞ음운적인 면, 즉 발음 면에서 대조 분석에 따른 예측이 가능한 반면, 어휘, 통사, 의

미적 간섭은 그 예측력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사고, 처리, 저장, 회상과 같은 인지적 조

정은 근육 운동의 조정보다 복잡한 요인이기 때문이다(서정목, 2002:76, 최용재 1984). 
91) 대조분석가설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을 주된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행동

주의 이론에서는 학습을 ‘자극(stimulus), 반응(response), 강화(reinforcement)’를 통

한 습관화(habit formation)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는데, 대조분석가설 또한 언어 습득의 

과정을 이러한 새로운 습관의 형성 과정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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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이는 이전에 습득한 것이 이후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습을 방해하

는 경우로 간섭(interference)을 일으킨다. 

대조분석가설은 그 주장의 강도에 따라, 강한 견해(strong view)와 약한 견해

(weak view)로 나뉜다. 초기의 대조분석가설은 주로 강한 견해에 속한 것으로, 대

조분석가설이 제2언어 학습의 모든 문제점에 대한 예언력을 가지며 모국어와 목표

어의 차이가 제2언어 학습에 겪는 유일한 어려움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조분

석에 의해 발견되는 상이성이 모두 오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모든 오류

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한 언어를 이루는 모든 요소를 목록화하고 그것을 다른 언어

와 대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는 점에서, 강한 

견해의 대조분석가설은 출현 당시부터 반박을 받았다. 

이에 대조 분석의 약한 견해에서는, 대조 분석에 의해 발견되는 상이점들이 학습

자의 오류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러한 상이점이 모두 오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즉, 대조 분석이란 두 언어 사이의 차이점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으로, 오류에 대한 예언력은 없지만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의 원인 해석에 용이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92) 

프라토(Prator, 1967)는 외국어 습득 과정에서의 난점이 이러한 L1과 L2 간의 

상이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대조분석가설에 의거하여 문법적 난이도와 음

운적 난이도 예측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6단계 난이도 모형(Model of Hierarchy 

of Difficulty, MHD)을 계발하였다. 다음의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MHD에 

따르면, 0단계 즉, L1과 L2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L1을 L2에 그대로 전이하기만 

하면 되는 전이(transfer)에 속한 항목이 가장 난이도가 낮은 반면, 5단계 즉, L1에 

있는 항목이 L2에서 둘 이상으로 분리되어 새로운 구별을 습득해야 하는 분리

(split)에 속한 발음 항목이 습득의 난이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92) 대조분석가설은 외국어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원인이 모국어의 간섭보다 학습 

전이, 학습 전략, 과일반화 등이 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면서 점차 약화

되었다. 그러나 음성ᆞ음운 차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조분석가설이 L2 학습상의 난점이

나 오류를 예측하는 데에 상당한 효용성을 지닌다. 가령, ‘학문’을 [항문]으로 발음하는 규

칙이 내재화되어 있는 한국인 모어 화자가, ‘Bic Mac’ 또한 [빙맥]으로 발음하리라는 것

은 예측 가능한 일이며 이 예측은 대부분 맞다. 그리고 일본인 모어 화자가 ‘했습니다’를 

[해쓰모니다]로 발음했다면, 그 원인은 종성 받침 발음이 존재하지 않는 일본어의 속성에

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은 여전히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설명 방식이 된다. 

이처럼, 모국어와 목표어의 차이에 근거한 대조분석의 효용은 학습자들의 난점을 예측하

고 발음 오류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여전히 간과할 수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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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습득의 난이도 설명

0단계
Transfer
(전이)

L1과 L2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학습자는 별도의 

노력 없이 L1에 있는 항목을 목표어로 전이하기만 하면 된다. 

1단계
Coalescence

(융합)

L1의 두 항목이 L2에 하나로 합체되어 나타난다. 학습자는 

L1에서의 구분은 무시하면 되기 때문에 습득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단계
Under

Differentiation
(미분화)

L1에는 존재하는 항목이 L2에는 없는 경우로 학습자는 L1에

서 습득한 항목을 L2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해야 한다. 

3단계
Reinterpretation

(재해석)

L1에 존재하는 항목이 L2에서 다른 형태나 분포로 나타나는 

경우로서 학습자는 L1에서 습득한 항목을 새로운 L2 항목으

로 대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4단계
Over

Differentiation
(과분화)

L1에 없는 항목이 L2에 존재하는 경우로, 학습자는 새로운 

L2 항목에 대한 습득을 필요로 한다. 

5단계
Split
(분리)

L1의 한 항목이 L2에서 둘 이상으로 분리되어 새로운 구별을 

습득해야 하는 단계로, L1의 간섭이 가장 많이 일어나 학습에 

가장 큰 장애를 초래한다. 

<표 44> 프라토(Prator)의 6단계 난이도 모형

그런데 위의 표에서, 4단계에 해당하는 과분화(Over Differentiation)의 경우는, 

L1에 없는 범주가 L2에는 있는 영 대조(zero contrast)에 해당하는데, 프라토

(1967)는 이 ‘과분화’보다 ‘분리’의 경우가 난이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한 것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과분화와 분리의 공통점은 두 경우 모두, L1에는 없는 새롭게 습

득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새롭게 습득해야할 부분의 성격에는 약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과분화는 L1에는 없는 L2의 ‘새로운 항목’을 습득해야 하지

만, 분리에서는 L1에는 없는 L2에서의 ‘새로운 구별’을 습득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과분화의 경우가 습득이 어려운 이유는, L1에 없는 새로운 음이 L2에 있기 때문에 

L1에는 없던 새로운 조음 방식을 익히고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분리의 경

우는, 이와는 달리,  L1에 있는 음이 L2에도 비슷하게 존재하지만, 둘 이상으로 분리

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L2의 조음 방식이 전혀 새로워서 어려움이 되는 것

이 아니라, 둘 이상으로 분리된 음을 구별하고 변별(distinction)하는 것이 습득을 어

렵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분리’(split)의 경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이성이 아닌 유사성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분리’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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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L1과 매우 유사한 음이 L2에는 2개 이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음

의 분별이 습득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이자 정확한 발음 산출을 위한 관건이 된다. 

앞 절에서 실시한 한국어와 라오어 간의 대조 분석 결과를 프라토의 6단계 난이도 

모형에 적용해 보면,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을 배울 때 어려움을 겪을 것

으로 예상되는 주요 발음으로는, 한국어의 평음(4단계 또는 5단계)93), 음절말 받침

/ᄅ/ 발음(4단계), 연음 및 음운변동 발음(4단계), 이중모음 발음(3단계 또는 4단

계)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반대로, 한국어의 장애음 경음과 비음을 비롯하여 단모음

의 경우(0단계)는 발음 습득에 거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대조분석가설은 여러 비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발음 분야에서만

큼은 오류를 예측하고 오류 발생의 원인을 진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

다.94) 설사 대조분석가설에 의거한 오류의 예측이 실제 나타난 학습자의 오류 양상

과 다를지라도 대조 분석의 결과는 여전히 유용할 수 있다. 만일 그 예측이 맞다면 

대조분석가설에 근거한 그 원인이 오류가 발생한 유력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예측이 

틀렸다면, 그 오류는 학습자의 모어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했음을 알게 해 줌으로,  

원인 분석에 있어서 일차적인 필터(filter)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3.2. 유사성에 근거한 음성지각이론

올러와 지아호세이니(Oller & Ziahosseiny, 1970)는 대조 분석의 강한 견해와 약

한 견해를 절충한 대조 분석 중도안(moderate version)을 내놓았다. 기존의 대조 분

석에서는 두 언어 간의 차이점에 주목했지만, 그보다 L1과 L2 간의 유사성에 더 강조

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중도안에서는 모국어와 목표어의 언어 현상이 유사할 

때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습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발음 

영역에서도 받아들여져서 모국어와 목표어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춘 이론들이 등장하

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플래그(1995)의 ‘음성습득모형’을 들 수 있다. 

93) 한국어의 평음과 라오어의 무성무기음의 음운자질을 음운론적인 기준과 음성학적인 기

준 가운데 어느 측면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4단계가 될 수도 있고, 5단계가 될 수도 있

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적 시사점에서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94) 권성미(2009)에서도, 대조 분석을 통해 예측되는 학습 상의 난점은, 학습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어느 정도 향상되기는 하지만 정확도가 그리 높지 않으며, 학습자들이 습득에 

뚜렷한 어려움을 겪는 점을 미루어, 습득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난점을 예측하는 데 대조 

분석의 효용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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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그(Flege, 1995)는, 그의 ‘음성습득모형’(Speech Learning Model,  SLM)

을 통해, L1과 L2 간의 상이성이 아닌, 유사성을 기준으로 습득의 난이도를 예측하

고자 하였다. 플래그는 제2언어 말소리를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동일한(identical) 

음’, ‘유사한(similar) 음’, ‘새로운(new) 음’으로 나누고, 새로운 음으로 지각될수

록 정확하게 습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95) 즉, 두 말 소리 사이에 유사성이 높

으면 오히려 차이점이 인식되지 않아 새로운 음운 범주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습득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반대로 두 말소리 사이에 유사성이 낮으면 음성적 차

이가 상대적으로 잘 지각되어 새로운 음운 범주 형성이 용이하다고 보았다. 이에 근

거해, 플래그는 L1과 L2의 음성적 차이를 잘 감지하는 학습자가 L2발음을 잘하게 

될 것이며, 두 언어 사이의 음성적 차이는 어릴수록 잘 구분하며 이중 언어 구사자의 

경우 L1과 L2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각기 다른 범주의 발음을 하게 되지만, L1과 

L2의 음성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의 음성 범주를 사용할 경우, 이것이 발음 

오류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았다.96)

베스트(Best, 1994)에서도 초급 성인 학습자들의 제2언어 말소리 지각 방식을 

‘지각동화모형’(Perceptual Assimilation Model, 이하 PAM)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인간은 말소리를 범주적으로 지각하는데, 여기서 ‘범주적 지각’(categorical 

perception)이란,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말소리의 물리적 속성을 지각할 때, 범

주로 구분하여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주적 지각에 따르면, 같은 범주로 지각된 

소리들 간에는 구분하기가 어렵고, 서로 다른 범주로 지각된 소리들 간에는 구분이 쉽

다. 따라서 학습자가 목표어의 말소리를 처음 들을 때 모국어의 뚜렷한 차이점을 인식

하지 못하면, 즉 구별된 범주 형성에 실패하게 되면, 결국 모국어와의 조음적 유사성

에 기반하여 목표어를 모국어 범주에 동화시킨다는 것이다. 

베스트(Best, 1994:195)에서는 지각 동화의 유형을 다음의 <표 45>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고 변별 난이도를 예측하였다(권성미, 2017:41 재인용). 

95) 이러한 SLM의 주장에 대해, 문로(Munro, 1993), 권(Kwon, 2007)과 같이, 반대되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 즉 유사한 음보다 새로운 음을 더 성공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둘 중 어느 것이 습득이 더 어려울 지를 예측하는 데 관심이 

있지는 않다. 그보다 실제로 나타난 학습자의 오류에 대해, 그것이 학습자에게 습득의 어

려움이 되는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96) 플래그의 SLM은 플래그(Flege, 1984), 플래그와 힐렌벤드(Flege & Hillenbrand, 

1984), 플래그(1987), 베스트(Best, 2001), 아오야마 외(Aoyama el., 2004) 등의 여

러 실험 연구들을 통해 입증이 된 바 있다. 이 연구들 모두 L1과 L2 간의 음성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습득이 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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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설명

Two-Categories 
Assimilation

(TC)

• 두 개의 외국어 음이 각각 다른 모국어 범주로 동화됨.

• 학습자가 변별하기 아주 쉬운 유형

Category-
Goodness 
Difference

(CG)

• 두 개의 외국어 음이 하나의 동일한 모국어 범주로 동화되지

만, 두 음이 모국어의 ‘전형’(ideal)과 차이가 나는 정도가 

다름. 하나는 상대적으로 더 용인 가능한 음이지만

(acceptable) 다른 하나는 전형에서 조금 벗어남.

• 학습자가 변별하기 쉽거나 보통인 유형

Single-Categories
Assimilation

(SC)

• 두 개의 외국어 음이 하나의 동일한 모국어 범주로 동화되는 

유형. 두 음이 모국어의 전형과 차이가 나는 정도가 동일함.

• 학습자가 변별하기 힘든 유형

Both
Uncategorizable

(UU)

• 두 개의 외국어 음이 모두 음성 영역에 존재하지만, 모국어 

범주에는 속하지 않아서, 범주화할 수 없는 음으로 간주됨.

• 변별은 아주 힘들거나 아주 쉬울 수도 있는 유형. 두 음이 

서로 얼마나 근접한지와 모국어 음운 영역 내의 모국어 범주

에 얼마나 근접한지에 달려 있음.

Uncategorized
vs Categorized

(UC)

• 하나의 외국어 음이 하나의 모국어 범주에 동화되지만, 다른 

하나는 모국어 음성 범주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인식됨. 

• 변별하기 쉬운 유형

Non-assimilable 
(NA)

• 두 개의 외국어 음이 모두 모국어 범주와 불일치. 음성으로 

인식되지 않음. 

• 변별하기 쉬운 유형

<표 45> PAM의 지각 동화의 유형

위의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PAM에서는 학습자들이 각 유형에 따라 L2의 

발음을 변별하는 데 있어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SLM에서는, 가장 쉽게 변

별되는 TC 유형 외에도, 두 개의 L2음이 모두 L1음과 일치하지 않은 NA 유형이 

또한 변별이 쉬울 것을 예상한다. 반대로, 학습자들이 음을 분별하는 데 가장 어려움

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유형은 2:1 범주 대응에 해당하는 SC 유형으로써, 두개의 

L2 음이 하나의 동일한 L1 음에 똑같은 정도로 동화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런데 <표 45>의 PAM과 앞서 살펴본 <표 44>의 HDM을 비교해 보면, 두 모형

이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난이도의 양 끝에 해당하는 가

장 쉬운 것과 가장 어려운 것에 있어서는 두 모형의 예측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HDM이 L1과 L2의 상이성에 근거해 직접적으로 ‘습득의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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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접근하려 한 반면, PAM은 습득의 난이도를 직접적으로 예측하려 한 것이 아

니라, ‘변별의 난이도’를 통해 ‘습득의 난이도’를 간접적으로 예측하려 했다는 점에

서 차이가 난다. 즉, PAM에서는 ‘변별의 난이도 = 습득의 난이도’를 전제하고, 변

별의 난이도를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단계를 구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PAM의 TC 유형에서처럼, L1과 L2가 완전히 같지 않는 한, 두 언어 간의 유사성이 

클수록 변별이 어렵게 되며, 반대로 유사성이 작을수록 변별은 쉬워진다. 

그러나 변별의 난이도가 그대로 습득의 난이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PAM을 모든 발음 요소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한 예로, PAM에서 L2가 

L1과 완전히 불일치하는 NA 유형의 경우, L1과 L2가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기 때

문에 두 음은 변별하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L1에 없는 전혀 새로운 음이 L2에 있

기 때문에 습득은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는 HDM에서는 4단계 난이도에 속한 것

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L1과 L2의 발음이 완전히 같지 않다면, 유사성이든 상이성이든 척도상의 출발점

이 다를 뿐, 개념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HDM과 PAM에서의 난이도 단

계 구분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목표어 발음 습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L1과 L2의 상이성 때문인지, 유사성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이성과 유사성 중 무엇이 습득의 난점으로 작용하는지에 따

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처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3.3. 한국어 발음 교육에 주는 시사점

상이성에 근거한 대조분석가설과 유사성에 근거한 음성지각이론을 비교, 정리하

면, 다음의 <표 46>과 같다. 

대조분석가설 음성지각이론

난이도 모형 HDM 6단계97) PAM 6단계

대표 학자 프라토(1967) 베스트(1994)

오류 원인 상이성 유사성

습득의 난점 생소한 조음 방식 유사한 음의 변별

관련 단계 산출 지각

<표 46> 대조분석가설과 음성지각이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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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위의 두 이론을, 오류 분석 시 오류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이

론적인 틀로 삼고자 한다. 가령, 외국인 학습자가 목표어의 특정 발음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L1과 L2의 대조 분석 결과와 실제 나타난 학습자의 오류 양상

을 토대로, 그것이 L1에는 없는 전혀 새로운 발음이어서인지, 아니면 L1의 한 음이 

L2에서는 둘 이상 분리되어 존재함으로 유사성으로 인한 간섭 때문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전자와 같이 상이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이는 발음의 산

출 단계에서 L1에는 없는 L2의 생소한 조음 방식이 오류의 원인인 것으로 그 처방

은 발음의 산출 단계에서 L2의 새로운 조음 방식을 익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후자

와 같이 두 언어 간의 유사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이는 음의 변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습득을 어렵게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각 단계에서의 음의 구별이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처럼, L1과 L2의 상이성과 유사성 가

운데 어떤 특성이 오류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따라 그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교

육적 처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토다(戸田, 2006:701)에서는, 발음 오류의 원인을 학습 진행 과정

에 입각하여 다음의 <표 47>과 같이, ‘음운지식 단계’, ‘지각 단계’, ‘생성 단계’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97) 단, HDM의 6단계에 속한 분리(split)의 경우는, 상이성보다 유사성이 습득의 난점으로 

작용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오류 발생 단계 오류의 원인 처방

음운지식(音韻知識) 

단계

제2언어와 모어의 차이에 대한 지식의 부재

가 발음 오류의 원인이 된 경우
음운 지식 교수

지각(知覺) 단계

제2언어와 모국어의 음운적인 차이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모어의 영향으로 인해 그것을 

구별하여 지각하지 못한 것이 오류의 원인이 

된 경우

지각 훈련을 

통한 구별된 

음성 범주 형성

생성(生成) 단계

학습자들이 대립적인 음운에 대한 차이를 알

고, 또한 이를 변별하여 지각할 수 있지만, 그

것을 산출할 때는 조음 방법이 올바르지 않음

으로 인해, 원 발음과는 동떨어진 다른 소리

가 산출되는 경우

새로운 조음 

기술 연마,

산출 연습

<표 47> 오류 발생 단계에 따른 오류 원인과 교육적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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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음운지식(音韻知識) 단계’에서의 범하는 오류는, L1과 L2의 차이에 대한 

지식의 부재가 발음 오류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가령, 일본어의 ‘ざ’[za]와 

‘じゃ’[ʤa]의 발음 차이와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외국

인 학습자가 이 둘을 같은 소리로 발음하거나 혼동하여 발음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

한다. 한 마디로, 몰라서 틀리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어떤 발음의 경우는, 간단한 음

운적 지식만 가르쳐 주어도 즉시로 교정되는 발음도 있다. 따라서 음운지식 단계의 

오류에서는, L1과 L2와의 음운 체계 및 조음 방식의 차이 등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

이 교육적 처방으로 제안될 수 있다. 

다음은, ‘지각(知覺) 단계’의 오류로. 이는 제2언어와 모국어의 음운적인 차이에 

대한 지식이 있으나 모어의 영향으로 인해 그것을 구별하여 지각하지 못함이 발음 

오류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인 학습자가 일본어의 ‘ざ’[za]와 ‘
じゃ’[ʤa]가 다른 음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한국어에서는 /ᄉ/가 유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ᄌ/로 지각하여 이것이 산출 오류로 이어지는 사례가 여기

에 속한다. 한국어 장애음의 평음, 경음, 격음과 같은 발음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이들 세 발음의 구분은, 그 각각의 음운적 차이를 지식적으로 알아도, 실제 음성으로

는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각 단계에서 분별이 안 되는데, 산출 단

계에서 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할 수는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이 단

계의 오류에서는, 유사하게 들리는 목표어의 두 음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음성

적 지식의 제공뿐 아니라, 반드시 음의 분별을 위한 음성 지각에 초점을 맞춘 청취 

훈련을 통해 학습자의 직관 속에 세 음에 대한 구별된 범주를 형성시켜주는 것이 교

육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성(生成) 단계’의 오류는, 학습자들이 대립적인 음운에 대한 차이를 

알고 또한 이를 변별하여 지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산출할 때는 조음 방식이 올바르

지 않음으로 인해, 원 발음과는 동떨어진 잘못된 발음이 산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머리로 다 이해하고, 귀로도 다 들리는데, 새로운 조음 방식이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제 입으로 산출될 때는 정확한 발음으로 구현이 잘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발음 클리닉의 운영과 같이, 집중적인 발음 교정 방식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단계에 

속하는 오류로 볼 수 있다. 만일 한국어의 특정 발음의 오류가 이 생성 단계에 속해 있

다면, 그 처방은 조음 위치나 방법에 대한 시각적 자료를 통한 명시적 설명과 더불어, 

학습자들이 실제 그 발음을 수행하도록 도울 수 있는 조음 기술이나 연습 방법을 제공

해 주는 등 집중적이고 다양한 산출 연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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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앞서 두 이론과 연관지어보면, 다음의 <표 48>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관련 이론 오류의 원인 관련 단계 처방

대조분석가설
 차이성으로 인한 

조음의 어려움

(지식단계+) 

생성 단계
새로운 조음 

기술(skill)의 연마

음성지각이론
유사성으로 인한

분별의 어려움

(지식단계+) 

지각 단계
구별된 음성 범주의 

형성 

<표 48> 오류의 원인에 따른 교육적 접근 방향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조분석이론에 근거하여 두 언어의 음운ᆞ음성적 

차이성으로 인한 오류는, 생성 단계의`오류에 속하여 모국어에는 없는 새로운 발음

에 대한 조음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그 처방이 된다. 반면, 음성지각이론에서 두 언

어의 음운ᆞ음성적 유사성으로 인한 오류는 지각 단계의 오류에 속하여 음의 ‘분

별’이 교정을 위한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98)

이처럼, 발음 교육의 방법은 철저히 오류가 발생한 원인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하

며, 오류 발생의 원인에 대한 규명은 발음 습득과 관련된 이론적인 토대에 기반한 것

이 될 때 보다 설득력이 있게 된다. 본 연구 또한 발음 오류의 양상을 살피고 원인을 

분석할 때, 오류의 원인을 이 두 이론에 기초해 세 단계로 구분하고, 거기에 부합된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4. 라오스에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 현황

‘라오스’(Laos)라는 국가가 최근에서야 한국의 대중들에게 널리 아려지게 된 만

98) 서정목(2002:76-77)에서도, 음성ᆞ음운적 간섭 현상이 원인으로, ‘조음 전이’, ‘청취 

전이’, ‘자소 전이’,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토다(2006)의 오류 발생 단계와도 잘 부합됨

을 볼 수 있다. 먼저 ‘조음 전이’는 개별 언어적 음운 요소들이 고착화된 모국어의 조음 습

관으로 인하여 목표어의 조음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쳐 부정적으로 전이되어 오류를 발생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본고에서의 ‘생성단계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청취 전이’는 목표어의 음운 체계를 습득하는 데 모국어의 음운 체계

를 적용하여 그 체계를 중심으로 청취를 하게 되는 것으로, ‘지각 단계의 오류’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소 전이’는 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의 정서법 혹은 자소 체계 차이

로 인해 음운 체계의 부정적 전이가 이뤄지는 것으로, 동일한 표기가 두 언어에서 서로 다

른 음가를 지니는 경우에 발생하는 간섭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소 전이는, 한국어의 

음운변동 발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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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라오스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역사도 15년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 길지가 않

다. 1990년대 중반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몇몇 사설 학원에서 비학위과정으로만 한

국어가 교육되어 오다가 2003년 8월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라오스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Laos)에 한국어과가 정규학

위과정으로 개설되었다. 2009년 8월에 첫 졸업생이 4명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1

학년부터 4학년까지 약 13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전공과목으로 배우고 있으며, 

대학 내 전체 어문 계열 내에서도 영어와 중국어 다음으로 학생 수가 많을 정도로 

그 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한국의 노동부에서 노동허가제를 발급

받아 한국으로 가는 라오스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비학위과정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

요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본 절에서는, 라오스 내에서 유일하게 대학교 학위 과정으로 한국어교육이 실시되

고 있는 라오스국립대학교의 한국어과를 중심으로 한국어 발음 교육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1. 교육과정에 나타난 발음 교육 현황

2011년에 개편된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 전공의 교과목 구성과 시수는 다음의 

<표 49>와 같다. 

분류 과목명 학점 및 시수
 영역별 
이수학점

교양

라오스학 1-2 2(2-0-0)

19

라오어 3(2-2-0)

환경 1(1-0-0)

일반심리학 2(2-0-0)

컴퓨터 2(0-4-0)

군사학 1(0-3-0)

라오스 문화 2(2-0-0)

정치 2(2-0-0)

라오스 문학 2(2-0-0)

전 발음 발음 1-2 2(0-4-0) 36

<표 49>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 전공 교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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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과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은 총 122학점으로, 교양 19학점, 전공기초 36

학점, 전공필수 65학점, 전공 선택 2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 관련 교과목은 

크게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전공 

기초 과목에는 ‘발음, 문법, 번역, 한자’ 등과 같은 과목이 있고, 전공 필수 과목에는 

한국어 통합 교과목으로 배우는 ‘한국어 1-7’을 비롯하여 각 언어 기능별로 ‘말하기 

및 듣기, 쓰기, 읽기’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전공 선택 과목에는 ‘관광 한국어, 비

서 한국어, 호텔 한국어’가 개설되어 있다.99) 

99) 문서상에 기록된 교육과정과 실제 실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이 시수나 과목의 종류 면에

서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서상의 교육과정을 참고하되 실제 운용되고 

있는 교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함을 밝힌다. 

공 
기
초

문법 문법 1-4 1(0-2-0)

번역
번역 1-2 1(0-2-0)

번역 3 2(0-2-4)

한국학

문화 1-2 1(1-0-0)

문학 1-2 1(1-0-0)

역사 1-2 1(1-0-0)

경제, 사회 1(1-0-0)

정치 1(1-0-0)

한자 한자 1-2 1(0-2-0)

교육학 교육학 2(0-2-3)

제2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
어, 베트남어, 중국어 중에서 
택일(1-6).

2(0-4-0)

전
공 
필
수

한국어
한국어 1-3 3(0-9-0)

65

한국어 4-7 2(0-4-0)

말하기 말하기 1-7 2(0-2-3)

쓰기 쓰기 1-7 2(0-2-3)

읽기 읽기 1-7 2(0-2-3)

졸업논문 졸업논문 6(0-4-12)

전공 선택

관광 한국어 2(2-0-0)

2비서 한국어 2(2-0-0)

호텔 한국어 2(2-0-0)

* 학점 및 시수, a(b-c-d)에서, a: 학점, b: 강의, c:실습 d: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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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개설된 전체 교과목을 학년과 학기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의 <표 50>

과 같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한국어1

발음1

말하기1

쓰기1

읽기1

라오스학1

라오어

환경

한국어3

말하기3

쓰기3

읽기3

문화1

영어2

군사학

컴퓨터

한국어5

말하기5

쓰기5

읽기5

문학1

문법2

번역1

역사1

한자1

라오스 문학

영어4

한국어7

말하기7

쓰기7

읽기7

문학2

번역3

교육학

정치

영어6

2학기

한국어2

발음2

말하기2

쓰기2

읽기2

라오스학2

심리학

영어1

한국어4

말하기4

쓰기4

읽기4

문화2

문법1

영어3

라오스문화

정치

한국어6

말하기6

쓰기6

읽기6

문학2

문법3

번역2

역사2

한자2

경제와 사회

영어5

졸업 논문

<표 50> 각 학년, 학기에 수강하는 과목 

위 표에서, 발음 관련 과목은, 통합 교재로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 외에 ‘발음’(ກາ
ນອອກສຽງ)이라는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전공 기초 과목으로 1학년 과정 

동안 두 학기에 걸쳐 교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발음 교과목의 수업 시수는 앞서 

<표 49>에서 보듯이, 실습만 4시간(0-4-0)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운

용되고 있는 수업 시수는 한 차시 당 90분 수업으로, 주 1회 발음이 교수되고 있다. 

발음 교육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라오스와 같은 

언어권에 있으면서 언어적인 유사도가 높고 인접국에 위치한 태국에서 한국어 전공

이 개설된 7개 대학의 한국어 전공 교과목 중 발음 관련 과목을 살펴본 결과,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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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7개의 대학교가 다음의 <표 51>에서와 같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100) 

라오스국립대학교 태국 소재 대학교

과목명 발음1, 발음2 한국어 음성․음운론

학점 2학점 3학점

시수 구성
(강의-실습-자습)

0-4-0 3-0-0

교수 시기 1학년(1, 2학기) 2학년(1, 2학기)

교과목 분류 전공 기초 전공 필수

<표 51> 라오스와 태국의 한국어 전공 발음 교과목 비교

이를 통해 한국어교육에서 발음 교육에 대한 두 대학의 인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

다. 먼저 과목명에서 라오스국립대학교에서는 과목명을 ‘발음’이라고 한 반면, 태국

의 대학교에서는 일반적인 ‘발음’이라는 과목명 대신 ‘한국어 음성․음운론’으로 명명

한 것에 주목하게 된다. 즉, 후자의 대학교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음성학 

및 음운론에 관한 지식을 교수하는 것이 그들의 발음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 이를 

과목명에 명시적으로 강조하여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수업 시수의 구성을 보면, 라오스국립대학교는 ‘실습’ 즉 ‘연습’에만 

시수를 모두 배치한 반면, 태국의 대학교는 ‘강의’에 시수를 모두 배치한 것에서도 차

이를 엿볼 수 있다. 물론 실제 수업에서는, 강의와 실습을 적절하게 혼용하여 운용하

고 있겠지만, 이러한 시수 구성을 통해서도 발음 교육에 대한 두 대학의 인식의 차이

를 엿보게 된다. 즉, 전자의 대학은 발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하는 것과 같은 실습(practice)의 대상으로 본 반면, 후자의 대학은 발음은 

가르칠 내용이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teachable) 대상으로 본 인식의 차이가 시수 

구성에도 은연중에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학점의 부여에 있어서도, 전자의 

대학이 다른 모든 전공 필수과목이 3학점을 부여한 것보다 조금 덜한 2학점을 부여

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대학은 다른 전공 필수과목과 동등한 3학점을 부여하고 있으

며, 교과목 분류에 있어서도 전자의 대학이 발음 과목을 ‘전공 기초’ 과목으로 분류하

100) 태국에서 한국어가 전공으로 개설된 7개 대학은 송클라대학교, 부라파대학교, 씰라빠

건대학교, 씨나카린위롯대학교, 마하싸라캄대학교, 나레수안대학교, 라차팟치앙마이대학교

이며, 분리코헹(2015)에서 조사한 것을 참고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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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학년에 배치시킨 반면, 후자의 대학은 ‘전공 필수’ 과목으로 분류하고 2학년에 

배치시킨 것에서도 발음 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즉, 전자의 대학은 

발음을 언어 학습을 위한 기초과정으로 보고 초급 입문기에 해당하는 1학년 교과과

정으로 편성한 반면, 후자의 대학은, 발음은 문법이나 말하기 등과 동등한, 전공 과정

의 필수 과목이며, 한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입문기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

습자들이 한국어 발음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 있을 2학년 때에도 분명한 교수 

내용을 가지고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으로 본 것으로 파악된다.

 4.2. 교재 및 교실 수업에 나타난 발음 교육 현황

앞서 살펴보았던 <표 49>에서의 한국어과 전공 교과목 중에서, 발음이 교육 내용

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과목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발음(1-2)’외에도 통합 한국

어 과목인 ‘한국어(1-7)’과 기능별 수업에 해당하는 ‘말하기(1-7)’의 세 과목 정

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말하기’ 수업에서는 별도의 교재 없이 통합 교재와 

동일한 교재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발음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교재는 사실상 

‘한국어(1-7)’와 ‘발음(1-7)’의 두 과목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라 할 수 있다. 이 

두 과목에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는 아래의 <표 52>와 같다. 

발음 관련 과목 한국어 1-7 발음 1-2

사용되고 있는 
교재

연세 한국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1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09)

발음 교수 요목 없음

(1권) 자음, 모음, 받침, 음절구조, 연음

(2권) 경음화, 비음화, 유성음화, 유음화, 

구개음화,‘ᄒ’탈락, 사잇소리 현상

<표 52> ‘한국어’와 ‘발음’ 과목에 사용되고 있는 교재

먼저 전공필수 과목인 ‘한국어 1-7’은, 기능별 수업이 아닌, 한국어를 통합 교재

로 배우는 시간으로, 현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13)의 ‘연세 한국어 1-4

권’이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연세 한국어’의 교재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각 과마다 

동일하게 ‘어휘-문법-과제-문화’로 구성되어 있고, ‘발음’은 내용 구성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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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101) 즉, 교사가 ‘발음’을 교수하기 위해 사용된 교재 외의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서 교육하지 않는다면, 통합 한국어 시간에 실제적으로 발음과 

관련해서 배우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과의 한국어 강사 10명(한국인 5명, 라오

스인 5명)명으로 대상으로, ‘(통합) 한국어 수업 시, 학습자의 발음과 관련해서 얼마

나 자주 가르치거나 교정을 해 줍니까?’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102) 그 

결과, “가끔(예시: 교재에서 발음에 대해 나오면 가르치고 안 나오면 안 가르친다)”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거의 가르치지 않는 것 같다.”가 4명이 응답했다. 그런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연세 한국어’ 교재에는 발음에 대해 전혀 다루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

에, 통합 한국어 수업 시간에 발음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공 기초 과목 중에 발음과 관련해서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발음 1,2’의 과목의 교재로는 최근 들어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9)에서 편찬

한‘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발음 47’을 사용하고 있다. 이 교재는 1권과 2권으로 나

누어져 있는데, 앞서 살펴본 두 교재와는 달리 발음 전용 교재로써, 1권은 분절음의 

발음이 주된 내용으로, 자음, 모음, 받침의 분절음을 비롯하여 음절구조까지 다루고 

있다. 2권은 와 연음, 경음화, 비음화, 유성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ᄒ’탈락, 사잇소

리 현상 등의 음운 현상을 총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각 과의 구성을 살펴보면, 분절

음의 경우는, 각 음소의 조음 방법을 구강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과 설명을 통해 소개

한 다음, 발음을 듣고 올바른 음소를 고르는 것과 듣고 따라하는 활동을 주된 연습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음운 현상 발음의 경우 또한 각 과의 첫 머리에서 음운 규

칙을 소개한 다음, 발음을 듣고 올바른 발음을 고르는 것과 듣고 따라서 말하기 활동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습은 음소 단위, 단어 단위, 문장 단위, 대화 단위로 확대해 

10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5)에서 편찬한 발음 전용 교재인‘한국어 발음’이 있지

만, 라오스국립대학교에서는 이 교재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 

한국어 시간에는 교재에 발음 관련 내용이 없다고 볼 수 있다.
102) 설문조사는, “한국어 (통합) 수업 시, 얼마나 자주 한국어 발음에 대해 가르치거나 학습자

의 발음을 교정해 줍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의 5개의 답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① 매 수업마다 (예시: 교재와 상관없이 매 수업 시간에 한 번 이상은 발음에 대해 언급

하고 가르친다.) 

② 자주 (예시: 학습자의 발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심각한 오류에 한에서 수시로 언

급하고 교정해 준다)

③ 가끔 (예시: 교재에서 발음에 대해 나오면 가르치고 안 나오면 안 가르친다)

④ 거의 가르치지 않는 것 같다. 

⑤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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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발음을 연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풍부한 예문과 더불어, 단어 단위에서 뿐 

아니라, 문장 단위와 맥락이 담긴 담화 단위에서 발음 연습을 하도록 잘 구성된 교재

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활용도가 그리 높지는 못하다. 

먼저, 이제 한글 자모음을 막 배우고 익히고 있는 입문기에 속한 1학년 학습자들

이 배우기에는 이 교재에 제시된 단어나 문장의 수준이 너무 높다. 한글 자모음을 배

우는 입문기 학습자들은 아직 문자를 보고 읽는 것조차도 아직 온전하지 않아서 읽

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발음도 부정확하다. 이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연습 단위는 

고작 개별 음절 단위나 길어야 2, 3음절 단어인데, 이런 짧은 단어도 그 문자를 읽는

데 신경을 쓰느라 자신이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부분

이 학습자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단어여서 교사가 의미를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그

렇지 않을 경우는 의미와 무관한 발음 연습을 하게 되어 학습자들의 집중도와 흥미

가 떨어지기 쉽다. 문장과 담화 수준에서 좋은 예시들이 교재에 많이 제시되어 있지

만, 한글의 자모음을 처음 배우는 입문기 학습자들에게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1학년 2학기 때에 교재 2권을 통해 한국

어 음운 현상에 대해 명시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 또한 이제 한국어를 한 학기를 

배워서 한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1학년 학습자에게는 음운 규칙

에 대한 교수가 단지 지식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고, 또 연습을 위한 예문의 수준이 

맞지 않아 교재의 내용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교재의 모든 설명과 지시문은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교사가 라오

어로 번역하여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개인적인 참고서로는 전혀 활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발음 수업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

문으로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교사 인터뷰를 실시했을 때에도, 한국인 교사의 경우

는 모두‘의사소통의 문제’(5명)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즉, 1학년 초급 학

습자들이 한국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할 때 조음 위치나 조

음 방법, 또는 한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그림

으로 간단히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게 되고, 따라서 대부분의 발음 수업이 듣고 따라

하는 모방적인 연습에만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었다.

‘교실 수업 환경과 관련해서 발음 교육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

해, 한국인 교사들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재가 수업 시간과 시수에 잘 맞지는 않

는 것 같다는 의견과 학생 수(30-40명)가 너무 많아 각 개인의 발음을 일일이 들

어볼 기회가 없다는 것, 그리고 한국어와 라오어의 발음 체계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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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을 들었다. 라오스인 현지 교사의 경우는,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

나, 한국어 발음에 관한 지식적인 면에서의 부족과 발음을 어떻게 교수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 면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교사 자신의 발음에 대해 자신이 없는 

것이 발음을 교수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4.3. 효과적인 한국어 발음 교육을 위한 개선 방향

지금까지 라오스국립대학교의 한국어과를 중심으로, 한국어 전공의 교육과정과 

교재 및 교사와 교실 수업에 나타난 라오스에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한국어 발음 교육을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는 사

항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면에서 ‘발음’ 교과목의 학년 배치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라

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과에서는 발음을 1학년 교과목에 배치하여 1, 2학기 연속하여 

교수되고 있다. 1학기 때에는 주로 분절음 발음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이 시기는 한

글 자모음을 배우는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비효율성을 지적할 수 있다. 한글 자모

음을 배우면서 ‘발음’ 교과목 시간에 반복하여 더 배운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아직 축적되어 있는 어휘가 없고 발음 자체보다 문자를 읽는 데 더 집중됨으로써 심

도 있는 발음 학습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음운변동 발음의 경우도 1학년 

2학기에 배우게 되는데, 동일한 이유에서 그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발음’ 과목을 크게 두 영역, 즉 분절음 발음을 집중해서 다루는 ‘발음1’과 음운변동 

발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발음2’로 나누되, ‘발음1’은 한글 자모음을 익히는 1학년 

1학기보다 어느 정도 한글을 읽는 데 무리가 없고 초급 수준의 어휘량이 어느 정도 

쌓여 있을 1학년 2학기에 배치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음운변동 

발음을 다루는 ‘발음2’ 또한 한국어의 음운변동 발음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

되어 있을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에 배치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발음’ 교과목 외에도 통합 한국어 수업이나 말하기 수업에서도 반드시 발음

이 교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합 한국어 시간이나 말하기 수업 시간에는 발음만을 

다루는 ‘발음’ 교과목 수업과 같이 발음 요소를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

는 없다. 해당과에 나오는 대화문 중에 특별히 신경 써서 발음해야 할 부분이 나올 

때마다 한두 문장 정도만 교수해도 무방하다. 수업 끝에 단 5분 정도라도 시간을 들

여서라도 한 두 문장 정도 연습을 통해 한국어 발음의 소리의 원리를 하나씩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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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혀나간다면, 그것이 여러 시간 축적되면 나중에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운변동 발음의 경우, 초급에서부터 각 음운 규칙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

는 없지만, 음운변동이 적용된 발음이 나올 때 마다 시시 때때로 언급해 줌으로써, 

한국어의 발음이 표기형과 발음형에 차이가 있고 거기에는 일정한 음운 규칙에 기초

해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103) 즉, 한 번에 많이 말해 주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말해 주는 것이 음운 규칙을 의식하고 내재화하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런 경험들이 어느 축적되었을 때, ‘발음2’ 교과목을 통해, 한국어의 음운 현상

을 체계적이고 총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배우는 것이, 학습자가 가진 음운변동 발음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음운 규칙을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어 교육 효과가 더 배

가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교재 개발 시, 별도의 발음 교재가 반드시 필

요하다 할지라도, 통합 한국어 교재에서도 매 과마다 발음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이

라도 언급되도록 구성되는 것이 이를 전혀 배재하는 것보다 훨씬 발음 능력의 향상

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셋째,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항목이 선정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 따

른 발음 교육의 방법이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에

서 편찬한 발음 전용 교재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47’은 여러 면에서 잘 제작

된 교재라고 할 수 있지만, 라오스인이라는 특정 언어권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다루

어야 할 발음 요소가 빠진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다. 이를 위해서는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연구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하

며 그러한 연구 결과 성과의 토대 위에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3) 음운변동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음운변동 규칙의 등급화나 제시 순서에 대한 것이 

많은데,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견해로는 등급화나 제시순서를 정하는 것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실제 발화에서는 문법 항목에서처럼, 여러 

다양한 음운 규칙이 순차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상황에 따라 무작위적으로 출

현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해당 음운 규칙이 나올 때마다 시시때때로 학습자들에 언급해 

줌으로써, 한국어 음운 현상에 대한 경험을 축적시켜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발음’정규 교과목을 통해 한국어의 음운 규칙에 대해 총체적이고 체계적

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다. 이미 있는 경험적 지식의 바탕 위에 음운 규칙의 이해가 더 잘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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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분석 

1.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 분석

 1.1. 실험 설계

  1.1.1. 대상 학습자 및 발음 영역

발음 오류 분석을 위한 대상 학습자는,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전공 학습자 111

명으로, 1학년 37명, 2학년 30명, 3학년 25명, 4학년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

습자의 숙달도 구분은, 학생들의 대부분이 아직 TOPIK 시험 점수가 없는 관계로 

이를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고, 현재 배우고 있는 통합 기능 한국어 교재의 권수를 기

준으로 분류하였다.104) 즉, 한국어 교재의 1권과 2권을 배우고 있는 1학년과 2학년

을 초급으로, 3권과 4권을 배우고 있는 3학년과 4학년을 중급으로 분류하였다. 성

별은 남자 40명, 여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 대상 학습자 관련 사항을 정리

하면 다음의 <표 53>과 같다. 

숙달도 학생 수(비율) 학년 학생 수(명) 남(명) 여(명)

초급 67 (60%)
1학년 37 8 29

2학년 30 11 19

중급 44 (40%)
3학년 25 10 15

4학년 19 11 8

합계 111 (100%) 합계 111 40 71

<표 53> 실험 대상 학습자 사항

다음으로, 실험 대상 발음 영역은, 앞서 서론의 연구 대상에서 밝힌 대로, 분절음

과 음운변동 발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절음은 초성 자음과 종성 자음, 모음(단모

음, 이중모음)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음운변동 발음은 한국어의 음운 현

104) 라오스국립대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교재는 연세대어학당에서 제작한 ‘연세 

한국어’이며, 1년에 한 권을 공부하게 된다. 대부분의 통합 교재는 6권 체제로, 토픽 시

험 등급별 수준을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배운 학습 내용과 학습량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숙달도를 구분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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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중에 연음을 비롯하여 비음화, 유음화, 유기음화, 구개음화, 경음화의 총 6개의 

음운 현상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1.2. 실험 도구 및 방법

학습자의 음성 녹음을 위해 사용된 스크립트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9)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에 수록된 초급용 발음 진단지와 중급용 발음 진단지

를 각각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음성 녹음은 외부 잡음이 없는 빈 강의

실에서, 주어진 스크립트를 소리 내어 읽어 나갈 때의 발음을 녹음함으로 이루어졌다.

학습자 발음의 오류 판정 기준은, <표준발음법>이나 음성분석프로그램을 통해 나

온 음성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한국인 원어민 청자 세 명의 청취 판단을 기준

으로 하였다. 이는 ‘이해 가능한 발음’(intelligible pronunciation)이라는 본고에서

의 발음 교육의 목표를 고려할 때, 한국인 원어민 화자(Native Korean speaker)의 

음성 인식을 발음의 허용 가능성 여부를 가리는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 목표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인 원어민 교사 세 명이 해당 발음을 듣고, 이들 청자의 귀에 

들리는 대로 전사하게 하였다.105) 이 때 분절음 발음의 경우는, 그것이 스크립트의 

원문과 일치되게 받아 적은 것은 정(正)으로, 다르게 받아 적은 것은 오(誤)로 판정

하도록 하였고, 음운변동 발음의 경우는, 음운 규칙을 바르게 적용하여 발음한 것은 

정(正)으로, 음운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하거나 잘못 적용하여 발음한 

것은 오(誤)로 판정하도록 하였다.106) 그리고 세 명의 오류 판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2명)가 판정한 결과를 따랐다.

따라서 학습자의 발음이 원어민 화자의 발음과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원어민 청자

의 음운적인 인식 범주 안에 수렴될 수 있는 발음이라면, 이는 허용 가능한 발음으로

써 정(正)으로 판정하게 된다. 가령, 학습자가 ‘바다’[pada]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어두에서의 /ᄇ/를 무성음이 아닌 유성음으로 발음함으로써 [bada]로 발음했다고 

105)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들리는 대로 전사하는 방식’은 발화의 의미 이

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단지 음성 영역에서의 인식(recognition)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어민 청자의 음성 인식을 기준으로, 오류(허용 가능)와 비오류(허용 불가능)의 

구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106) 예를 들어, ‘정리’[정니]를 발음할 때 비음화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발음함으로써, ‘정리’로 

전사된 경우는 오류로 판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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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오류 판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한국어의 음운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면, 무성음 /p/를 유성음 /b/로 발음했기 때문

에 이 발음은 당연히 오류 발음이 된다. 그러나 한국인 원어민 화자의 발음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bada]가 오류로 판정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

는 유성음이 변이음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기식성과 긴장성만 약하게 조절된다면, 

발음 전사 시 ‘ㅂ’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급과 중급에 따라 발음 진단지를 다르게 구성함으로써 각 음소마다도 출

현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류에 관한 척도는 오류 빈도(회)가 아닌, 각 분석 단위 

안에서 발생한 오류의 횟수를 총 출현 횟수로 나눈 오류 발생률(ratio of error) 즉, 

오류율(%)을 기본 사항으로 측정하였다.107)

오류율(%) = 분석 단위 내 해당 음소의 출현 빈도 회 
오류 발생 빈도 회 

 × 100

 1.2.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진단

학습자의 세부적인 오류 양상을 분석함에 앞서, 본 절에서는 한국어의 모든 분절

음과 음운변동 발음을 총망라하여 각 영역별 오류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

으로써, 라오스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발음할 때 어떤 특징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를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에 이어

질 본격적인 양상 분석을 위한 분석 대상 발음 영역을 한정하고, 양상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분석틀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다. 

  1.2.1. 분절음 발음 진단

 1.2.1.1. 초성 자음

초성의 위치에서 각 자음 음소별 전체 라오스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율은 다음의 

<그림 12>와 같이 나타났다. 

107) 가령, 오류율 10%라 함은, 해당 발음 요소가 100회 출현 시 10회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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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전체 학습자의 초성 자음 음소별 오류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음(ᄆ, ᄂ, ᄋ)과 유음(ᄅ)에서는 거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오류가 장애음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음 

중에서도 가장 높은 오류율을 기록한 음소는 연구개 파열음 /ᄁ/에서 46.8%로 가장 

높은 오류율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파찰음 /ᄍ/가 32.6%, 양순 파열음 /ᄇ/

가 31.6%으로 이 세 음소 모두 30%이상의 높은 오류율을 기록하였다. 

장애음의 평음, 경음, 격음 간에 오류율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장애음 발

음을 평음, 경음, 격음으로 세분하고 오류율을 산정해 본 결과 다음의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음 발음에서 26.4%로 가장 높은 오류율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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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평음, 경음, 격음의 오류율(%)

이는 평음 발음의 오류율 24.3%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앞서 대

조 분석을 통한 예측과는 매우 다른 결과임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라오어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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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중에 무성무기음이 한국어의 경음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경음을 발

음할 때 라오어에 있는 무성무기음을 그대로 대응시켜 발음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하게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어두 초

성 장애음 발음 양상을 분석한 홍진혁(2016)에서의 결과와도 차이가 난다. 

본 연구의 결과와 홍진혁(2016)을 비교해 볼 때, 어두 초성 장애음 발음에서, 평

음보다 경음 오류가 높게 나온 원인을 다음의 몇 가지로 짐작해 볼 수 있다.108) 먼

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진혁(2016)에서는 실험 대상자의 수가  네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라오스인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 나타나는 전체

적인 오류 양상을 다 보여주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험 대상자의 수의 영향을 제외하고도, 홍진혁(2016)이 어두에 위치

한 장애음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어두와 어중을 모두 포함하여 산

정한 오류율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같은 장애음 음소라도 어두냐 어중

이냐 그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대상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 면에서도, 전자가 초급 입문기 한국어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관찰한 반면, 본 연구는 초급과 중급을 다 아우른 결과라는 점에서도 그 원

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먼저 앞서 <그림 13>의 실험 결과를 ‘어두 환경’과 ‘어중 

환경’으로 분리한 다음, 평음, 경음, 격음의 오류 발생률을 다시 산정해 봄으로써, 어

두와 어중의 위치에 따라 학습자의 발음 양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의 <그림 14>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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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어두-어중 위치에 따른 장애음 발음 오류율(%)

108) 홍진혁(2016)에서는 라오스인 초급 학습자 4명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어두 초성 장애

음 발음의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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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어두 위치에서는 앞서 대조 분석을 통해 예측한 것과 같이, 

평음에서 39.8%로 가장 높은 오류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어중 위치에서는, 경음

에서 31.6%로 가장 높은 오류율을 기록하였고, 평음에서 2.6%로 가장 낮은 오류율

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경음에서 오류율이 높게 나온 원인이, 어중 경음 오류에 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각 계열별로 살펴보면, 평음에서는 어두(39.8%)가 어중(2.6%)

에서보다 월등히 높은 오류율을 기록한 반면, 경음과 격음에서는 어중이 어두에서보

다 더 높은 오류율을 기록하였다. 

어두와 어중 위치에 따라 장애음 발음의 오류율에 있어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각 셀에 해당하는 오류 발생률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값을 변량으로 하여, 유의수준 99%에서 교차분석 즉 카이제곱(χ2) 검증

을 실시하였다. 이때의 영가설(H0)은 “어두, 어중 위치에 따라 {평음과 경음}, {평

음과 격음}, {경음과 격음}의 오류율에는 차이가 없다”로 설정하였고, 그 각각에 대

한 검증 결과는 아래의 <표 54>, <표 55>, <표 56>과 같다. 

평음 경음 전체 χ2

어두
40

(55.6%)

25

(34.7%)
72

(100.0%) 39.242**
(∅=0.552)

어중
3

(5.3%)

32

(56.1%)
57

(100.0%)

 *p<.05,  **p<.01

<표 54> 어두-어중 위치와 평음-경음 오류율 간의 상관성

평음 격음 전체 χ2

어두
40

(85.1%)

7

(17.9%)
47

(100.0%) 36.259**
(∅=0.710)

어중
3

(12.0%)

22

(88.0%)
25

(100.0%)

 *p<.05,  **p<.01

<표 55> 어두-어중 위치와 평음-격음 오류율 간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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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음 경음 전체 χ2

어두
25

(78.1%)

7

(34.7%)
32

(100.0%) 3.200
(∅=0.193)

어중
32

(59.3%)

22

(40.7%)
54

(100.0%)

 *p<.05,  **p<.01

<표 56> 어두-어중 위치와 경음-격음 오류율 간의 상관성

위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음-경음, 평음-격음의 오류율의 경우는, 유의

수준 99%에서 영가설을 기각함으로, 동일한 장애음 음소라도 어두 및 어중 위치에 

따라 오류 발생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음-격

음의 오류율은 어두, 어중 위치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두에서는 

평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나타난 반면, 어중에서는 경음 및 격음 오류

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평음, 경음, 격음에서의 오류율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학습자를 초급과 중급으로 나눈 다음, 장애음의 각 계열별

에서 나타나는 오류율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그림 15>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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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초급과 중급에서의 장애음 발음 오류율(%)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숙달도에 따라서도 장애음 계열 간의 오류 양상이 매우 다

름을 볼 수 있다. 먼저, 초급의 경우는, 대조 분석 과정에서 예상한 대로, 평음 계열

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였고 경음, 격음 순서로 오류율이 높았다. 이 결과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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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초급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홍진혁(2016)의 결과와도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급 학습자의 경우는, 경음 오류율(26.5%)이 평음 오류율

(15.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경음 발음에서 오류율이 높은 이유

가 특히 중급 학습자와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평음과 격음 발음에

서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갈수록 오류율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경

음 발음에서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갈수록 오류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각각 26.4%, 26.5%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경음 발음의 

정확성이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가 올라가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4>와 <그림 15>를 통합하여, 평음, 격음, 경음 각 계열별로 초급과 중급

에서의 오류율이 어떤 경향성을 갖는지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16>, <그림 17>, 

<그림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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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평음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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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격음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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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경음 오류율(%) 

먼저 <그림 16>의 평음에서의 오류율을 보면, 초급과 중급 모두 어두에서 높은 

오류율을 기록하였고, 어중에서는 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어두에서의 오류율은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갈수록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그림 17>에서 격음 오류에서 또한, 초급에서 중급으로 갈수록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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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으로 오류율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띠었다. 그리고 격음에서는 어두보다 어중의 오

류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18>에서 경음 오

류율을 살펴보면, 우선 어두와 어중 모두 오류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두 경음에서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갈수록 오류율이 감소하였지만, 

어중 경음에서는 오히려 20.7%에서 42.3%으로 오류율이 거의 두 배 이상 더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평음 발음 오류는 대부분이 어두의 위치에서 발

생하였고 초급과 중급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갈수록 오류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띠

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경음 및 격음 발음 오류는 주로 어두보다 어중의 위치에

서 더 잦은 오류가 발생하였다. 특히 경음 오류는 초급과 중급 모두 오류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어두의 경우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가면서 오류율이 감소하는 경

향을 띠었지만, 어중의 경우는 오류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띠었다. 그 원인 무

엇이든 분명한 사실은, 어중 경음 발음은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가 올라가도 정확

도가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2.1.2. 종성 자음

다음으로,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음절말 종성 자음을 발음할 때 오류를 

범한 발음은, 다음의 <그림 19>에서와 같이, /ᄅ/가 유일했으며 30.9%의 높은 오류

율을 기록하였다.109) 이 결과는 앞장에서 실시한 대조 분석의 결과와도 정확히 일

치한다. 한국어의 유음 /ᄅ/에 해당하는 음소가 라오어 자음 음소에도 /ລ/로 동일하

게 존재하지만, 이 자음은 초성에만 올 수 있고 음절말 종성 자음으로는 사용되지 않

기 때문에,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ᄅ/ 받침을 발음할 때 많은 오류를 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09) 받침소리 중에, ‘집에’[지베], ‘돌아오다’[도라오다] 등과 같이 해당 종성 자음 뒤에 모

음이 연결되어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종성 자음 뒤에 

모음이 이어지면 연음이 적용되어, 종자음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올라가 사실상 초성에 

위치한 자음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겹받침을 제외한 홑받침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했음

을 밝힌다. 홑받침 발음을 할 수 있다면, 겹받침 발음은 두 개의 자음 중에 어느 받침이 

종성에 남고 어느 받침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올라가는지만 알면, 그것을 발음하는 것 

자체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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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전체 학습자의 음절말 종성 발음 오류율(%)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ᄅ/ 받침 발음의 정확도가 향상되는지 여부를 보

기 위해 전체 학습자를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 종성 /ᄅ/ 발음의 오류율을 살펴본 

결과, 아래의 <그림 20>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20> 학년별 음절말 /ㄹ/ 오류율(%)

위 그림에서 보듯이, 3학년을 제외하고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절말 종성 /ᄅ/ 발

음의 오류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오류율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

다. 오히려 3학년에서는 오류율이 45.1%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음절말 종성 /ᄅ/ 발음은, 한국어의 전반적인 숙달도가 올라가도, 라오스인 학습자들

에게 습득이 잘 되지 않는 발음 요소로 여겨진다. 

종성 /ᄅ/ 발음은 한국어에서 요일과 날짜를 말할 때 특히나 자주 등장할 뿐 아니

라,  한국어의 목적격 조사인 ‘을, 를’에도 모두 /ᄅ/ 받침 발음이 포함되어 있고, 관

형사형 연결 어미 ‘(으)ᄅ’ 등 여러 문형 표현에도 포함되어도 있기 때문에, 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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ᄅ/ 발음을 부정확하게 할 경우 의사사통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기능부담량이 큰 음소로 생각되며, 따라서 라오스인 학습자의 음절말 /ᄅ/ 오류는 

반드시 교정이 필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1.2.1.3. 모음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발음 오류율은, 아래의 <그림 21>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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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모음 발음 오류율(%)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모음 발음 오류는 앞 장의 한국어와 라오어의 모음 대조 

분석을 통해 예측한 것과 거의 일치되게 나타났다. 즉, 단모음 부분에서는 오류가 전

혀 나타나지 않았고, 모든 오류가 이중모음 부분에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리고 이중 모음 중에서도 ‘ᅤ, ᅨ, ᅪ, ᅯ, ᅫ’에서는 오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j/계열의 ‘ᅣ, ᅧ, ᅭ, ᅲ’와 /w/계열의 ‘ᅰ, ᅬ, ᅱ’ 그리고 /ɰ/계열의 ‘ᅴ’에서만 오

류가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오류율은 자음 오류에서만큼 높지는 않았으며, 10% 이

상의 오류율을 기록한 모음은 ‘ᅧ, ᅲ, ᅬ/ᅫ/ᅰ, ᅱ’의 네 개에 불과하였다.110)

이처럼 같은 계열의 이중모음에 속해 있으면서도 각 음소 간에 오류율이 비대칭적

으로 나타난 것은, 앞서 대조 분석 과정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초성의 위치에 자음의 

결합 여부와 깊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어의 /j/계열과 /w/계열의 이중모

110) 이중모음 /we/의 오류는, /ᅫ/에서는 0%, /ᅰ/에서는 11.7%, /ᅬ/에서는 16.9%로 나

타났다.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류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들 모음의 문자적인 

면에서 형태적인 혼동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양상 분석에서 더 자

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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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포함된 활음이 라오어에서는 자음 음소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음소에 또 하나의 자음이 결합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겨우’,  ‘교수’ 등
에서와 같이, 초성에 자음이 결함된 일부 이중모음의 경우에만 오류를 범함으로써, 

오류의 분포가 산발적이고 비대칭성을 띠게 된 것으로 보인다. 

  1.2.2. 연음 및 음운변동 발음 진단

라오스인 학습자의 연음 및 음운변동 발음(연음,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 

구개음화)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2>와 같다. 

72.8 
76.1 

66.7 

0.0 

36.1 37.4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연음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 구개음화

<그림 22> 연음 및 음운변동 발음 오류율(%)

경음화를 제외한 모든 음운 현상에서 기본적으로 30%이상의 매우 높은 오류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연음(72.8%), 비음화(76.1%), 유음화(65.8)에서는 모두 60%을 

웃도는 매우 높은 오류율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초급과 중급으

로 나누어 음운변동 발음의 오류율을 살펴본 결과, 아래의 <그림 2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갈수록 오류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

히려 초급보다 중급에서 더 높은 오류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초급과 중급에서 사용

된 발음 진단지의 차이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111)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음운

111) 음운변동 발음의 경우, 초급 진단지가 주로 단어 수준에서 제시된 반면, 중급 진단지에

서는 모두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중급의 오류율이 초급보다 높게 나

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쉽고 익숙한 단어나 표현에서는 특별히 음

운 규칙을 의식하지 않아도 익숙해진 발음 습관을 따라 올바로 발음할 가능성이 다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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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발음의 정확도가, 적어도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4년의 기간 안에서는, 한

국어 학습 기간이 늘어나고 한국어 숙달도가 올라가도, 그리 뚜렷하게 개선되는 경

향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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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초급과 중급에서의 음운변동 발음 오류율(%) 

한편, 경음화 발음에서는 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조 분석 과정에

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라오스인의 한국어 발음이 대체로 경음화되어 발음되기 때

문으로 보인다. 즉, 라오어 자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성무기음이 VOT의 

측면에서 한국어의 경음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발음할 때도 의식적으로 

‘경음화’라는 음운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한국인이 듣기에 경음화되어 발음되기 

때문으로 보인다.112)

 1.3.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의 양상 및 원인 분석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에 대한 세부 양상과 원인 분석은, 한국어의 모든 

발음 요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앞서 발음 진단에서 각 발음 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오류율을 기록한 발음, 즉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발음 요

소를 중심으로 실행하고자 한다. 

크기 때문이다. 반면, 분절음 즉 개별 음소 발음은, 의미를 몰라도 표기대로 발음하면 되

기 때문에 단어의 익숙한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2) 발음 진단지에,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는 ‘요점, 불치병’과 같은 복합어 뒷말의 첫소

리를 경음으로 발음해야 하는 경음화 발음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런 종류의 경음화 발

음에서는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오류가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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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성 장애음의 경우는, 어두와 어중 환경에 따라 오류율의 격차가 크게 달랐던 

점을 근거로 어두와 어중으로 나누어 살펴보되, 오류율이 10% 미만을 기록한, 어중 

평음(2.6%)과 어두 격음(6.9%)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어두 평음과 

어두 경음, 어중 경음 및 격음의 세 가지를 오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오류의 

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서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음절말 종성 자음의 경우는, 유음 /ᄅ/를 제외한 다른 것에서는 오류가 거의 발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음 /ᄅ/에 한정해서 오류의 양상 관찰하고자 한다. 그러나 

‘물이 깨끗해요’에서 ‘물이’[무리]와 같이 /유음][모음/ 환경에서는 종성의 유음이 

연음 현상에 의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종성 자음 

발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즉, 어절 말 유음과 /유음][자음/ 환경에서의 종성 /ᄅ/ 

발음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한다. 이는 종성 자음 발음 오류와 연음 발음 오

류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모음의 경우도, 앞서 발음 진단 결과에 근거해,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중모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오류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j/계열의 /ᅣ, ᅧ, ᅭ, ᅲ/와 /w/계열의 /ᅬ(ᅰ), ᅱ, ᅴ/ 발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 음운 현상 발음에서는, 오류율이 65% 이상으로 높았던 연음을 비롯하여 

비음화와 유음화 오류에 한정하여 오류의 양상과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양상 분석을 위한 분석 대상 발음 영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7>과 같다. 

대분류 소분류 분석 대상

자음
초성 장애음 어두 평음, 어두 경음, 어중 경음 및 격음

종성 ‘ㄹ’받침  /자음][모음/ 환경에서의 /ᄅ/

모음

/j/ 계열 ᅣ, ᅧ, ᅭ, ᅲ

/w/ 계열 ᅰ, ᅬ, ᅱ

/ɯ/ 계열 ᅴ

음운 

현상

연음 ex) 한국어, 책이, 밥을 등

음운변동 비음화, 유음화

<표 57> 분석 대상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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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초성 장애음 발음 양상 및 원인 분석

 1.3.1.1. 어두 평음 오류

먼저, 어두 평음 발음에서 타나난 오류는, 아래의 <표 58>과 같이, 주로 평음을 

같은 계열의 경음 또는 격음으로 교체하여 발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오류 양상 오류 빈도(회) 비율(%)

평음 → 경음 387 64

평음 → 격음 196 33

기타 19 3

합계 602 100

<표 58> 어두 평음 발음 오류 유형과 오류 빈도 및 비율

전체 어두 평음 발음 오류 중에서,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범한 오류의 

유형은, 한국어의 평음을 같은 계열의 경음으로 교체하여 발음하는 오류로 64%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은 평음을 같은 계열의 격음으로 발음한 오류로 33%를 기록하

였다, 이 두 유형이 전체 어두 평음 오류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지배적이었다.  각 

유형에 속한 발음 오류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59>와 같다.113)

113) 실제 나타난 라오스인 학습자의 오류는 두, 세 가지의 오류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해당 오류 양상이 보다 선명히 드러나도록, 복합적인 

오류의 경우는 개별 오류 양상으로 분리함으로써, 한 종류의 오류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계열 오류 유형 오류 예시

/ㅂ/

평음 → 경음 발목[빨목], 바다[빠다], 바쁘고[빠쁘고] 

평음 → 격음
발목[팔목], 밥이[파비], 병원에서[평원에서], 바지[파지],

바다[파다], 바쁘고[파쁘고]

/ㄷ/
평음 → 경음 두통이[뚜동이], 대학[때학], 두부가[뚜부가], 동안[똥안]

평음 → 격음 두통이[투통이], 대학[태학], 두부가[투부가], 동안[통안] 

<표 59> 어두 평음 발음의 오류 유형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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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오류는, 위의 표에서 보듯이, 마찰음과 파찰음에서만 나타났다. 즉, 마찰음 /

ᄉ/를 /ᄌ/나 /ᄎ/로 교체하여 발음하거나, 파찰음 /ᄌ/를 마찰음 /ᄉ/로 교체하여 발

음한 오류 유형이 있었다. 

앞서, <표 58>에서 전체 평음 오류 중에, 평음을 경음으로 교체하여 발음한 오류는 

64%, 평음을 격음으로 발음한 오류는 33%로,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오류가 평

음을 격음으로 발음하는 오류보다 약 두 배가량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나, 마

찰음 /ᄉ/계열에는 격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음을 경음으로 교체한 오류 유형만

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발음의 오류 빈도수(160회)를 제외하고 평음 발음 오류의 비

율을 다시 살펴보면, 아래의 <표 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음을 경음으로 교체한 오

류와 평음을 격음으로 교체한 오류의 비율이 1.16:1로써, 1:1의 비율에 매우 가까움

을 볼 수 있다. 즉,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산출하고 있는 한국어의 평음이, 한국인 청자

가 들을 때 경음 및 격음과 명확히 구별되어 산출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류 빈도(회) A : B

평음→경음 (A) 227
1.16: 1

평음→격음 (B) 196

합계 (A+B) 423 -

<표 60> /ㅅ/를 제외한 평음 발음 오류 유형 비율 

/ㄱ/

평음 → 경음 구경[꾸꼉], 금[끔], 감기[깜끼]

평음 → 격음

기니까[키니까], 기다리는[키다리는], 곧장[코짱],  

감기[캄기], 그저께는[크저게는], 금[큼], 교통[쿄통], 

갈비탕[칼비탕]

/ㅅ/

평음 → 경음 샀어요[싸써요]. 사전[싸전], 서점[써점], 샤워[싸워]

기타 오류
서점[처점], 사진[차진],  샀어요[차써요], 

사과[자과], 시간[지간], 사고[자고]

/ㅈ/

평음 → 경음 자기[짜기], 조카[쪼카]

평음 → 격음
잘[찰], 전화번허[천화번호], 자기[차기], 진짜[친차], 조카

[초카], 

기타 오류 조카[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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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오류 양상의 원인은, 무엇보다 학습자의 모국어인 라오어의 장애음에 있는 

두 음소, 즉 무성무기음과 무성유기음이 한국어의 평음을 발음할 때 간섭 현상을 일

으킨 데서 찾을 수 있다.114) 즉, 한국어의 평음과 학습자의 모국어에 있는 무성무기

음 및 무성유기음과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이 두 음소 중 어느 하나에 동일 범주화시

켜 발음함으로써 오류를 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 한국어의 평음과 라오어

의 장애음 음소 간에, 어떤 유사성이 언어 간섭으로 인한 오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

는지를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그림 24>는 한국어와 라오어 장애음의 기식의 길이에 해당하는 VOT값

과 후속하는 모음의 음높이에 해당하는 피치(pitch) 값의 상대적인 범주 차이를 보

여준다.115)

<그림 24> 한국어와 라오어 장애음의 VOT와 PITCH의 범주 비교

위의 <그림 24>에서 보듯이, 라오어의 무성무기음과 무성유기음은 VOT 면에서는 

한국어의 경음 및 격음과 거의 일치하지만, 피치면에서는 오히려 평음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피치면에서의 유사성은,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평음을 인식

할 때, 모국어인 라오어에는 없는 전혀 새로운 음으로 인식하기보다 라오어에 이미 

존재하는 이 두 음소에 동일 범주화시켜 발음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피치의 유사성과 더불어, 간섭의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한국어와 라오어 장애음 간의 기식성 범주 체계의 차이이다. 아래의 <그림 

114) 격음과 경음이라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청취 판단자인 한국인 화자가 듣기에 그렇다

는 것이고, 이를 발음하는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국어에 존재하는 두 

음소에 의거하여 발음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115) 이 그래프는, 조은주(2011)에서 실시한 한국어의 장애음과 태국어의 장애음 간의 유

사성 정도 측정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도식화한 것임을 밝힌다. 라오어의 장애음 음소에 

대응되는 태국어의 장애음 음소의 음성적 특성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본고의 논의를 

위한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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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는, 기식성의 측면에서 라오어와 한국어의 음성범주의 차이를 보여준다. 

라오어
1:2 대응

한국어

기식성 음소   음소 기식성

  격음 (많다)

(있다) 무성유기음

  평음 (조금 있다)
(없다) 무성무기음

  경음 (거의 없다)

<그림 25> 평음 발음 시, 라오어의 간섭 양상

라오어의 장애음 분류 기준에는 긴장성의 자질이 없기 때문에, 라오스인이 한국어

의 장애음 발음을 분별할 때는 당연히 긴장성보다 기식성에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기식성에 근거하여 장애음의 음성 범주를 구분하면,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장애음은 기식이 ‘많은’ 격음과 기식이 ‘거의 없는’ 경음, 그리고 기식이 

‘조금 있는’ 평음116)의 세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라오어의 무성 장애음은 기

식이 ‘있는’ 무성유기음과 기식이 ‘없는’ 무성유기음의 두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117) 

즉, 범주 구성 면에서 라오어와 한국어는 ‘2:3’의 대응 구조를 띠면서 한국어의 장애

음 발음 시, 모국어인 라오어가 간섭 현상을 일으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기식이 ‘있다’ 아니면 ‘없다’의 이원적 범주에 익숙한 라오인 학습자들은, 경음과 격

음의 중간 정도의 기식성을 가진 평음을 발음할 때 그 정확한 지점을 찾지 못하고, 

모국어에 존재하는 이원적 범주 중 어느 하나에 범주화시키게 된다. 기식성 면에서 

116) 한국어 음소 체계에서는, 평음을 기식이 없는 ‘무기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는 뚜렷한 기식성을 가진 격음에 비해서는 평음의 기식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기식

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을 뿐, 실제는 기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기식

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신지영(2016:106-107)에서 또한, 한국어의 평음을 분류

상으로는 기식이 없는 ‘무기음’으로 분류해 놓았지만, 발음을 교육하는 측면에서는 평음과 

격음을 동일하게 기식이 있는 음소로 보고 바로 이런 유사성이 영어 화자들이 평음과 격

음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임을 언급하고 있다. 
117) 라오어 장애음의 유ᆞ무성의 이원적 대립은 라오스인의 한국어 장애음 발음에 거의 영

향을 주지 않는다. 한국어의 장애음에는 유성음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의 

장애음을 익힐 때 유ᆞ무성으로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같은 무성

음이면서, 한국어가 삼원적 대립을 이루는 반면, 라오어는 이원적 대립을 이루는 것이 라

오스인들이 한국어의 장애음 발음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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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끝단에 있는 격음과 경음을 발음할 때는 라오어의 무성유기음과 무성무기음에 그

대로 대응시켜 발음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혼동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중간에 

위치한 평음을 발음할 때는 무성유기음과 무성유기음과의 음성적 유사성으로 인해 

둘 모두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평음을 발음할 때 이 둘 중 어느 하나에 가깝게 발음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즉, 평음을 기식이 있는 유기음으로 인식하고 기식이 있게 

발음하려고 하면, 모국어인 라오어의 ‘무성유기음’과 동일 범주화됨으로써 한국어의 

‘격음’과 유사한 발음을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평음을 기식이 없는 무기음으로 

인식하고 기식 없이 발음하려고 하면, 모국어인 라오어의 ‘무성무기음’과 동일 범주

화됨으로써 한국어의 ‘경음’에 가까운 발음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118) 이는 베스

트(1994)의 지각동화모델(PAM)에서 SC(Single Category Assimilation) 유형, 

즉 1:2 범주 대응에 속한 것으로 변별이 가장 어려운 유형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국어 평음 발음에서 교정의 관건은 결국 발음 인식 단계에서 

평음, 경음, 격음의 구별에 있다. 왜냐하면,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평음을 

정확하게 내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발음 산출 단계에서 그것의 조음 기술이 생소해

서가 아니라, 평음의 음성적 특징이 모어인 라오어의 범주 체계에 기반해서는 경음 

또는 격음과의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두 평음 발음 오류는, 토다

(2006)의 오류 발생 단계에 입각할 때, ‘지각 단계의 오류’에 속하며, 평음 발음 교

육 방안은 결국, 한국어의 평음을 같은 계열의 경음 및 격음과 구별된 범주로 인식하

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 되므로, 무조건적인 산출 연습보다 유사한 음의 분별을 위한 

음성 지각에 중점을 둔 연습 방안이 요구된다.119) 

 1.3.1.2. 어두 경음 오류

어두 경음 발음의 오류는, 아래의 <표 61>과 같이, 경음을 격음으로 교체하여 발음

한 오류와 경음을 평음으로 교체하여 발음한 오류, 그리고 기타 오류 세 유형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그 비율에 있어서는, 어두 경음 오류의 80%가 경음을 격음으로 교체

하여 발음한 오류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경음을 평음으로 발음한 오류는 

118) 한국어의 평음과 경음은 라오어의 무성무기음과 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한국어의 평

음과 격음은 라오어의 무성유기음과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119) 본고의 분석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어의 평음 발음은 흔히‘들을 수 있어야 말할 수 

있다’라는 명제와 가장 부합된 발음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산출 실패의 원인이 지각 실패

와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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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4%에 불과하였으며 초급 학습자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오류 유형 초급 중급 합계(회) 비율(%)

경음 → 격음 76 87 163 80

경음 → 평음 29 1 30 14

기타 10 2 12 6

합계 115 90 205

비율(%) 56 44 100

<표 61> 어두 경음 오류 유형과 오류 빈도 및 비율

다음으로, 아래의 <표 62>를 통해, 각 오류 유형별 세부 양상을 살펴보면, 경음을 

격음으로 교체하여 발음한 오류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발생한 반면, 경음을 평음으로 

교체하여 발음한 오류는 /ᄁ/와 /ᄊ/ 두 음소에서만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발생한 것

을 볼 수 있다. 

오류 유형 비율(%) 오류 예시

경음 → 격음 80

삐어서[피어서], 짜증내지[차증내지], 빵이[팡이], 
까매요[카매요], 까만[카만], 찌개[치개], 또[토], 
빨리[팔리], 뜨끈뜨끈[트근트근], 빨간색[팔간색]

경음 → 평음 14
까매요[가매요], 까만[가만], 

싸요[사요] 

기타 6 쑤셔요[추서요, 쭈서요], 찌개[씨개], 사요[차요]  

<표 62> 어두 경음 오류 예시 

경음을 평음으로 교체하여 발음한 오류의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이 유형에 속한 

전체 오류 빈도 29회 중에, /ᄁ/를 /ᄀ/로 교체한 오류는 단 8회에 불과하였고, /ᄊ/

를 /ᄉ/로 교체한 오류가 21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마찰음의 경우, 평

음 /ᄉ/와 경음 /ᄊ/의 두 음소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음 /ᄊ/가 음소 교체 

오류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오직 평음 /ᄉ/로 교체한 오류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어두 경음 오류의 대부분이 경음을 격음으로 교체하여 발음

한 오류라 할 수 있다. 

어두 경음을 격음으로 발음한 오류의 원인은, 어두 평음에서처럼 모국어인 라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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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경음과 격음이 후두의 

긴장성 측면에서 긴장성이 강한 경음(fortis)에 속하는 유사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라오어 음소 내에도 이와 거의 일치하는 무성무기음 및 무성유기음이 분명하게 구별

된 음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경우 경음과 격음을 구분하여 인

식하는 것 자체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 이 오류 유형은, 생성 단

계에 속한 오류로써, 구강 폐쇄 이후 파열 과정에서 기식이 유입됨으로써 유기음에 

가깝게 발음된 것이라 할 수 있다.120) 이 오류 유형은 오히려 학습자의 모국어에 있

는 라오어의 음소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습득을 촉진시킬 수 있

다. 왜냐하면 앞서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라오어의 무성무기음은 한국어의 경음과 

음성적 속성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발음을 

교수할 때에도, 단순히 반복적인 듣고 따라 하기와 같은 모방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국어와 목표어의 음운적 유사성과 차이성을 인식하고 이를 한국어 발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음운론적인 지식 또한 교수하는 것이 발음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어두 경음을 평음으로 발음한 오류의 원인은, 라오어의 무성무기음의 

음성학적인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먼저, 앞서 <그림 24>에서도 볼 수 있듯이, 라오

어의 무성무기음은 VOT 면에서는 경음과 거의 일치하지만, 피치(pitch)면에서는 

어떠한 성조도 붙지 않을 경우, 거의 평음 수준에 불과하다. 피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긴장성이 약하게 발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라오어 자음 체계에서도 살펴보

았듯이, 라오어의 무성무기음에는 긴장성의 자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긴장성의 

자질에 따라 음소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한국어의 장애음에 비해, 긴장성의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고 넓게 적용된다. 그래서 라오어의 무성무기음을 한국인 청자가 들을 

때 많은 경우 한국어의 경음으로 인식하게 되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경음의 범주를 

120) 파열 단계에서 기식이 들어가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라오스인 학

습자들에게 직접 발음을 교수한 경험에 근거한다면, 조음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부주의함

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된다. 즉 파열 과정에서 기식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구강 폐쇄 

시에 유기음을 발음할 때보다 더 힘을 주고 오래 폐쇄시킴으로써 공기압을 높인 다음 순

간적으로 파열시켜야 하는데, 일부 학습자의 경우 이러한 파열 과정에서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개방시킴으로써 풍선에서 바람이 새어 나가듯이 기식이 섞여 들어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발음할 때 입을 크게 열지 않거나 많이 움직이지 않고 대충 발음하려는 

학습자의 경우 경음 발음 시 이렇게 기식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주의

가 필요하다. 특히 이 오류 유형은, 초급보다 중급에서 오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숙달도와 상관없이 학습자 개인이 발음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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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난 부분도 일부 존재함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라오어와 음운적으로 유사성이 많은 태국어의 무성무기음을 통해서도 

발견될 수 있다. 아몬랏 카타위(2014)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 120명을 대상으로, 

태국어의 무성무기음을 성조 없이 평성으로 발음한 단어를 한국인 원어민 청자에게 

들려주고 그것이 어떻게 들리는지 인지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63>과 같이 나타났다.  

태국어 
음소

응답률(%)

평음 경음 격음 모르겠다

/pa/ 14.2 84.2 0.0 1.7 

/ta/ 14.2 71.7 0.0 14.2 

/ka/ 25.8 67.5 0.0 6.7 

/sa/ 11.7 84.2 0.0 4.2 

/ʨa/ 19.2 76.7 0.0 4.2 

<표 63> 태국어의 무성무기음에 대한 한국인의 지각동화 양상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국어의 무성무기음을 한국인 청자가 들었을 때, 대

부분이 한국어의 경음에 해당하는 소리로 응답한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비록 소수

이지만 평음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모르겠다’로 선택한 사람들도 일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특히 /ta/와 /ka/에서는 '평음'과 '모르겠다'로 답한 사람을 합치면, 대략 

30% 내외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태국어의 무성무기음과 라오어의 무성무기음은 문자적으로는 다르지만, 음성학적

인 특성은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면, 라오어의 무성무기

음도 성조 없이 발음하게 되면, 즉 아무런 악센트를 주지 않고 발음하게 되면, 경우

에 따라서는 평음에 가까운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아몬랏 카타위

(2014)에서는 태국인 학습자들이 좀 더 분명하게 경음 발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 

태국어의 무성무기음에 태국어의 성조 2성을 두고 발음하게 하는 교육방안을 제시

하고 있는데,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때도 이러한 라오어의 성조를 활용한 

교육 방법이 동일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오류는, 토다(2006)의 오

류 발생 단계에 따르면, ‘생성 단계의 오류’로써,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경음을 산출

할 때, 라오어의 무성무기음을 사용하여 발음하되 이 발음이 확실하게 경음의 범주 

안에 들어가도록, 라오어의 성조 부호 중에 하나인 ‘마이토’를 붙여서 3성 또는 6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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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음하게 하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121)  

마지막으로 기타 오류 유형은, 마찰음과 파찰음에서만 나타났다. 즉, 마찰 경음 /

ᄊ/를 파찰음 /ᄎ/ 또는 /ᄍ/로 발음하거나 파찰 경음 /ᄍ/를 마찰 경음 /ᄊ/로 발음

한 오류가 소수 관찰되었다. 이 역시 음의 분별에서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조음 방식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1.3.1.3. 어중 경음 및 격음 오류

  (1) 어중 경음 발음 오류 유형과 원인

라오스인 학습자의 어중 경음 발음 오류 유형과 양상은 다음의 <표 64>와 같이 나타났다. 

오류 유형 초급 중급 합계(회) 비율(%)

경음 → 평음 129 56 185 86

경음 → 격음 3 28 31 14

합계(회) 132 84 216 -

비율(%) 61 39 - 100

<표 64> 어중 경음 발음 오류 유형과 오류 빈도 및 비율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어중에 위치한 경음을 발음할 때, 가장 반복적으

로 범한 오류 유형은, 경음을 평음에 가까운 소리로 발음한 것으로, 무려 86%로 어

중 경음 오류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앞서, 어두 경음 오류의 의 양상과는 매

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중 경음 발음 오류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65>와 같다. 어중 경

음을 평음에 가까운 소리로 발음하는 오류 유형은, 이 한 유형이 어두와 어중을 합친 

전체 경음 발음 오류 중에서 62%를 차지할 정도로,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매우 지

배적인 오류 유형으로 나타났다. 

121) 이에 대해서는 홍진혁(2016)에서도 제시한 바 있으며, 교육 효과가 입증된 만큼 본고

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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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유형 비율(%) 오류 예시

경음 → 평음 86

뜨끈뜨끈[뜨근뜨근], 그저께는[그저게는], 어깨[어개],

코끼리[코기리], 바빠요[바바요], 어때요[어대요], 

이쪽[이족], 김치찌개[김치지개], 미끄러워서[미그러워서], 

경음 → 격음 14 뜨끈뜨끈[뜨큰뜨큰]

<표 65> 어중 경음 발음 오류의 예시

이 오류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그저께는’을 라오스인 학습자와 한국인 화자

가 발음한 것의 음성적 특성을 Praat를 활용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26>, <그

림 27>과 같다. 

<그림 26> 한국인의 ‘그저께는’ 발음의 음성 특성 

<그림 27> 라오스인 학습자의 ‘그저께는’ 발음의 음성 특성 

위의 <그림 26>과 <그림 27>을 비교해 볼 때, 두 발음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어중 경음 /ᄁ/의 ‘폐쇄지속시간’, 즉 폐쇄 구간의 길이 차이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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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어중 경음 /ᄁ/의 폐쇄 지속시간이 103.6ms인데 반해, 라오스인은 이에 훨

씬 못 미치는 65.3ms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22) 어중 장애음을 발음할 때 폐쇄

지속시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구강 폐쇄 이후 파열 단계에서의 공기압이 약한 상

태로 파열되었음을 의미한다.123) 다시 말해, 그만큼 긴장성이 약하게 발음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바로 이 때문에 라오스인 학습자의 경음 발음이 한국인 청자가 듣기에 

경음이 아닌 평음에 가까운 소리로 들리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증거는 

피치 값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26>에서 한국인의 어중 경음 /ᄁ/의 발

음은 피치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그림 27>에서 라오스인의 어중 경음 /ᄁ/ 발

음은 오히려 피치가 낮은 수준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어중 경음을 발음할 때 긴장성이 약화되는 원인이 무

엇인지를 규명해 보기 위해, 앞서 <표 65>의 오류 예시를 통해, 이 오류가 발생한 음

운 환경을 관찰해 보면 매우 일정한 패턴을 띠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래

의 <그림 28>과 같이, 경음의 위치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더 자

세히 말하면, 어중 경음이 앞 음절의 종성에 자음이 붙지 않은 모음 다음에 위치해  있

다는 점이다.

모음

(종성 자음 無) +

경음

+ 모음
평음

<그림 28> 어중 경음 오류가 발생하는 음운 환경

이를 통해 보건대,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어중의 경음을 긴장성이 부족한 평음에 

가깝게 발음하게 되는 것은, 분명 경음 앞에 오는 모음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왜냐하면 유성음인 모음 다음에, 무성음이면서 긴장성이 강한 경음으로 바로 

122) 신지영(2011:109)에도 언급한 바 있듯이, 어중 장애음의 폐쇄지속시간의 길이는, 일

반적으로, 경음 > 격음 > 평음의 순으로, 경음에서 가장 길고 평음에서 가장 짧게 나타난

다. 낫타웃(2012:83)에서 또한, 한국인 원어민 화자 10명을 대상으로, /ᄀ/, /ᄏ/, /ᄁ/의 

폐쇄지속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그 평균값이, 각각 45ms, 142ms, 184ms로, 평음에서 

가장 짧고 경음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123) 후두의 긴장성을 강하게 파열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구강을 폐쇄했을 때 폐쇄 구간 

내의 공기 압력을 높여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강 폐쇄 이후 파열 직전까지 걸

리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긴장성]의 음운 자질

을 가지고 있는 경음과 격음은, [-긴장성]의 자질을 가진 평음에 비해 폐쇄지속시간이 길

어지게 된다. 



- 132 -

옮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어중에 경음 /ᄁ/

가 포함된 ‘어깨’에서, 모음 ‘어’ 다음에 오는 경음 ‘깨’를 발음하기 위해 연구개를 닫

으면, 그 순간 마치 [억]을 발음할 때와 같은 모양이 되고 공기압은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파열 직전에 공기압을 상승시키는 이러한 예비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어중 평음을 발음할 때보다 폐쇄지속시간을 길게 가져가야만 한다. 그냥 이 상태

로 머물면 불파음인 받침소리가 되지만, 연구개를 순간적으로 개방시키게 되면 그동

안 가두어 둔 공기가 강하게 파열되면서, 경음인 [깨]로 산출되게 된다. 그러나 라오

스인 학습자의 경우, ‘어깨’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거의 [억]을 발음할 때와 비슷한 

구강 폐쇄가 일어나야 공기압이 높아져서 후두의 긴장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러한 

준비 과정 없이 모음 ‘어’에서 바로 ‘깨’로 넘어가려 하다 보니, 결국 긴장성이 충분

하지 않은 평음 [게]에 가까운 발음이 산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앞서 <그림 

27>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라오스인의 경음 /ᄁ/ 발음에서 폐쇄지속시간이 거의 평

음 수준으로 매우 짧게 나타난 것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어중에 위치한 경음을 평음에 가까운 소리로 발음한 오류의 

원인이, 그 경음 주변의 음운 환경 즉, 모음 다음에 위치한 경음에 있다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는, 한국어의 음운 현상 중에 ‘장애음의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음운 

환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음의 경음화 현상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어중 

경음화 오류와는 반대의 경우로, 평음으로 표기된 것을 오히려 경음으로 발음해야 정

확한 발음이 되는 경우이다. 한국어에서 경음화가 발생하는 음운 환경은, 아래의 <그

림 29>와 같다. 

자음

(장애음) +

경음

+ 모음
평음

<그림 29> 경음화가 발생하는 음운 환경

위 그림에서 보듯이, 경음화 현상이 일어날 때는 기본적으로 앞 음절의 종성에 반

드시 자음 즉 장애음이 오게 된다. 즉, ‘먹고, 듣다, 덥다’의 예에서처럼, 앞 음절에 

/ᄀ, ᄃ, ᄇ/와 같은 장애음 다음에 평음이 올 때, 평음은 경음으로 바뀌게 된다. 그

런데 흥미로운 것은, 앞서 음운변동 발음 진단에서 살펴보았듯이, 라오스인 학습자

들은 앞 음절의 종성에 /ᄇ, ᄃ, ᄀ/와 같은 장애음이 위치한 경음화 발음에서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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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도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장애음 뒤 경음화 오류에서 단 한 번의 

오류도 범하지 않은 것은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경음화의 음운 규칙을 의식적으로 잘 

적용해서라기보다, 앞 음절의 종성에 무성 장애음이 오는 음운 환경이, 표기대로라

면 긴장도를 약하게 발음해야 할 평음의 경우에도 경음화시켜 발음하도록 유도하였

기 때문이다. ‘먹고’라는 발음에 대해,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먹고’라고 표기해 놓

고 발음해 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경음화를 적용하여 [머꼬]라고 발음한다. 그

러나 ‘먹고’와 발음은 같으면서 표기 형식만 다른 ‘머꼬’를 발음해 보라고 하면 [머

고]라고 발음하는 오류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사실은, 어중 경음 오류가 

단순히 개별 음소 차원의 오류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어중 경음 발음 오류은, 지각 단계에 속한 오류와는 

무관하며, 철저히 생성 단계에 속한 오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중의 경음을 평음

으로 발음하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관건은, 발음 생성 단계에서 모음 다음에 위치

한 어중의 경음을 어떻게 하면 긴장도가 약해지지 않고 구강 폐쇄, 개방 과정에서 강

하게 파열시키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어중 격음 발음 오류 유형과 원인

어중에서 나타난 격음 발음 오류 유형과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66>과 같이 

나타났다. 

오류 유형 초급 중급 합계(회) 비율(%)

격음 → 평음 55 16 71 73

격음 → 경음 22 4 26 27

합계(회) 77 20 97 -

비율(%) 79 21 - 100

<표 66> 어중 격음 발음 오류의 유형과 오류 빈도 및 비율

어중 격음 발음 오류는 격음을 평음으로 발음한 오류가 73%로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었고, 격음을 경음으로 발음한 오류는 27%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습자의 숙달

도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오류가 초급 단계(79%)에서 발생하였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범한 어중 격음 오류의 구체적인 예에는 다음의 

<표 67>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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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유형 오류 예시

격음 → 평음
비치는[비지는], 우체국[우제국], 소포[소보], 조카[조가], 

교통[교동], 두통이[두동이], 김치찌개[김지지개]

격음 → 경음 비치는[비찌는], 우체국[우쩨국], 김치찌개[김찌찌개]

<표 67> 어중 격음 발음 오류의 예

먼저, 어중 격음을 평음으로 교체하여 발음한 오류는, 바로 앞 절에서 살펴본 바 

있는 ‘어중 경음을 평음으로 교체하여 발음한 오류’와 동일한 원인으로 보인다. 즉, 

어중 경음 오류의 원인에서 살펴보았듯이, 어중 경음이 모음 다음에 위치할 때 긴장

성이 약화되어 평음에 가깝게 발음되는 오류 양상을 띠었는데, 어중 격음 오류의 경

우도, 위의 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앞 음절에 모음이 위치해 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중 경음 오류의 원인도, 앞 음절의 모음의 영향

으로 격음의 긴장성이 약해져서 평음에 가깝게 발음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

중 격음 오류의 교육 방안 또한 어중 경음 오류와 동일한 원리로 접근할 수 있다. 

즉, 어중 격음의 긴장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앞 음절의 모음 발음에 이어 긴장성이 

강한 격음으로 자연스럽게 옮아갈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어중 격음 오류의 두 번째 유형인 격음을 경음으로 교체하여 발음한 오

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과는 또 다른 양상을 발견하게 된다. 위의 두 유형의 오

류 예시를 비교해 보면 특징적인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비치는

[비찌는], 우체국[우쩨국], 김치찌개[김찌찌개] 등에서와 같이, 오직 /ᄌ/ 계열에서

만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어중 격음을 평음으로 발음한 오류가 ‘ᄑ, ᄐ, ᄏ, 

ᄎ’와 같이 다양한 계열에서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동일한 어중 격음 오류

임에도, 두 유형의 오류 원인이 각기 다름을 암시한다. 

앞서, 발음 진단 결과(<그림 14> 참고)에서, 어두 위치에서의 격음 오류율이 

6.9%에 불과하다는 것은,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격음을 발음하는 것 자체

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어와 라오어의 자음 대조에서 살펴

보았듯이, 라오어의 무성유기음이 한국어의 격음과 음성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가장 큰 음소가 있다면 한국어의 파찰ᆞ격음에 

속한 /ᄎ/이다. 왜냐하면 라오어의 파찰음에는 무성무기음의 자질을 가진 단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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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 /ຈ/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라오어의 파찰음에는 [+기식성]의 음운 자질

을 가진 유기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격음 /ᄎ/

를 발음할 때, 모국어인 라오어의 무성무기음에 동일 범주화시켜서 한국인이 들을 

때 경음 /ᄍ/에 가까운 소리를 산출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이 유형의 오류를 범한 학

습자들이 어중 뿐 아니라 어두에서도 /ᄎ/를 라오어의 무성무기음에 대응되는 /ᄍ/

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한 것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124) 

따라서 어중 격음 오류의 두 번째 유형은, 라오어와 한국어의 음소 체계의 차이에 

기인한 오류이며, 지각 단계에서부터 /ᄎ/의 음성 범주를 라오어의 무성무기음과 구

별된 범주로 인식하고 산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1.3.2. 음절말 종성 /ᄅ/ 발음 양상 및 원인 분석

음절말 종성 /ᄅ/ 발음 오류는, 약 31%의 오류율을 기록할 만큼 라오스인 학습자

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로 나타났다. 이 오류는 /ᄅ/를 /ᄂ/로 교체하여 발음하는 오

류와 /ᄅ/를 탈락하는 오류,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 별 오류 빈도를 살

펴보면, 아래의 <표 68>과 같다. 

오류 유형 초급 중급 합계(회) 비율(%)

/ㄹ/ → /ㄴ/ 85 155 240 62

/ㄹ/ 탈락 32 118 150 38

합계(회) 117 273 390 -

비율(%) 30 70 - 100

<표 68> 종성 /ㄹ/ 발음 오류의 유형과 오류 빈도 및 비율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성 발음 /ᄅ/를 /ᄂ/로 교체하여 발음한 오류가 전

체 종성 /ᄅ/ 오류 중에서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받침 /ᄅ/를 탈락시

켜 발음하는 오류가 38%를 차지하였다. 위의 각 오류 유형은, 오류가 발생한 위치

와 음운적인 환경에 따라 ‘어절말‘과 ‘/ᄅ-ᄅ/ 연쇄‘, ‘/ᄅ-기타 자음/ 연쇄‘의 세 가

124) 전체 어두 격음 오류 중에 63%가 /ᄎ/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에 속한 

대부분의 오류가 /ᄎ/를 라오어의 무성무기음에 대응시킴으로써 한국어의 경음 /ᄍ/에 가

깝게 발음한 것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또한 홍진혁(2016)에서도 라오스인 초급 학습자

들이 한국어의 격음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을 파찰음에 속한 /ᄎ/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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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세부 유형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발생한 오류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69>와 같다.125)

오류 유형 오류 예시 (유형 내 비율)

/ㄹ/ 

→ /ㄴ/

(61.5 %)

• 어절 말 /ㄹ/  → (95%)

발목을[반모근, 바모근, 발목은], 과일[과인], 나를[나른], 팔월[파뤈, 팔

원, 판원], 물을[무른], 갈비탕을[갈비탕은], 잘[잔], 날을[나른], 진통제

를[진통제른], 청소를[청소른], 사전을[사저는], 길[긴], 화요일[화요인], 

주말[주만], 열[연], 버스를[버스른], 사진을[자지는], 찍을[찌근]

• /ㄹ/-/ㄹ/ 연쇄  → (1%)

빨리[빤리], 팔일로[파린노]

• /ㄹ/-/기타 자음/ 연쇄 → (4%) 

발목[반목], 갈비탕[간비탕], 날씨[난씨], 결혼(견혼), 팔월[판원]

/ㄹ/ 탈락

(38.5 %)

• 어절 말 /ㄹ/ → (2%)

사전을[사저느], 갈비탕을[갈비탕으], 찍을[찌그],

사진을[사지느], 잘[자], 열[여], 과일[과이], 물을[물으]

• /ㄹ/-/ㄹ/ 연쇄  → (95%)

얼른[어른], 빨리[빠리], 달라요[다라요], 몰라요[모라요], 걸려요[거려

요], 알려줘[아려줘], 팔렸어요[파려써요], 팔일로[파리로]

• /ㄹ/-/기타 자음/ 연쇄 → (3%)

날씨[나씨], 발목을[바모글], 빨간색[빠간색], 결혼[겨혼]

<표 69> 종성 /ㄹ/ 발음 오류 유형 별 예시

먼저, 종성 /ᄅ/를  /ᄂ/로 교체하여 발음한 오류의 경우는, /ᄅ/가 어절 말에 위치

한 경우와 /ᄅ/ 다음에 기타 자음이 연쇄한 경우가 9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ᄅ/ 탈락 오류는,  /ᄅ/와 /ᄅ/가 연쇄된 경우 즉, 종성 /ᄅ/ 다음

에 또 하나의 /ᄅ/가 다음 음절 초성에 이어진 경우가 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었고 그 외의 음운 환경에서는 단 5%에 불과하였다. 더 간단히 말하면, 위

의 <표 69>에서 음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ᄅ-ᄅ/ 연쇄 환경에서는 /ᄅ/를 

탈락시키는 오류가 지배적임에 비해, 그 외의 모든 경우에서는 /ᄅ/를 /ᄂ/로 교체하

125) 종성 /ᄅ/ 발음 오류는 대부분이, 분절음 오류와 연음 오류가 뒤섞여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는 /ᄅ/ 발음 양상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기 위해, /ᄅ/ 오류 외에 다른 오류는 교정

하여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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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음하는 오류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래의 <그림 

30>에서 보듯이,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종성에 위치한 유음 /ᄅ/를 발음할 때, 매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0> 종성 /ㄹ/ 오류의 양상

음절 말 유음 오류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모국어인 라오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라오어에도 한국어의 유음 /ᄅ/에 해당하는 자음 음소 /ລ/[l]가 존재하지만, 

이 음소는 초성의 위치에만 올 수 있고 종성의 위치에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라오어에는 종성 /ᄅ/ 발음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종성 /ᄅ/를 발음할 때, 이를 /ᄂ/로 대치하여 발음하거나 아니면 아예 탈락시킴으로

써 이와 같은 오류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126)

본 절에서는, 종성 /ᄅ/ 발음 오류의 원인 분석을 토대로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성 /ᄅ/ 발음 오류의 유형을 크게 ‘/ᄅ/를 /ᄂ/로 교체한 오

류’와 ‘/ᄅ/를 탈락시킨 오류’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라오스인 학습자의 오류 발음의 

특성을 면밀히 관찰,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1.3.2.1. /ㄹ/를 /ㄴ/로 교체한 오류

실제 발음 수업 시간에서, 종성 /ᄅ/ 발음이 안 되는 학습자에게 교사가 개별적으

로 아무리 /ᄅ/ 받침소리를 반복하여 들려주고 따라 해 보도록 하여도, 그들의 입에

서 산출되는 소리는 결국 /ᄂ/ 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

126) 이러한 양상은, 태국어, 베트남어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베트남어의 경우도, 음절

말에 올 수 있는 자음은 /m, p, t, k, n, ŋ/ 6개로, 음절말에 유음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로 인해, 베트남 학습자들은 한국어 음절말 자음을 발음할 때 /ᄅ/를 /ᄂ/로 발음하는 오

류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달’을 [단]으로, ‘말’을 [만]으로, ‘물’을 ‘문’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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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증상의 원인으로, 라오어에 존재하는 <외래어 표기법>의 영향을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라오어에는 종성의 위치에 /ᄅ/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종성에 /ᄅ/가 포함된 외래어의 경우는 조음 위치 면에서 동일한 치조음에 속한 /ᄂ/

에 해당하는 라오어 자음 ‘ນ’[n]으로 대체하여 표기하고, 발음도 그 표기대로 발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외래어 표기법 발음

Seoul ເຊອຸນ  [seun]
ball ບານ [ban]
bill ບິນ [bin]

<표 70> 라오어의 외래어 표기법과 발음법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영어식 표기인 ‘Seoul’을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

되, /l/을 /n/으로 교체하여 발음함으로써 [세운]으로 발음된다. 영어 단어인 ‘ball’과 

‘bill’을 발음할 때에도 본래의 영어식 발음으로 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하되 음절 

말 /ᄅ/는 역시나 /n/으로 대체하여 발음함으로써, 원래의 영어 발음과는 동떨어진 

[반]과 [빈]으로 발음하게 된다. 라오어의 단어에는 위의 예 외에도 외국에서 유입

된 외래어가 라오어식 표기와 발음법을 따라 조어되어 정착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 음절 말에 유음 /ᄅ/가 있는 경우는 모두 /ᄂ/로 발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래어 표기법과 발음법의 영향으로 인해, 종성 /l/을 /n/으로 발음하

는 것은 대부분의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일종의 화석화처럼, 매우 강하게 굳어진 

발음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오류는 지각 단계에서 두 음의 분별에 관한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왜냐

하면, 라오스인 학습자들은 종성 /l/와 /n/을 구별된 소리로 듣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

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이 종성 /ᄅ/을 /ᄂ/으로 잘못 발음하

는 원인이 이 두 발음을 구별하여 인식하지 못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두 

소리의 차이를 잘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입으로 산출할 때에는 정확한 발음이 나오

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즉, 이 오류는 생성단계에 오류에 속한 것으로 학습자의 부

정확한 조음 습관을 교정해 주는 방향으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음절 말 종성에서 실현되는 유음은 설측음으로, 조음 시 혀끝을 들어서 치경 중앙

부에 닿게 해야 한다. 반면, 받침 /ᄂ/의 경우도 혀가 치경 부분에 닿지만, 치경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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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할 때의 혀의 모양에 있어서 /ᄅ/와 차이가 있다. 즉, /ᄅ/를 발음할 때는 혀가 꼿꼿

이 세워져 있는 것과는 달리, /ᄂ/를 발음할 때에는 혀가 누여져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치경과 접촉하는 혀의 면적이 /ᄅ/ 보다 넓고, 입이 적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요컨대, 라오스인 학습자의 /ᄅ/를 /ᄂ/로 발음한 오류는, 혀가 치경 부분에 접촉

하는 것까지는 맞았지만, 접촉할 때의 혀의 모양과 접촉 면적이 잘못된 것으로 인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종성 자음 /ᄅ/의 교정 방안은,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하

면 이러한 조음 특성을 잘 이해시키고 이에 맞게 종성 /ᄅ/ 발음을 산출하게 하느냐

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방은 종성 /ᄅ/를 탈락시켜 발음한 오류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3.2.2. /ㄹ/를 탈락시킨 오류

‘/ᄅ/를 /ᄂ/로 교체한 오류’가 혀를 치경에 접촉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발생한 오

류라면, ‘/ᄅ/를 탈락시켜 발음한 오류’는 아예 혀를 치경 부분에 닿지 않음으로 인

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이 오류는, 앞서 <표 69>에서도 살펴보았듯이, /ᄅ-ᄅ/ 연

쇄 환경에서 95%의 압도적 비율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 오류 유형의 조음 특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종성 /ᄅ/가 탈락된 오류 

발음과 /ᄅ/를 바르게 산출한 발음의 음성적 특성을 Praat를 통해 비교해 보면 다음

의 <그림 31>과 <그림 32>와 같다. 

<그림 31> [모라요]의 음성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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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몰라요]의 음성적 특징 

<그림 31>과 <그림 32>를 비교해 보면, 음절말 유음에 해당하는 구간의 길이에

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127) 먼저, 음절말 유음을 탈락시켜 발음

한 [모라요]는 유음 구간이 약 57ms로 짧게 나타난 반면, 음절 말 유음을 다음 음

절 초성에 이어 정확하게 발음한 [몰라요]의 경우는, 약 139ms로 2배 이상 길게 나

온 것을 볼 수 있다.128) [모라요]와 [몰라요]에서의 유음 구간은 모두 혀끝이 치경

에 닿는 때부터 시작하여 떼는 때까지의 시간에 해당한다. 즉, 종성에 유음을 제대로 

발음하든, 탈락시켜 발음 하든 간에, 그 다음 음절의 초성에 또 하나의 유음이 이어

지기 때문에, 마치 폐쇄음에서 폐쇄와 개방이 연쇄로 일어나는 것 같이, 유음을 발음

하기 위해 혀끝이 치경에 닿는 순간 폐쇄가 일어나고 떼 내는 순간 개방이 일어난다. 

그런데 [모라요]는 혀끝이 치경에 닿은 즉시 떼어버리는 반면, [몰라요]는 종성에 

위치한 /ᄅ/가 모음과 초성 /ᄅ/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접촉 시간을 갖

게 되는 것이다. 결국, [모라요]와 [몰라요]의 유일한 차이는 혀끝과 치경이 접촉하

는 시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접촉 시간을 제외한, 혀가 치경에 닿는 부위나 혀

끝이 치경에 닿는 정도나 치경에 닿을 때의 혀의 모양 등에서는 초성 /ᄅ/와 종성 /

ᄅ/의 두 발음이 완전히 일치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대로 종성 /ᄅ/ 발음 오류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모라요]라는 오류 발음에서 [모]다음 [라]를 발음한다고 생각하고 혀끝

127) [모라요]에서의 탄설음 /ᄅ/는 다막음 소리의 일종으로, 짧은 치경 폐쇄와 이에 이어지

는 폐쇄의 개방으로 만들어지는 소리다. 따라서 탄설음은 폐쇄음과 마찬가지로 폐쇄의 국

면과 개방의 국면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탄설음은, 폐쇄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펙트

로그램에서 음향 에너지가 거의 관찰되지 않은 짧은 흰 공간이 나타나게 된다(신지영 

2014:251).   
128) 왜냐하면, [몰라요]는 종성의 /ᄅ/와 초성의 /ᄅ/가 연이어 발음되기 때문에, 초성에만 

/ᄅ/가 있는 [모라요]보다 더 길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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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치경에 댄 후에 바로 떼어 내는 것이 아니라 접촉한 상태로 모음 [오]를 지속해 

주면 [몰~]이 산출되게 된다. 한 마디로, 초성의 /ᄅ/를 활용하여 종성의 /ᄅ/를 발

음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ᄅ-ᄅ/ 연쇄 환경이 아닌 경우, 즉 /ᄅ/를 /ᄂ/로 교체하여 발음한 오류의 

교정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 가령, ‘발목’을 발음한다고 할 때, 바로 [발목]을 

발음하려고 애쓰기보다 [발]을 발음하기 위해 초성에 /ᄅ/가 있는 [바라]를 중간단

계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몰라요’에서와 동일하게, [바]를 발음한 다음 [라]를 

발음하기 위해 혀를 치경에 댄 후 바로 떼지 않고 접촉한 상태로 모음 [아]를 지속

해 주면 [발~]이 산출되게 된다. 

이렇게 초성 /ᄅ/를 활용하여 종성 /ᄅ/를 발음하게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학습자

들에게 종성 /ᄅ/ 조음 방식의 많은 부분을 학습자들에게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는 점이다.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발음할 수 있는 초성 /ᄅ/를 이용하여, 종성 

/ᄅ/를 발음할 때의 혀의 모양과 혀와 치경에 접촉할 때의 접촉 정도를 실제 발음해 

보면서 느끼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1.3.3. 이중모음 발음 양상 및 원인 분석

앞서 발음 진단에서 살펴보았듯이, 라오스인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 오류는 /j/계

열과 /w/계열의 일부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라오스인 학습자의 이중 모음 발음 양

상은, 이 두 계열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3.3.1. /j/계 이중모음 오류  

/j/계 이중 모음에서 오류가 발생한 음소는, ‘ᅣ, ᅧ, ᅭ, ᅲ’의 단 네 개에서 발생

하였다.129) /j/계 이중모음 오류에 속한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71>

과 같다.

129) 동일한 /j/ 계열의 이중모음임에도 ‘ᅨ’와 ‘ᅤ’에서는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자

음과 /j/계 이중모음의 연결 제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국어에서 /j/계열 이

중모음은 경구개음 ‘ᄌ, ᄍ, ᄎ’ 뒤에는 연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두음절에서는 ‘ᄂ’ 뒤

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한 단어는 ‘녀석’처럼 어두에 나타나지 않는 의존명사나 ‘뉴
스’와 같은 외래어 등에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약에다 이중모음 ‘예’와 

‘얘’는 특히나 다른 자음들과는 잘 결합되지 않는다. ‘계집, 개폐, 혜택’ 등과 같은 단어들

이 있지만, 실제 발음될 때는 <표준발음법>에 의거해, 단모음화 되어 [게집], [게집], [혜

택]으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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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 오류율(%) 오류 예시 

/ᅣ/ 5.5 샤워[사워]

/ᅧ/ 12.9

쑤셔요[쑤서요], 마셔요[마서요], 생겨서[생거서], 

가려고[가러고], 팔렸어요[팔러써요], 알려[알러], 

어려워요[어러워요], 웽웽거려요[웽웽거러요], 겨우[거우], 

/ᅭ/ 5.2
필요해요[피로해요], 일요일[이로일], 교실[고실],

무료[무로], 교수님[고수님], 교과서[고과서] 

/ᅲ/ 11.5 연휴에[연후에], 휴가[후가], 유리[우리], 휴지[후지]

<표 71> /j/계 이중모음 오류율과 오류 예시 

위의 예에서 보듯이, 모든 오류가 초성의 위치에 자음과 결합된 경우에만 발생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초성의 위치에 자음과 결합되지 않고 이중모음이 단독

으로 발음되는 부분에서는 오류가 단 일회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대조 분석 

결과에서 예측한 것과 일치한다. 그리고 오류 양상도 이중모음 /ᅣ, ᅧ, ᅭ, ᅲ/를 각

각 /ᅡ, ᅥ, ᅩ, ᅮ/의 단모음으로 교체하여 발음한 오류 한 유형만이 나타났다. 

한국어와 라오어의 이중모음 대조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그리 많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라오어의 자음 음소 중에 한국어의 활음에 

해당하는 'ຢ'[j]가 있어서 이 자음과 단모음 ‘ᅡ, ᅥ, ᅩ, ᅮ’와 결합하게 되면, 한국

어의 ‘야, 여, 요, 유’와 동일한 음가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중모음 

앞에 자음이 결합된 경우는 라오어의 음절 체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중모음을 단

모음으로 단순화하여 발음하는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이중모음 발음 진단에서 각 음소별 오류율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ᅧ

/(12.9%)와 /ᅲ/(11.5%) 두 곳으로, 오류율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류율이 낮게 나온 것은 학습자의 음성 녹음을 위해 마련한 스크립트의 영

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즉, 스크립트 내에 포함된 이중모음의 형태가 자음이 결합되

지 않은 음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중모음 출현 빈도에 다 포함해서 

오류율을 산정하면 오류율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되기 때문이다. 만일 자음

과 결합된 /j/계 이중모음의 발음의 출현 빈도를 높여서 스크립트를 구성하였다면 오

류율은 지금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130) 

130) 스크립트 상에, 자음과 결합한 이중모음 부분만 대상으로 오류율을 다시 산정해 본 결

과, ‘ᅣ, ᅣ, ᅭ, ᅲ’가 네 개의 전체 오류율이 약 21%로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

는, /j/계열 이중모음 오류의 오류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해서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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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계 이중모음은 자음과의 연결 제약으로 인해, 한국어의 단어 가운데 어두 위치

에서 ‘ᅣ, ᅧ, ᅭ, ᅲ’와 결합된 자음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어중에서는 위의 오류 

예시에서 보듯이, ‘V-아/어요’나 ‘V-(으)려고 하다’와 같은 문형에서 많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j/계 이중모음 오류는, 지식 단계와 생성 단계의 오류에 속한 것으로, 교정이 어

려운 발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은 라오어의 /j/에 해당하는 음소

가 자음성이 강한 음소라는 인식이 강해서 자음과 결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이

유 때문에 단모음으로 교체하여 발음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인데, 한국어의 ‘ᅣ, 

ᅧ, ᅭ, ᅲ’의 발음을 교육할 때는 라오어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j/를 활음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단모음 /i/로 단순화여, ‘교 = 기 + 오’,  ‘휴 = 히 + 우’, 
‘리 = 리 + 어’와 같이, 한국어의 이중모음을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의 형태로 제

시해 주는 것이, 이들 이중모음 앞에 자음이 결합될 때의 발음의 원리를 쉽게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3.2. /w/계 이중모음 오류 

/w/계 이중모음 오류는 /ᅰ/, /ᅬ/, /ᅱ/, /ᅴ/ 네 개의 발음에서 일어났다. 나타난 

오류의 양상은 그리 다양하지 않았고, 소수의 국한된 오류 형태가 반복해서 나타나

는 양상을 띠었다. 이는 이들 오류가 단순히 읽기 과정에서의 실수로 나타난 우연적

인 오류가 아니라 개연성 있는 오류임을 말해준다. 각 음소별 오류율과 오류 예시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72>와 같다.131) 

음소 오류율(%) 오류 예시 

/ᅰ/ 11.7 웬일인지[원일인지], 웽웽거려요[윙윙거려요]

/ᅬ/ 16.9 해외여행[해위여행], 외워요[위워요]

/ᅱ/ 15.7 쥐[지], 귀[기], 

/ᅴ/ 8.4 거의[거의, 거에]

<표 72> /w/계 이중모음의 오류율과 오류 예시 

발음 영역으로 보고, 양상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131) /ᅰ/와 /ᅬ/는 현실발음을 적용하여 /we/의 같은 음소로 간주될 수 있으나, 문자의 형

태적인 면에 오류 발생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리하여 오류율을 제시하

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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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ᅰ’ 오류는, /ᅰ/를 /ᅯ/나 /위/ 등과 같이 /w/ 계열의 다른 이중모음으로 교

체하여 발음하는 오류가 대부분이었다. 라오어에는 ‘웨’[we]의 음가를 가진 이중모

음이 존재하지 않지만, 역시나 라오어의 자음 안에는 한국어의 활음 /w/에 해당하는 

/ວ/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음소와 단모음 ‘ເເ’[e]의 조합으로 얼마든지 [we]를 만

들어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발음에서 오류를 범한 이유는, ‘ᅰ’의 형태적인 복잡성

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동일 계열의 이중모음인 /ᅱ/나 /ᅯ/로 혼동하여 

발음한 오류라 할 수 있다. 이는 /ᅬ/ 오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오류 예

시를 보면,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ᅬ/를 모두 /ᅱ/로 발음한 것을 볼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흔히 /ᅩ/와 /ᅮ/를 혼동하듯이, 여기서도 /ᅬ/와 /ᅱ/의 형태적인 유사

성으로 인해, 이 둘을 혼동함으로써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의 /w/계 이중모음 중에, /ᅬ/, /ᅫ/, /ᅰ/는 <표준발음법> 상에서는 구분하

고 있지만, 일반 한국인 화자의 현실 발음에서는 대개가 이 셋을 구분하지 않고 

[we]로 발음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도 이 셋의 

발음을 구분하여 가르치기보다 [we]로 단순화하여 발음하도록 하는 것이 오류율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ᅱ/오류는 이중모음 /ᅱ/를 단모음 /ᅵ/로 단순화하여 발음함으로써 오

류를 범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오류 또한, ‘위’에서와 같이 모음 ‘ᅱ’에 자음이 결

합되지 않은 예에서는 오류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반면, ‘귀’, ‘쥐’에서처럼 자음과 

결합된 경우에서만 오류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j/계 이중모음 오류

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활음 /w/에 해당하는 음소가 라오어에서는 

자음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음소가 모음과 결합되는 것에는 자유롭지만, 자

음과 결합되는 것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ᅱ’를 

가르칠 때에는 특히 자음과 결합된 경우에 집중하여 다루어 주어야 하며, ‘ᅱ’ 또한 

활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제시하기보다 단모음[u]과 단모음[i]의 결합으로 단순화

하여, ‘구 + 이 = 귀’와 같이 제시하여 연습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

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ᅴ/ 오류는, ‘거의’를 표기대로 [거의]로 발음하는 오류와 [거에]로 

발음하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의 /ᅴ/ 발음은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한

다. 어두에 위치할 경우는 ‘의사’의 예에서처럼 표기대로 [의]로 발음하게 되고, 

‘회의’와 같이 단어의 끝에 위치할 경우는 [이]로 발음되며, ‘나의 책’에서 소유격 조

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에]로 발음되게 된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경우, /ᅴ/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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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형태의 발음인 [의], [에], [이]를 발음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오류의 원인은  /ᅴ/에 발음법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오류는 지식 단계의 오류에 속하여, 그 처방은 학습

자들에게 /ᅴ/의 환경에 따른 세 유형의 발음법을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되

어야 할 것이다. 

 1.3.4. 음운변동 발음 양상 및 원인 분석

여기서는 한국어의 음운 현상 중에 ‘연음’을 비롯하여 ‘비음화, 유음화, 격음화, 

구개음화’의 음운변동 발음을 중심으로 라오스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과 오류 

발생 원인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양상 분석은 오류 어절을 한국인 원어민 화자의 발

화와 비교ᆞ대조함으로써 그 음성적 차이를 기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오

류 결과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1.3.4.1. 연음 오류 

앞서 발음 진단에서 살펴보았듯이, 연음 오류는 오류율이 72.8%로 매우 높게 나

타났다. 그만큼 라오스인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말할 때 연음 규칙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발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음 오류는 초급(63.6%)에서 중급(82.9%)

으로 올라가도 오류율이 감소되는 경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연음이 적용된 단어 또는 문장을 발음할 때 나타난 

오류의 세부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73>과 같이 두 유형으로 나타났다. 

오류 유형 오류 예시 비율(%)

절음

(絶音)

∎ 강세구 내 오류

   오늘은[오늘-은], 길이[길-이], 사진을[사진-을], 

   집에서[집-에서], 책이에요[책-이에요],

∎ 강세구 간 오류

   못 오면[몯-오면], 못 일어나[몯-일어나], 

   (죽는)줄 알았어요[줄-알아써요], 

8

47

<표 73> 연음 오류의 예시



- 146 -

연음 오류의 첫 번째 유형은, 절음(絶音) 유형으로, 연음을 적용하지 않고 표기형 

대로 발음하려 함으로써, 음절 사이에 휴지를 두고 끊어 발음한 경우를 말한다. 절음 

유형의 대부분은, ‘못 오면’, ‘못 일어나’ 등과 같이 음운 단어 사이에서 오류가 발생

하였다. 이는 띄어쓰기로 인한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즉, ‘못’과 ‘오면’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발음할 때도 이에 영향을 받아 이들 각각을 표기대로 끊어 발음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동일자음첨가 유형으로, 다음의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 음절의 음절말 자음을 연음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발음하면서, 다음 음절의 초성

에 그 동일한 자음을 하나 더 첨가하여 발음한 오류 유형을 말한다.

<그림 33> /유성자음][모음/ 환경에서의 동일자음첨가 유형의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길이’[기리]를 [길리]로 발음한 것에 대해, 연음 규칙이 

적용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아래의 <그림 34>를 통해, ‘길이’를 [길리]로 발음

한 경우의 스펙트로그램을 살펴보면, /ᄅ-ᄅ/ 연쇄로 인한 긴 폐쇄지속시간과 함께, 

F0와 피치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것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길’과 ‘이’를 절

음하여 발음하지 않고 연이어 발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 

자음 

첨가

∎ 강세구 내 오류  

  • /유성자음][모음/ 환경

  길이[길리], 눈을[눈늘], 사진이[사진니], 

  사진을[사진늘] 

  • /무성자음][모음/ 환경

  집에서[집뻬서], 밥이[밥삐], 먹어야지[먹꺼야지], 

  먹으면서[먹끄면서], 책이에요[책끼에요]

1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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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길리]의 스펙트로그램 

그러나 이러한 오류 양상이, 한국어의 연음 규칙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때문에, 단

지 절음하지 않고 연이어 발음하였다고 해서 연음을 적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어에서의 연음 규칙에 근거해 연음을 적용하려 했다면, 앞 음절의 음절말 자음

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반드시 이동해 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이 유형 또

한, 연음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하려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파생

된 오류일 가능성이 더 크다. 

‘길이’를 [길리]로 발음하게 된 과정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각 음절 별로 하나씩 순

차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 음절인 ‘길’을 발음할 때 학습자는 일단 표기된 대로 

[길]로 발음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다음 이어지는 모음 ‘이’를 발음할 때 그 앞 음절

에서 절음하게 된다면, 절음 유형인 [길.이]가 산출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절

음하지 않고 연이어 모음 ‘이’를 발음함으로써, ‘길’에서의 음절말 유음이 의도하지 

않게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딸려 올라간 것이다. 그 결과, 동일 자음이 중첩된 [길리]

의 발음 형태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절음하지 않고 연이어 발음했다는 점에서는 이

미 연음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더 근본적으로 연음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연음 미적용 오류’로 해석될 수 있다. 

양순임(2007)에 따르면,  연음 발음 시 동일 자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는 오류 유형

은, 중국인 학습자의 연음 발음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데, 그러나 학습자가 이러한 오

류 양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본고의 해석과는 차이가 있다. 즉, 이 오류 유형

은 연음규칙을 적용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음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정확한 발음으로 생긴 것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만일 연음규칙을 적용하지 않

았다면 절음하여 발음하였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오류는 ‘아내’와 같은 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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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single consonants)과 ‘안내’와 같은 중복자음의 음성적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연음 규칙 미적용’으로 인한 ‘연음 오류’로 보기보다, 음절

말 종성을 조음하는 과정에서 ‘폐쇄지속시간의 조절 실패’로 인한, 분절음 차원의 오

류로 본 것이다(양순임, 2006:181; 양순임, 2007:128). 

이러한 원인 분석이, 나타난 현상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으나, 학습자들

이 굳이 그렇게 발음해야 될 개연성 있는 동기(motivation)가 없다는 점에서 여전

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먼저, 연음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때 나올 수 있는 오류를, 

오직 절음 유형 한 가지만으로 제한하여 생각하였는데, 절음 외에도 다른 유형이 나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연음하여 발음하다’의 반대

말은 ‘끊어서 발음하다’뿐 아니라, ‘표기대로 발음하다’의 경우도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절음하여 발음한 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오류 현상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오

히려 ‘표기대로 발음하다’가 연음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동기가 된다. 가령, ‘길
이’의 두 글자 모두를 표기대로 발음하려고 하면, 결국 ‘길’과 ‘이’의 음절 하나하나

를 끊어서 [길.이]와 같이 절음(絶音)하여 발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

다. 또한, 동일자음첨가오류 유형을, ‘아내’와 ‘안내’에서처럼, 홑자음과 중복자음의 

조음 방식의 혼동으로 인한 것으로 본다면, ‘안내’를 [아내]로 발음한 오류 유형뿐 

아니라 ‘아내’를 [안내]로 발음한 오류 유형이 라오스인 학습자에게 자주 나타났

어야 했지만, 이런 유형은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132) 반면, ‘안에’[아네]를 

[안네]로 발음한 오류는 자주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아내’에서는 전혀 오류를 범하

지 않던 학습자들이, 발음은 이와 똑같으면서 단지 표기형에 있어만  차이가 나는 

‘안에’[아네]를 발음할 때에는 [안네]로 발음하는 오류를 빈번하게 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자음첨가 오류의 원인이 조음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기형

과 발음형의 불일치에 있음을 말해준다. 즉, 연음이 적용되어야 할 곳에 연음을 적용

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하려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일어난, 연음 오류의 한 유

132) 음절말 종성 /ᄅ/의 경우는, 앞서 종성 /ᄅ/ 발음 오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몰라요’
를 [모라요]로 발음한 오류가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중복자음과 홑자음의 조음 방식을 

혼동한 것을 오류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만일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 방향인 ‘모라요’
를 ‘몰라요’로 발음한 오류 유형도 나와야 하지만 이런 오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몰라요’를 [모라요]로 발음한 것은, 음절말 유음 탈락시킨 종성 오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양순임(2007)에서의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도, 이를 단순히 음절말 

종성 발음 오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음절말에 

장애음을 허용하지 않는 (C)V(N) 언어이기 때문에, 음절말 종성을 탈락시켜 발음하는 오

류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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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연음 미적용’을 단지 ‘연음(連音)’이라는 단어의 어휘적인 반의어로만 

생각하여 ‘절음(絶音)’으로만 볼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표기대로 발

음하다’로 이해하게 되면, 절음 오류뿐 아니라 동일자음첨가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

도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이 된다. 즉, 학습자는 ‘길이’를 발음할 때, 표기된 순서상 

첫 글자인 ‘길’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길’을 표기대로 발음한 다음, 이어지는 ‘이’를 

연이어 발음함으로써, 학습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앞 음절의 음절말 /ᄅ/가 다음 

음절 초성으로 딸려 올라가 [길리]로 산출된 것이다.133) 결국 이 오류의 원인은, 절

음 유형의 오류와 나타난 양상은 다르지만, 그 근본 동기와 원인은 같다고 할 수 있

다. 그것은 학습자들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문자에 근거하여 표기형대로 발음하려 했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와 원인은 앞으로 살펴볼 비음화, 유음화, 격음화, 

구개음화 등의 모든 음운 현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연음 발음은 다른 

음운 현상 발음의 기초가 된다. 

또한, 이러한 발음 양상은, /유성자음][모음/ 환경 뿐 아니라, 무성장애음 받침과 

다음 음절의 모음이 연이어 오는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그런데 이 오류 유

형은, 앞서 /유성자음][모음/ 환경에서보다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밥이’[바
비]를 예로 들면, 다음의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밥이’를 발음할 때, 앞 음

절의 음절말 자음을 그대로 두고 표기대로 발음한 상태에서, 다음에 이어지는 모음 

‘이’의 초성에 그 동일한 자음이 첨가되어 발음되되, /ᄇ-ᄇ/의 장애음 연쇄로 인

하여 경음화되어 [밥삐]134)로 발음되는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된 것이다.135) 

133) 결과적으로, 동일자음첨가 유형은, [길리]에서와 같이, 연음이 적용된 첫 음절(길)만 

표기형대로 발음하게 된 것이다. 
134) 발음을 전사할 때, 한국인 발음 전사자의 관점에서는, 학습자들이 ‘밥이’를 [바삐]로 

발음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렇게 전사할 수도 있지만, 실제 학습자의 관점에서는 ‘밥이’를 

[밥삐]로 발음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연음 규칙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단지 눈

에 보이는 표기 순서대로 읽으면 [밥삐]라는 소리를 산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설명을 통해 계속 논하도록 하겠다.  
135) 그러나 이 오류 유형에 대해서도, 양순임(2007:135)에서는, 본고의 원인 분석과는 견

해를 달리하고 있다. 즉, 밥이[바비]를 중국인 학습자들이 [바삐]로 발음한 양상으로 기술

함으로써, 그 원인을 단순히 분절음 차원에서의‘유성음화 미적용’오류로 본 것이다. 그

러나 이 오류가 단순히 분절음 차원에서의 오류가 아닌 것은,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어

중 평음’ 발음에서 오류율이 2.6%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사실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밥이’[바비]와 ‘바비’[바비]는 표기 형식만 다를 뿐 발

음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밥이’를 ‘바비’로 표기해 놓고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발음해 

보라고 하면, 거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밥이’로 표기해 놓으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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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무성장애음][모음/ 환경에서의 동일자음첨가 유형의 예 

이 오류 유형 역시도, 오류 발생의 근본 원인이, 글자가 쓰인 순서에 따라 표기대

로 발음하려 한 데 있다. 이러한 동일자음첨가 유형은, 학습자의 낭독 발음이 얼마나 

가시적인 표기형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가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음 발음 오류의 근본적인 발생 동기

는 표기대로 발음하려는 데 있으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절음하여 발음하는 유형과 

동일자음첨가 유형의 두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연음 오류의 원인을 이렇게 결론지을 때, 연음 오류에 대한 교육적 처방은 결국 

표기형과 발음형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학습자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 사이에 존재하

는 일정한 규칙성에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여 발음하도록 하는 데 있게 된다.136)

 1.3.4.2. 비음화 오류

라오스인 학습자의 비음화 발음 오류 양상은, 비음화를 적용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한 한 가지 유형으로만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학습자 발음 오류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의 <표 74>와 같다.137)

율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밥삐]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 오류의 

원인이, 단순히 분절음 차원의 오류가 아니라, ‘표기 방식의 차이’에 있음을 보여준다. 
136) 이에 반해, 양순임(2005, 2006)에서는 오류의 원인을 단순히 분절음 차원의 오류로 

보았기 때문에, ‘안에’[아네]와 ‘안네’[안네]의 발음을 구별하여 발음할 수 있도록 폐쇄지

속시간 면에서의 음성적 차이를 인식하게 해 주는 것을, 교육 처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렇듯, 오류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교육 처방은 달라진다. 만일 이

러한 원인 분석이 정확하다면 결국, 교육 효과로서 증명될 것이다. 
137) 비음화 규칙별로 오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 예시를 비음화 규칙

별로 제시하지는 않고 비음화 적용 범위에 따라서만 강세구 내 오류와 강세구 간의 오류

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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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유형 오류 예시

비음화 미적용

(표기대로 발음)

• 강세구 내 오류

비빔밥만[비빔밥-만], 밥만[밥-만], 콧물[콛-물], 

것만[걷-만], 착륙[착-륙], 정리한[정-리한], 죽는[죽-는], 

음료수[음-료수], 입맛[입-맏], 작년[작-년], 등록[등-록], 

• 강세구 간 오류

못 먹겠어요[몯-머께써요], 못 일어나겠어요[몯-일어나게써

요], 못 먹고[몯-먹고], 한국 요리[한국-요리], 

중국 요리[중국-요리]

<표 74> 비음화 오류 예시  

위의 예에서 보듯이, 라오스인 학습자들은 비음화가 일어나야 할 음운 환경에서도 

비음화를 적용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비음과 장애음이 

연쇄된 환경에서, 비음화를 적용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하게 되면, 결국 비음화가 

일어나는 음절마다 휴지와 강세를 두고 끊어 발음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형태

의 발음은, 발화 속도를 늦추고 발음의 유창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청자의 이해에

도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비음화 규칙을 제대로 적용하여 발음한 한국인 원어민 화

자의 발음과 비음화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한 라오스인 학습자의 발음

의 음성적 특징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먼저, “콧물이 자꾸 나와서 못 먹겠어요.”라는 문장을 한국인 화자가 비음화를 제대

로 적용하여 발음한 것의 스펙트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한국인 화자의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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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비음화가 적용된 ‘콧물이’와 ‘못 먹겠어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

면, 비음화가 적용되어 앞 음절의 무성 장애음 /ᄃ/가 유성 비음 /ᄂ/로 대치됨으로

써, 피치 곡선이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연이어 발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라오스인 학습자가 “콧물이 자꾸 나와서 못 먹겠어요”를 발음할 때 비

음화를 적용하지 않고 한국어의 표기대로 발음한 것의 음성적 특징을 Praat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7>과 같다. 

<그림 37> 라오스인 학습자의 발음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 화자의 발음과는 달리, 비음화가 포함된 ‘콧물

이’에서 [콛]과 [물]의 음높이가 급격하게 변화됨으로 피치선이 끊어져 있고, ‘못 먹

겠어요’ 부분에서도 [몯]과 [먹]과 [께써요]의 사이사이마다 피치선이 끊어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비음화를 적용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함으로써, 음절마다 딱

딱 끊어지고, 비음화가 적용된 강세구마다 불필요한 악센트를 줌으로써 억양도

(accentedness)가 떨어지고 한국인 화자가 듣기에 거슬리는 억양 패턴을 형성하고 

있음도 관찰할 수 있다.138)

학습자의 모어인 라오어는 ‘폐쇄음][비음’의 연쇄 환경에서도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라오스인 학습자에게 비음화는 새로이 학습해야 할 대상이 된다. 비음

화 오류는 초급 뿐 아니라 중급에서도 80%를 웃도는 매우 높은 오류율을 기록하였

는데, 이는 비음화 발음의 원리를 학습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

138) 박기영(2009)에서도 음운 규칙을 적용하지 않은 채 발음할 경우 그것이 초분절적 요

소인 억양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매우 부자연스러운 억양 패턴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고, 이종은(2010)에서도, 음운 규칙을 모르면 철저 하나하나를 따로 분리해서 읽으려 

하기 때문에 발음이 부자연스럽고 어려우며 실제로 불가능한 발음을 생성하기도 하기 때

문에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음운 변화 규칙에 대한 지도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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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비음화가 포함된 발음을 오랫동안 듣고 경험해 왔을지라도 정확한 산출로 이어지

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비음화 오류는 단어 내에서 뿐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 강세구와 강세구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에, 단어 수준에서뿐 

아니라 문장 수준에서의 연습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3.4.3. 유음화 오류

라오스인 학습자의 유음화 오류 양상 또한, 유음화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글자 그

대로 발음한 ‘유음화 미적용’ 오류 유형과, 유음화 규칙을 잘못 적용한 ‘유음화 오적

용’ 오류 유형, 기타 오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학습자 발음의 구체적

인 오류 예시는 다음의 <표 75>와 같다. 

오류 유형 오류 예시 비율(%)

유음화 

미적용

일 년[일-년], 잘 나오는[잘-나오는], 설날[설-날], 

신랑[신-랑], 잘 나오는[잘-나오는], 연락[연-락]
49.4

유음화 

오적용
일 년[인년], 잘 나오는[잔나오는], 설날[선날] 46.2

기타 일 년[이년, 이련], 잘 나오는[자나오는] 4.5

<표 75> 유음화 오류 예시  

위의 <표 75>에서 보듯이, 유음화 미적용과 유음화 오적용 유형이 전체 유음화 

오류 중에서 각각 49.4%와 46.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오류

에 4.5%가 있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연음이나 비음화 오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양상으로, 학

습자들이 유음화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함으로써 음절마다 강세와 휴

지를 두면서 끊어 읽는 양상을 보여준다. 

두 번째 유형은, 본래의 유음화 규칙과는 다르게 나타난 오류로, ‘일 년’[일련]을 

[인년]으로, 잘 나오는[잘라오는]을 [잔나오는], 설날[설랄]을 [선날]로 발음한 것

에서 보듯이, 유음화를 적용해야 할 곳에 결과적으로 비음화가 적용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형에 속한 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ᄅ-ᄂ 연쇄’ 환경에서 앞 음

절의 음절말 종성 자음이 /ᄅ/이라는 점과 오류 발음이 모두 /ᄅ/를 /ᄂ/로 교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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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한 형태라는 점이다. 이로 보건대, 이 오류는 유음화를 잘못 적용한 오류가 아니

라 음절말 유음 /ᄅ/ 발음 오류일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앞서 종성 /ᄅ/ 발음 

오류 양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라오스인들은 음절 끝에 위치한 /ᄅ/를 /ᄂ/로 교체하

여 발음하는 오류가, 전체 음절말 유음 /ᄅ/오류 중 62%나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비음화 오류 분석에서,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대부

분이 비음화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오류를 범한 사실을 두고 볼 때도, 여기서만 비

음화를 제대로 적용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 예로, 라오스인 학습자

들이 ‘설날’을 발음할 때 종성 받침 /ᄅ/를 /ᄂ/으로 잘못 발음하여 [선날]이라고 발

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음화가 적용된 것처럼 보였을 뿐인 것이다. 따라서 이 오

류는, 분절음 오류에 속한 것으로, 유음화 규칙이 적용 되어야 할 것을 비음화로 혼

동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기보다 종성 /ᄅ/를 /ᄂ/으로 교체하여 발음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러한 양상은 마지막 기타 오류 유형에 속한 오류의 예를 통해서도 관찰된다. 여

기서도 라오스인 학습자는 ‘일 년’을 발음할 때 종성의 /ᄅ/를 탈락시켜 [이년]으로 

발음하였는데, 이 또한 종성 /ᄅ/ 오류의 한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이 오류

의 원인 또한 종성 /ᄅ/ 오류에 있음을 보게 된다.139)

결국, 세 유형 모두 유음화라는 한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의식이 없이 유음화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한 것이 오류의 발단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도, 표기대로 발음하기 위해 절음하여 발음한 것이고, 두 번째 유형도 

표기대로 발음하려다가 종성 /ᄅ/를 /ᄂ/으로 교체하여 발음한 오류이며, 세 번째 유

형도 표기대로 발음하려다가 종성 /ᄅ/를 탈락시켜 발음한 오류로 정리될 수 있다. 

지금까지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운 현상 발음의 양상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 가장 큰 원인이 표기대로 발음하려는 데서 말미암은 음운 규칙의 미적용에 

있음을 알 수 있다.140) 이처럼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 음운 규칙

을 적용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하는 경향은, 철저히 표기형에 기반하여 발음하는 

라오어에서의 발음 습관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교육 현황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다. 특히 교육 방법에

139) 오류의 원인에 있어서는 음절말 /ᄅ/ 발음 오류로 볼 수 있으나, 오류의 종류에 있어서

는 여전히 ‘유음화 오류’로 분류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유음화가 적용되어 발음되어야 

할 곳에 유음화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발음되었기 때문이다. 
140) 이러한 양상은, 읽기 발음뿐 아니라 자유 발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단순히 읽기 발음에 국한된 경향성이 아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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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로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 하는 것과 같은 방법만을 사용해 왔는데, 이로 인

해 1년 동안 별도의 발음을 학습했고, 4학년 학습자의 경우는 3년 동안 한국어의 발

음을 경험해 왔지만, 학습자의 발음 의식 속에 한국어의 음운 현상이 여전히 자리 잡

고 있지 못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음운변동 발음을 교수할 때는,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표기형과 발

음형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에 적용된 음운 규칙에 

보다 더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이해도 분석 

 2.1. 이해도에 기반한 발음 교육 내용 구성 방식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학습자에게 기본적으로 교수되어야 할 내용은 매우 다양하

고 광범위한 반면, 실제로 발음 학습에 할애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적고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발음과 관련된 수많은 교육 항목

들을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동일한 강도로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리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더욱이 발음 영역은 학습자의 모어에 지대한 영향을 받

는 영역이기 때문에, 모어의 특성에 따라 교수 즉시 바로 습득되는 발음 요소가 있는 

반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습득되지 않는 발음 요소도 있다. 그리고 습득이 어려

운 발음 요소들 중에서도, 그 오류 유형이 청자의 이해를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심각

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141) 이처럼, 발음 교육 내용 요소들 

간에는 습득의 난이도 또는 이해도의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음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들에 근거하여 교수ᆞ학습의 중요도를 구분하고 우

선순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 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에서 무엇을 어떠한 

순서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어 왔다.

141) 리바이스(2008)에서도, 학습자들의 발음에서 나타나는 오류 중에서 어떤 것은 발화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오류빈도나, 오류율의 기준뿐만이 아니라 의미 전달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

는 오류 유형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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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연구 목록

교육 내용 선정

김훈태(2013), 박숙희(2011), 서영(2015), 

신지영 외(2015), 윤정기(2012), 장향실(2008a), 

허유라ᆞ박덕유(2012)

교육 내용 

제시 순서

김서형 외(2016), 김선정(2009), 김영선(2006), 

김형복(2004), 백소영(2010), 서영(2011), 신지영 

외(2015), 유현정(2013), 윤은경(2011), 이현아(2008), 

이향(2002),  장향실(2008b), 장향실(2014), 허용(2012)

<표 76> 한국어 발음 교육의 내용 선정 및 제시 순서 관련 연구 

이 연구들은 내용 선정 및 제시 순서의 기준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학습자의 모어와 상관없이, 한국어 발음 자체의 특수성이나 음운ᆞ형

태론적 복잡성, 출현 빈도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언어 간 

대조 분석과 함께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기준으로 한 연구로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출현 빈도의 조건을 제외하면, 한국어의 발음 자체의 특수성, 

복잡성, 학습자 모어와의 차이, 오류율의 기준들은, 결국 교수ᆞ학습의 난이도와 관

련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가령, 한국어 발음 자체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기준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

열하는 것은, 그 기준이 습득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전제한다. 

즉, 간단한 것보다 복잡한 것이, 보편적인 것보다 특수한 것이 습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도

출된 교육 내용의 구성은,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범용으로 적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특히 통합 한국어 교재를 통해 한국어의 전반적

인 발음 항목에 대해 일차적으로 학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에 근거한 교육 내

용 선정과 배열 방식이 적합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합 교재로 배우는 한국어가 아닌, 별도의 발음 교과목을 통해 발음을 배

울 때에는, 이런 일반적인 내용 구성의 방법을 따르기보다 특정 언어권을 고려한 더 

집중화되고 구체성을 띤 교육 내용 구성을 따를 필요가 있다.142) 이런 점에서, 대조 

및 오류 분석을 통해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142) 앞서 교육 현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학습자의 언어권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발음 전

용 교재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제 활용도 면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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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앞서 언급한 한국어 자체의 특수성과 복잡성에 근거한 교육 

내용 구성이 습득의 난이도에 대한 예측 혹은 추측의 성격을 갖는다면, 오류 분석에 

근거한 교육 내용 구성은 실제 언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서 나타난 오류에 근거해 

난이도를 가늠한다는 점에서, 난이도의 실제에 더 가까운 결과일 수 있다. 단지 추측

에 근거한 것이 아닌, 학습자들이 실제 어렵다고 느끼는 발음 요소에, 교수ᆞ학습의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발음 교육의 내용 구성을, 다음의 <표 77>과 같이, 일차 학습과 

이차 학습의 두 차원으로 분리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일차 학습은 통합 교재로 한국

어 발음을 익히는 경우로, 언어권과 상관없이 한국어 자체의 특수성과 복잡성, 출현 

빈도 등에 근거해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통합 교재의 

각 단원마다 일정 분량을 배치하여 한국어 발음의 전반적인 영역을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배워가게 된다. 그러나 이차 학습 때에는 이와는 다른 방식을 취한다. 이차 

학습은 통합 과정이 아닌 별도의 발음 교과목을 통해 한국어 발음을 익히는 경우로, 

이 때에는 좀 더 특정 언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특성이 반영된 교육 항목이 교

수ᆞ학습 내용으로 제시됨으로써, 학습들이 보다 구체화된 발음 요소에 집중하여 한

국어의 발음을 익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차 학습 이차 학습

∎ 통합 교재로 배우는 발음 

∎ 언어권과 상관없이, 한국어 자체의 

특수성, 복잡성, 출현 빈도 등에 근거

한 교육 내용 선정 및 배열

∎ 간헐적, 전반적, 일반적인 학습

∎ 발음 교과목으로 배우는 발음

∎ 특정 언어권 학습자의 오류 분석 및 

이해도 분석 결과가 반영된 교육 내

용 선정 및 배열

∎ 집중적, 구체적, 특화된 학습 

<표 77> 발음 교육 내용 구성의 두 유형

발음 교육 내용 구성에 관한 본고의 관심은, 일반적인 일차 학습이 아닌 학습자의 

언어권적인 특성을 반영한 이차 학습에 있다. 사실, 발음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다루

어져 왔던 자모음의 제시 순서나 음운 규칙의 제시 순서가 교육의 효과를 크게 좌우

할 만큼 치명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발음 항목은, 문법 항목과는 달리, 초

급, 중급, 고급에 따라 일정한 순서를 띠고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수준과 

상관없이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출현한다.143) 그러므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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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 발음을 음운변동 발음보다 우선적으로 가르친다.’거나 또는 ‘모음을 자음보다 

먼저 가르친다.’ 정도의 논의는 필요하지만, 각 영역 안에서 미시적인 순서까지는, 

사실 어떤 순서를 따르든 교육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자모음

의 제시 순서의 경우, 연구자마다 음소 중심의 배열을 주장하기도 하고 자소 중심의 

배열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서를 따르든 간에 개별 자모음의 기본적인 발음

은 초급 입문기 때에, 매우 짧은 기간에 걸쳐 모두 제시되어 일차적으로 학습되게 된

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차 학습한 후에 어떤 음소의 발음이 시간

이 지나도 잘 습득이 되지 않으면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지 그 유형과 원인을 파

악하고, 이를 이차 학습 시 교육 내용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그 음소의 발음이 일정

한 허용 기준 안에 들도록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발음 교육에 들이는 시간을 최

소화하고 실제적인 발음 향상에도 더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발음 교육 내용의 구성은, 일반적인 기준을 따른 것

이 아니라, 특정 언어권 즉, 라오어를 모어로 하는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습득에 어려

움을 느끼는 발음 요소가 무엇인지 그 항목과 구체적인 유형을 규명하고, 이와 더불

어 그 오류 유형 가운데 이해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

록화하여 이를 이차 학습의 교수ᆞ학습 내용으로 삼는 데 있다.144)  

지금까지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교육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교수

되어야 할 발음 항목을 선정할 때에, 대부분이 학습자의 오류와 관련된 정보에만 국

한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오류, 즉 부정확한 발음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

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오류를 수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

고 있다. 그러나 특정 언어권 학습자가 잦은 오류를 범하면서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발음 요소가, 의사소통 즉, 청자의 이해에 지장을 주는 발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도(intelligibility)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만일 특정 

143) 발음 영역의 이러한 특성을 생각할 때, 발음은 해당 발음 항목이 출현할 때마다 수시로 

학습자들에게 언급하고 가르쳐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

므로 통합 한국어 교재에도 각 단원마다 발음이 교수요목으로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다. 
144) 이런 점에서, 대조 및 오류 분석은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 된다. 주지하다

시피, 외국어 교육에서 발음 영역은 학습자의 모어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영역으로, 학습자

의 모어 발음의 특성에 따라 한국어를 발음할 때 나타나는 오류의 종류와 양상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발음 교육 시 강조해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또한 더욱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연

구가 계속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 한국어 교재에 실린 발음 교육 내용 외

에, 발음 전용 교재의 경우는 각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교재 내용 구성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구성할 필요가 있다. 



- 159 -

발음 오류가 발화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면, 그 발음 요인은 의

사소통과 직결되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이차 교수ᆞ학습 내용으로 선정되어 중요하

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학습자들이 잦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그것이 한국인 청자의 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이해도

의 관점에서 그만큼 교수학습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며, 그것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적은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 발음을 완벽히 습득하기 위해 과도히 많은 시간

을 할애할 필요는 없게 된다. 따라서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발음 교육의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 대조 분석이나 오류 분석에 근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청자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선별이 추가로 요구된다. 특히 ‘이해 가능한 발

음(intelligible pronunciation)’이 오늘날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로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선정과 교수ᆞ학습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발음의 이해도와 관련된 기준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145)

학습자의 언어권적 특성을 반영한 이차적인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기존

의 오류 분석 결과와 실제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력에 기초한 이해도 기준을 함께 고

려할 때, 각 발음 교육 항목은, 다음의 <그림 38>과 같이, 네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高오류율 低오류율

高이해도 1영역 2영역

低이해도 3영역 4영역

           <그림 38> 이차 발음 교수ㆍ학습 내용의 우선순위 행렬

위의 <그림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 내용 선정의 일 순위는 음영 처리된 제 

3영역에 속한 발음 요소가 된다. 즉, 학습자들이 잦은 오류를 범하면서 그것이 청자

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발음 요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가장 낮은 4순위에 해

당하는 발음은 2영역에 속한 것으로,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되지도 않고 설사 오류

145) 심현주(2017)에서도 지금까지의 교육 내용 선정과 제시 순서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

가 언어 간 대조 분석, 학습자의 발음 오류, 한국어 발음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을 지적하며, 한국어 발음 교육의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청자의 이해를 근거로 이루

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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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범해도 그것이 청자의 이해에는 지장이 없는 요소가 이 영역에 해당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처럼, 이해도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오류 분석 결과에만 근거해서 교수ᆞ

학습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에는, 습득이 어렵지만 이해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

는 제 1영역에 속한 발음 요소들까지도, 제 3영역에 속한 발음 항목과 동일한 가중

치로 교육해 왔다는 점에서 비효율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앞서 <그림 38>에서, 청자의 이해와 습득의 난이도 중에 어느 기준을 더 우

선할 것인지에 따라 교육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더 

강조하여 이해도 기준을 난이도 기준보다 더 우선적인 기준으로 보고 교육 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3영역 → 4영역 → 1영역 → 2영역’으로 순위를 매겨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영역에 속한 발음 요소는 대상 학습자가 속한 언어권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한 예로, 심현주(2017)에서는 숙달도를 명료

도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발음 숙달도를 판단하는 

요인이 되는 발음 요소가 무엇인지를 실험을 통해 조사한 결과, 파열음 ‘ᄌ, ᄎ, ᄍ’
의 삼원적 대립, ‘모음 /ᅳ/와 /ᅥ/ 간의 변별’, ‘받침 /ᄂ/, /ᄅ/, /ᄋ/, /ᄀ/, /ᄃ/, /ᄇ

/의 탈락’, 그리고 ‘연음’이 청자의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숙달도 판단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발음 요소들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때 중점적으로 다루어

져야 할 제 3영역에 속한 교수ᆞ학습 내용이 된다. 

그러나 이 항목들은 중국인 학습자라는 특정 언어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상 학습자가 중국인 학습자가 아닌,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 결과

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146) 만일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습득의 난이도

와 이해도의 두 기준을 따라 <그림 38>과 같은 2×2 행렬 안에 각 발음 요소를 배

치시킨다면, 한국어 발음에 대한 각 언어권인 특성을 동일한 틀 안에서, 한눈에 파악

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147)

요컨대, 본 장의 목적은 <그림 38>에서 제 3영역에 속한 발음 항목이 무엇인지를 

추출해 내고 이를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발음을 교수할 때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이차 발음 학습의 교육 내용으로 삼는 데 있다. 

146) 심현주(2017)은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숙달도 판단 요인 분석 연구’로서,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 실험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험 과정에 있어서도 오류 분석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국한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147) 본 연구에서는 오류율과 이해도의 행렬을 2×2의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지만, 이런 

영역 구분을 더 세분화하여 3×3의 9개의 영역으로 구분한다면,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다

루어지고 있는 전체 발음 요소들을 더 세밀하게 모두 배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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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오류 유형별 이해도 측정의 방법

  2.2.1. 실험 대상 발음 항목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항목의 선정은,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언급하

였듯이, 오류 분석 결과에 근거한 1차 선별과 청자의 이해에 근거한 2차 선별의 두 

단계의 과정으로 나누어 선별하고자 한다. 먼저 오류율에 근거한 1차 선별은 앞서 

오류 분석 결과에서 초, 중급을 포함한 전체 학습자의 오류율이 30% 이상인 발음 

요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중모음 중 /ᅣ, ᅧ, ᅭ, ᅲ/는 오류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이중모음 오류의 대부분(99%)이 초성의 위치에 자음이 결합된 경

우에 발생하였고 이때의 오류율을 따로 산정하면 약 20%를 웃도는 점을 감안하여

서 이 오류 유형도 모음 오류를 대표하여 이해도 테스트를 위한 항목에 추가하여 살

펴보도록 하겠다. 이상의 2차 선별을 위한 실험 대상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78>과 같다. 

분류 발음 항목 오류율(%)

분절음

어두 평음 39.8

어중 경음 31.6

/ᄅ/ 받침 30.9

(자음 결합된)이중모음 20.7

음운

변동

연음 72.8

비음화 76.1

유음화 65.8

격음화 36.1

구개음화 37.4

<표 78> 이해도 측정 대상 발음 항목

  2.2.2. 화자, 청자의 설정

다음으로 이해도에 근거하여 발음 교육 항목을 선정할 때, 청자를 원어민과 비원

어민 화자 중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리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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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Levis, 2005)는, 의사소통에서 청자와 화자가 원어민이냐 비원어민이냐에 따라 

이해도의 양상과 교육에서 우선시 되는 발음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며, 그 관계

를 다음의 <그림 39>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LISTENER

Native Non-native

SPEAKER

Native A. N-N B. N-NN

Non-native C. NN-N D. NN-NN

<그림 39> 화자-청자 이해도 행렬 (리바이스, 2005:372)

본 연구에서의 화자, 청자 관계는 C 사분면에 속한, 비원어민 화자, 원어민 청자로 

한정하기로 한다. 비원어민 간의 대화인 D 사분면의 경우, ‘중간언어 발화의 이해 유

리’(Inter language Speech Intelligibility Benefit: ISIB) 이론에 근거할 때, 비원

어민의 청자는 비원어민 화자의 발음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원어민 

청자보다 이해가 더 용이할 수 있다.148) 윤원희(2012)에서도, 한국인 영어 화자의 

발음에 대해 한국인 평가자와 원어민 평가자의 평가를 비교한 결과, 한국인 평가자

가 원어민 평가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한국인 

평가자가 한국인의 영어 발음을 들을 때 원어민 평가자보다 이해력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인 평가자가 원어민 평가자

보다 한국인의 영어 발음에 더 익숙함으로 인하여, 원어민이 듣기에 부정확한 발음

하다고 평가한 발음에 대해서도 한국인 화자는 문제없는 발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C 사분면, 즉 비원어민 화자의 발화를 원어민 화자가 들

을 때 이해할 수 있다면, D 사분면은 자동으로 만족시키게 되므로, 별도로 D 사분면

의 화자, 청자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고 B 사분면의 원어민 화자, 비

원어민 청자의 경우는, 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비원어민 화자가 듣고 얼마나 잘 이해

하는지를 살펴볼 때에는 설정해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

148) 벤트와 브라드로우(Bent & Bradlow, 2003)에서도 청자와 화자가 동일한 모어를 공

유할 경우, 숙달도가 낮은 화자도 높은 화자만큼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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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화자는 비원어민인 라오스인, 청자는 원어민인 한국인으로 설

정하여 라오스인 화자의 한국어 발음에 대해 한국인 청자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지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다. 

  2.2.3. 실험용 문장 구성 

이해도 측정에 사용할 음성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실험용 문장을 새로이 구성하

였다. 실험용 문장의 구성은 1차 선별 대상의 발음 항목들이 각 문장에 한 종류씩 

들어가도록 구성하되, 각 문장에 들어갈 발음 오류의 유형은, 앞서 Ⅲ장의 오류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라오스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문장을 구성

하였다. 이는 한국인 청자가 특정 발음 영역에 속한 오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이해도 테스트를 위한 실험용 문

장을 구성할 때 고려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대립쌍에 따라 의미가 바뀌는 중의성을 띤 문장은 배제하였다. 특히, 어

두 평음 오류가 포함된 문장을 구성할 경우 장애음의 삼원적 대립에 따라 의미가 달

라지는 최소대립쌍이 많이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발목(팔목)을 삐었어요’나 

‘방(빵)이 커서 좋아요’와 같이 최소대립쌍이 존재하는 음소로 문장을 구성하게 되

면, 발음만으로는 이 문장이 오류 문장인지 바른 문장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연

구자가 청자의 이해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149)

둘째, 어휘와 문법은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이들 요인 때문에 이해도가 낮아지는 

영향이 없도록 통제하였고, 문맥적인 요인이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

하기 위해, 실험 문장 간에 의미적인 상관성이 없도록 고립된 문장으로 구성하였으

149) 이러한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립쌍의 존재를 놓고 볼 때, 장애음 특히 어두에 

위치한 장애음의 경우는 그것의 오류율이 높다면, 이해도를 테스트해 볼 필요도 없이 모

두 교육 항목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어두 장애음 부분에서 특히 최

소대립쌍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의미가 분화되는 경우가 매우 잦기 때문이

다. 이는 이들 음소들이 그만큼 기능부담량이 큰 음소임을 말해 준다. 아쉽게도 한국어에

서의 기능부담량 연구는 대부분 출현 빈도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해

도와의 상관성을 상세히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문로와 데어윙(Munro & Derwing, 

2006), 강과 모란(Kang & Moran, 2014)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출현 빈도에 상관없이 

기능부담량이 큰 발음 요소는 분명 청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 항

목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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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밥을 먹다’ 등과 같이 공기 관계가 긴밀한 상용구는 가능한 배제하였다. 

셋째, 각 발음 요인이 포함된 문장 간에 이해도의 크기를 선형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위하여, 문장의 길이는 모두 5어절로 통일하였고, 여기에 포함된 오류 발음의 

개수도 세 개로 통일시켰다. 문장의 길이를 너무 짧게 하면 맥락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해도 측정하기 위해 받아 적기를 할 때에는 청자 간 변별력

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반대로 문장의 길이를 너무 길게 하면 받아 적을 때 변별

력은 높일 수 있으나 문장이 긴 만큼 맥락적인 단서가 더 들어갈 뿐 아니라 청자가 

한 번 듣고 받아 적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적당한 길이를 5

어절로 보고 실험 문장의 길이는 모두 5어절로 통일시켰다. 

이상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1차 선별 과정에서 선정된 발음 항목의 오류 유

형을 각 문장에 포함시켜 구성한 실험용 문장은 다음의 <표 79>와 같다.  

발음 요소 문장 오류 유형

어두 평음
(원) 독감 걸리면 밤에 두통이 생겨요. 
(오) 톡감 껄리면 밤에 뚜통이 생겨요

어두평음 → 경음
어두평음 → 격음

어중 경음
(원) 코끼리 이쪽 어깨가 너무 빨개요.
(오) 코기리 이족 어개가 너무 빨개요. 

어두경음 → 평음

종성 /ㄹ/
(원) 청소를 얼른 하고 밥을 해야지.
(오) 청소른 어른 하고 바븐 해야지. 

/ᄅ/ 탈락
/ᄅ/ → /ᄂ/

이중모음
(원) 교실에 휴지가 하나 더 필요해요
(오) 고실에 후지가 하나 더 피로해요.

이중모음 
→ 단모음

연음
(원) 길에서 가까운 밭에서 당근을 캤어요.
(오) 길레서 가까운 받-에서 당그늘 캗-어요. 

동일자음첨가
절음(絶音)

비음화
(원) 작년에 헬기가 못 날아서 착륙했어요.
(오) 작-년에 헬기가 몯-나라서 착-륙해써

요.
비음화 미적용

유음화

(원) 잘난 친구에게 연락해서 한라산에 갔어
요.

(오) 잔난 친구에게 연-락해서 한-라산에 갔
어요 

유음화 미적용
유음화 오적용

* (원) : 원 문장, (오) : 오류 문장

<표 79> 이해도 측정을 위한 실험용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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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음성 자료 구축 및 채점 방식

다음으로, 위의 실험용 문장의 발음을 녹음할 때, 누구의 음성으로 녹음할지에 대

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위의 실험용 문장은, 한국인 청자가 특정 발음 오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라오스

인의 음성으로 녹음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라오스인의 음성으로 녹음할 경우, 위의 

오류 부분들을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잘 반영하여 녹음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당 

발음 오류 외에도 억양이나 초분절적 요소 등의 다른 요인들이 청자의 이해를 방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오류 유형이 청자의 이해를 얼마나 방해

하는지를 살펴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한국인의 음성으로 녹음할 경우는 위

의 오류 요소들을 잘 반영하여 녹음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으나, 한국인 역시 

한국인 원어민 화자가 가진 자연스런 억양과 초분절적인 요소가 청자의 이해를 용이

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라오스인도 한국인도 아닌, 중립적인 측면에서 컴퓨터의 음성으

로 녹음하였다.150) 즉, 위의 7개의 실험용 문장을 텍스트로 입력한 다음, 텍스트 음

성 변환 애플리케이션인 ‘Aloud’를 활용하여 음성으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그 음성

을 재생한 것을 음성 편집 프로그램인 ‘Audacity’를 활용하여 녹음하였다. [목-마

르면]과 같이, 음운변동 발음 오류 가운데 절음 유형의 경우는, ‘목’과 ‘마르면’을 각

각 따로 음성 변환한 뒤, ‘Audacity’를 사용하여 두 부분의 발음이 음절 경계에서 

적당히 끊어지면서 연접되도록 편집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녹음된 음성 자료를 한국인 청자에게 한 문장씩 들려주고 이

해도를 평가하도록 요청하였다. 실험용 문장의 발음을 듣고 이해도를 평가할 한국인 

청자는, 청력에 문제가 없는 20~50대에 속한 한국인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발음 청취 대상 한국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의 <표 80>과 같다.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명)
남 20 0 0 0 20

여 25 3 1 1 30

합계(명) 45 3 1 1 50

<표 80>  한국인 청자 정보

150) 연구자 본인이 읽고 발음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발화속도나 억양과 같은 초분

절적 요인이 문장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음성변환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일정한 기계음을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 166 -

  2.2.5. 이해도 측정 방식

라오스인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발음 오류의 각 유형 별 한국인 원어민 청자의 이

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로와 데어윙(1995)에서의 이해도의 정의와 측정 방식에 

근거하여, 이해도를 명료도(intelligibility)와 용이도(comprehensibility)로 구분하

고, 각 측정값을 합산한 결과를 이해도의 측정치로 삼고자 한다. 이는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본고의 발음 교육의 목표가 되는 ‘이해 가능한 발음’
의 정의에 기반한다. 즉, 이해 가능한 발음이란, ‘적은 노력으로도 청자가 의도한 대

로 이해할 수 있는 발음’으로, ‘이해하는 데 드는 노력의 정도’에 해당하는 용이도

(comprehensibility) 조건과 ‘실제 이해 여부 혹은 이해한 정도’에 해당하는 명료도

(intelligibility) 조건을 통합시킨 것이다. 

먼저 용이도(comprehensibility)는, ‘이해 용이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3점

(0~2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151) 이해가 용이한 정도를 나타내는 3점 

리커트 척도의 각 항목에 대한 기술은 아래의 <표 81>과 같다. 용이도 결과치의 해

석은, 한국인 청자들이 채점한 평균값이 ‘0이상 1미만’이면, 용이도 조건을 만족시키

지 못한 것으로, ‘1이상 2이하’이면,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점수 척도 기술

2 (이해하는 데) 힘이 거의 들지 않는다. 

1 (이해하는 데) 힘이 조금 든다. 

0 (이해하는 데) 힘이 많이 든다.   

<표 81> 용이도(comprehensibility) 척도 기술 방식

다음으로 명료도(Intelligibility)는 청자의 이해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으

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철자법에 맞게 전사하는 방식(orthographic transcription)

으로 측정하였다. 즉, 한국인 청자가 외국인 학습자의 발음을 듣고 받아 적을 수 있

는지 여부를 각 어절 단위로 살펴봄을 통해, 해당 발음에 대한 청자의 이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152) 그러나 명료도와 용이도를 선형적으로 합산하여 이해도를 

151) 여기서 척도의 크기를 9점이나 5점과 같이 크게 정하지 않은 이유는, 뒤에 이어질 명

료도 결과와 조합하게 되면, 전체 이해도에 대한 다양하고 세밀한 척도가 만들어 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이도의 리커트 척도는, 채점자가 순간적인 인상 판단을 쉽고 단순

하게 할 수 있도록 3점 척도로 정하였음을 밝힌다. 
152) 청자의 이해 여부나 이해 정도를 직접 설문을 통해 물을 수도 있으나 여기에는 다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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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기 위해, 명료도의 정도를 일차적으로는 발음 전사의 방식으로 측정하지만, 

그 결과를 바르게 전사한 어절 수에 따라 2점, 1점 0점과 같이 차등 점수를 부여함

으로써, 앞서 용이도의 척도와 동일한 척도 단위로 변환시켰다. 

이를 위해 먼저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은, 받아 적은 어절 수와 이해 여부를 어

떻게 연결 지을 것인가이다. 5어절을 모두 받아 쓴 경우만을 ‘이해했다’로 인정할 수

도 있으나 실제 청자의 이해 여부와는 잘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의

사소통 상황에서는 5어절을 다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해도 그 발화의 대강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표 79>의 실험 문장 중에 [고실(교실)에 후지(휴지)가 

하나 더 피로(필요)해요.]를 한국인 청자가 듣고, 세 개의 키워드 중 [후지] 부분을 

알아듣지 못하였다고 할 때, 청자는 무엇이 필요한지는 못 들었지만 적어도 화자가 

뭔가가 필요하다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듣고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럴 경우 완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자는 화자에게 “뭐가 필요하다

고요?”라고 한 번 더 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에서 5어절을 모두 제대로 듣

고 받아 적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또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경

우와 동일하게 간주되는 것도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5어절 중 4어절 이상 받아쓸 수 있다면 청자가 발화를 이해

한 것으로 간주하고 점수를 부여하되, 5어절 다 받아 적은 것과 4어절만 받아 적은 것

을 구분하기 위해 각각 2점과 1점이라는 차등적인 점수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리고 3

어절 이하로 받아 적은 경우는 이해하지 못한 경우로 간주하고 0점 처리하였다. 받아 

적은 정도에 따른 척도 구분과 이에 대한 결과 해석은 아래의 <표 82>와 같다.153) 

맞게 적은 어절 수 척도 점수 결과 해석

5어절 2 이해했다

4어절 1 조금 이해했다

3어절 이하 0 이해하지 못했다.

<표 82> 명료도(intelligibility) 척도 기술 방식

청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청

자 본인은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청자의 이해 여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얻고자 받아 적기의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153) 더 정확히 말하면, 실험용 문장 5어절 중에 오류가 포함된 어절은 3어절인데, 이 3어

절 중에 1어절을 알아듣지 못한 경우까지는 허용한다는 것이다. 즉, 오류가 포함된 3어절 

외의 부분에서는 설사 알아듣지 못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발음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허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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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이해도(용이도+명료도) 측정 방식을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40>과 같다. 

<그림 40> 오류 발음의 이해도 측정 방식

이해도의 크기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이도와 명료도의 두 결과를 조

합하여 합산한 점수를 토대로 산정한다. 두 기준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해

도에 대한 최종 판정은, 다음의 <표 83>에서와 같이 총 9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으

며, 척도 상으로는 0점에서 4점까지, 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154)

154) <표 83>에서 ‘(이해하는 데)힘들지 않지만, 이해되지는 않는다.’와 같은 몇몇 경우에 한

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서는 실제 나타난 결과를 통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해도(A) 명료도(B) 이해도(A+B) 척도 기술

2 2 4 힘들지 않게, 이해된다. 

2 1 3 힘들지 않게, 조금 이해된다.

2 0 2 힘들지 않지만, 이해되진 않는다.

1 2 3 조금 힘들지만, 이해된다.

1 1 2 조금 힘들며, 조금 이해된다.

1 0 1 조금 힘들지만, 이해되진 않는다.

0 2 2 힘이 많이 들지만, 이해는 된다. 

0 1 1 힘이 많이 들지만, 조금 이해된다.

0 0 0 힘이 많이 들며, 이해되지 않는다.

<표 83> 이해도 점수에 따른 척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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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도와 명료도의 두 기준의 조합에 따른 합산 점수의 기대빈도는, 아래의 <표 

84>와 같다. 

이해도 점수 0 1 2 3 4 합계

기대빈도(회) 1 2 3 2 1 9

기대확률(%) 1/9 2/9 3/9 2/9 1/9 2

<표 84> 이해도 점수와 기대빈도 

이해도의 평균에 해당하는 기대값은 기대확률 모두 더한 2점이 되며, 이 2점이 이

해 가능한 발음과 그렇지 못한 발음을 구분하는 경계 점수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이해도 합산 점수 2점에 해당하는 경우를 본 연구에서 

발음 교육의 목표로 삼은 ‘이해 가능한 발음’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여부이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위의 <표 84>에서 극단적인 한 경우라 할 수 있는 

(0, 2)의 조합을 예로 들면, 이 경우는 “(이해하는 데) 힘이 많이 들지만, 이해는 

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이를 ‘이해 가능한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청자의 발화를 이해할 수 있더라도 이를 위해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한

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이해 가능한 발음은 단지 청자의 이해 여부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듣고 이

해하는 데 드는 의식적인 노력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 가능

한 발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경계가 되는 2점은, 이해 가능한 발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해도 산정 기준과 이에 따른 발음 교육 항목 선정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

의 <표 85>와 같다. 

이해도 점수 이해 가능성 평가 교육 항목 선정 여부

0 이상 2점 이하 이해 불가한 발음 선정

2점 초과 4점 이하 이해 가능한 발음 제외

<표 85> 이해도에 근거한 교육 항목 선정 기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해도 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해 가능한 

발음으로써, 해당 발음 오류가 의사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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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교육 대상 항목에서 제외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반면, 이해도 점

수가 2점 이하인 경우는 이해 불가한 발음으로써, 이는 해당 오류 유형이 문장 발화

에 포함될 경우, 의사소통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교육 

대상 발음 항목으로 선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험 방식은 앞서 구축한 실험용 문장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한국인 원어민 청자

에게 한 번 들려준 다음, 들은 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들은 것을 철자법

에 맞게 받아쓰게 하였다.155) 그런 다음, 용이도의 정도를 3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

하여 2점, 1점, 0점 중에 하나를 표시하도록 하였다.156)

 2.3. 오류 유형별 이해도 측정 결과 

  2.3.1. 오류 유형별 용이도 측정 결과

먼저 이해도를 구성하는 첫 번째 항목인 용이도의 평균 점수를, 오류 유형별로 낮

은 점수에서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결과는 다음의 <표 86>과 같다.

용이도 점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청자가 듣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의미

155) 한 번 들려준 것은, 실제 의사소통의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실제 의사소통에

서 화자의 말을 두 번 들어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해 가능한 발음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6) 이해도 측정을 위한 테스트 용지는 논문의 부록에 수록하였다. 

순위 오류 유형　 평균 (표준편차) t p

1 비음화 0.50 (0.61) -5.754* .000

2 어중경음 0.50 (0.65) -5.466* .000

3 종성 /ᄅ/ 0.58 (0.78) -3.784* .000

4 이중모음 0.64 (0.63) -4.033* .000

5 어두평음 0.66 (0.72) -3.351* .002

6 유음화 0.80 (0.64) -2.214* .032

7 연음 0.96 (0.73) -0.389 .699

p*<0.05

<표 86> 오류 유형별 용이도 점수(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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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오류 유형에서 용이도의 평균 점수가 기준 

점수인 1점 미만을 기록함으로써, 해당 오류가 청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발음으로 

나타났다. 용이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거룩한 오류 유형은, 분절음 발음이 아

닌 음운변동 발음에 속한 비음화 오류(0.50)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음화를 제외한 

상위 순위는 모두 분절음 오류가 차지하였고, 음운변동 발음에 속한 유음화와 연음 

오류는 맨 끝 순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연음 오류의 경우는, 용이도의 평균값(0.96)이 경계 점수인 1점에 매우 가까운 

관계로, 이 점수가 전체 모집단에서도 1미만이라고 확실히 인정될 수 있는지를 통계적

으로 검증해 보기 위해, ‘연음 오류의 용이도 점수는 1점이다.’를 영가설로 세우고, 유의

수준을 95%로 설정한 다음, 단일 표본 t검증을 실시해 보았다. 검증 결과, 위의 <표 

86>의 맨 우측 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p값이 0.699(>0.05)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음 오류의 용이도 점수의 평균값이 1미만(0.96)을 기록했

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수준 95%에서 여전히 1점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연음 오류가 문장 발화에 포함된다 해도, 그것이 용이도의 측면에서는 청자의 이해

를 심각하게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3.2. 오류 유형별 명료도 측정 결과 

다음으로, 오류 유형별 명료도 측정 결과는 아래의 <표 87>과 같이 나타났다. 명

료도의 경우 또한, 점수가 낮을수록 청자가 해당 발음을 듣고 잘 이해하지 못하였음

을 의미한다. 

순위 오류 유형　 평균 (표준편차) t p

1 어두평음 0.36 (0.75) -6.039* .000

2 어중경음 0.40 (0.49) -8.573* .000

3 종성 /ᄅ/ 0.70 (0.84) -2.528* .015

4 유음화 0.80 (0.57) -2.475* .017

5 이중모음 0.80 (0.81) -1.750 .086

6 연음 1.00 (0.73) 0.000 1.000

7 비음화 1.06 (0.84) 0.503 .617

p*<0.05

<표 87> 오류 유형별 명료도 점수(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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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절음에서는 어두평음을 비롯한 모든 오류에서 명료도의 평균값이 1점 미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두 평음 오류에서 받아 적은 점수가 평균 0.36점으로 가장 낮았

고, 어중 경음 오류도 0.40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 다음은 종성 /ᄅ/ 

오류(0.70), 이중모음 오류(0.80) 순으로 명료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서

도, 청자의 이해에 미치는 분절음 발음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운변동 발음 중에서는, 유음화(0.80) 오류가 유일하게 1점 미만의 수치를 기록

하였고, 연음(1,00), 비음화(1.06) 오류에서는 1점이 약간 넘는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수준 95%에서 단일 표본 t검증을 실시해 본 결과, 이중모

음, 연음, 비음화 세 오류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함으로써 평균값이 여전히 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중모음, 연음, 비음화 오류가 문장 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것이 한국인 청자의 이해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비음화 오류의 경우, 앞서 용이도 측정 실험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0.50)를 

기록함으로써 이해하는 데 힘이 가장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명료도 측정 실

험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1.06)을 기록함으로써 실제 이해한 양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음화 오류가 청자의 이해에 미치는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외국인 학습자가 비음화를 적용하지 않고 발음할 경우, 그것이 

청자의 이해를 완전히 불가(不可)하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청자의 귀에 거슬리는 발

음을 생성해 냄으로써 청자가 결코 쉽고 편안하게(comfortably) 이해할 수 없는 발

음을 생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명료도와 용이도 사이에 통계적인 상관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350개(50명×7문장)의 표본을 대상으로, 명료도(0~2점)와 용이도

(0~2점) 점수를 두 변수로 하여, 카이제곱 검증 즉, 교차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이 

때의 영가설은, “명료도와 용이도 사이에는 상관성이 없다”이며, 유의수준 95%로 

설정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88>과 같이 나타났다. 

　
명료도(0~2점)

전체 χ2
0점 1점 2점

이해도
(0~2점)

0점 116 89 9 163
98.88*

∅=0.532

1점 45 57 40 142

2점 1 21 23 45

전체 162 116 72 350

             <표 88> 이해 용이도와 명료도의 교차분석 결과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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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95%에서 용이도와 명료도 사이에 상관성

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성의 크기에 있어서도 파이(∅) 값이 

0.532로 상관성이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해하는 데 힘이 많이 드는 발음 

요소는, 실제 받아 적기에서도 이해한 정도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그러나 또한 위의 각 행렬의 수치를 보면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용이도 점수와 

명료도의 점수가 각각 (2점, 0점)과 (0점, 2점)과 같이, 극단적인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도 각각 1회와 9회씩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즉, 쉽게 이해된다고 응답하였지만 

실제 받아 적기에서는 0점을 받은 경우가 1회 있었고, 이해하는 데 힘이 많이 든다

고 응답하였지만 받아 적기에서는 모두 정확하게 받아 적어서 2점을 받은 경우가 9

회 있었다. 전자의 속한 경우 중에 구체적인 한 예를 들면, 어두평음 오류가 포함된 

“톡감(독감) 껄리면(걸리면) 밤에 뚜통(두통)이 생겨요”라는 발화에 대해 “독감 걸

리면 밤에도 돈이 생겨요”라고 받아 적은 경우가 있었다. 즉, 이 한국인 청자는 실험 

문장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용이도 점수에 2점을 부여했지만, 실제는 원 문

장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한 것이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이해하는 데 

힘이 많이 든다고 응답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어절을 정확하게 받아 적음으로

써 발화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단지 이해 여부만을 기

준으로 삼는다면 이런 발음도 발음 교육이 목표에 부합된 ‘이해 가능한 발음’으로 인

정될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명료도(intelligibility)와 용이도(comprehensi 

-bility)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발음을 ‘이해 가능한 발음’(intelligible 
pronunciation)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이해 가능한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실제 의사소통에서 청자가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 이해하기 위해 머뭇거리거나 지체함 없이 평안하게 

의사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2.3.3. 이해도에 근거한 교수ᆞ학습의 우선순위

이해도 점수는 앞서 실험을 통해 나온 오류 유형별 용이도 점수와 명료도의 점수

를 합산한 값(0~4점)으로 산정되며, 이해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발음이 잘 이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 가능한 발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경계

가 되는 점수는 2점이 된다. 즉, 이해도 점수가 2점 이상이면 이해 가능한 발음으로 

인정되며, 2점 미만인 경우는 이해 불가한 발음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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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유형별 용이도 점수와 명료도 점수를 합산한 최종적인 이해도 점수의 평균값

은 다음의 <표 89>와 같다.

순위 오류 유형　 평균 (표준편차) t p

1 어중경음 0.90 (0.95) -8.162* .000

2 어두평음 1.02 (1.32) -5.262* .000

3 종성 /ᄅ/ 1.28 (1.51) -3.366* .001

4 이중모음 1.44 (1.21) -3.259* .002

5 비음화 1.56 (1.28) -2.430* .019

6 유음화 1.60 (1.01) -2.800* .007

7 연음 1.96 (1.29) -0.219 .828

p*<0.05

<표 89> 오류 유형별 이해도 정도(0~4점)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일단 이해도의 평균값에 있어서는, 오류 분석 결과에 의거하

여 1차 선별 대상으로 삼은 7개의 발음 오류 유형이 이해도 점수에서 모두 평균 2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연음 오류의 경우, 유의수준 95%에

서 영가설(연음 오류가 포함된 문장의 이해도 평균은 2점이다)을 기각하지 못함으로

써(p=0.828>0.05), 학습자가 연음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발음하여도 그것이 청

자의 이해를 심각하게 방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음 오류가 포함된 

문장의 이해도 점수가, 이해 가능한 발음 여부를 구분하는 경계점수인 2점에 여전히 

걸려 있다는 점에서 교육 내용으로 완전히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157)

지금까지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에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 유형별 이해도 측

정 실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시사점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의 목적이 강조되어 ‘이해 가능한 발음’이 발음 교육의 목표로 설정

되더라도, 분절음 즉 개별 음소 발음은 이해도 향상을 위해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158) 이는 이해도 점수에서 상위 네 개에 해당하는 발음 항목(어중경음, 

157) 그러므로 연음은 교육 내용의 선정 또는 배제 차원에서 논의되기보다 우선순위의 차원

에서 논의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하겠다. 
158)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정확성의 기준과 이해도의 기준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

니라 이해도의 기준 안에 정확성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담보(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정확성에 기반한 오류 분석 결과는 이해도를 구성하는 내적 구성 요인을 

명시적으로 밝히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오류 분석의 과정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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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평음, 종성 /ᄅ/, 이중모음)이 모두 분절음 발음에 속한 항목인 것을 통해서 뒷

받침된다. 즉, 분절음의 경우, 5어절로 구성된 문장에서 단 세 개의 자음 또는 모음 

음소에만 오류가 포함되어도 한국인 청자가 그 발화의 내용을 쉽게 알아들을 수 없

을 정도로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분절음 발음에서만큼

은 한국인 원어민 청자가 가진 음운론적인 인식 범위 안에 들 정도의 정확성을 목표

로 교육하는 것이, 이해 가능한 발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음운변동 발음에서는 비음화, 유음화, 연음의 순으로 해당 발음 오류가 

청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9) 흔히 한국어를 발화할 때 음운 규

칙을 적용하지 않고 발음하면, 듣기에 불편함은 주지만 실제 이해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음운변동 발음 오

류가 청자의 이해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한정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나타난 음운변동 발음 오류의 양상이 단순히 음운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한 형태 외에도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한 예로, 연음을 적용하여 

발음해야 할 ‘길에서’의 경우, 라오스인 학습자들은 동일 자음을 첨가함으로써 [길레

서]라고 발음하는 오류를 자주 범하는데, 명료도 실험에서 한국인 청자들은 이를 

[길레서]를 ‘그래서’라고 받아 적은 사람이 많았다. 또한 유음화를 적용해서 발음해

야 할 ‘잘난 친구’를 [잔난 친구]로 발음한 오류 발음에 대해 ‘장난 친구’ 또는 ‘작년 

친구’로 받아 적은 경우도 많았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나타

나는 이러한 오류 유형들이 음운변동 발음 오류에 속하지만  사실 분절음 발음 오류

에 가까운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분절음 발음 오류만큼이나 청자의 이해에 위해

(危害)를 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160)

지금까지 이해도에 근거하여 선정된 위의 발음 항목들을, 오류율에 근거한 난이도

와 이해도 점수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해 보면, 다음의 <그림 

41>과 같다.

도 분석을 위한 실험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59) 연음 오류가 비음화나 유음화에서보다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이 낮게 나온 것은, 다른 

음운 현상과는 달리 음소 자체가 변동되는 과정을 겪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160) 이에 비해, 비음화 오류의 경우는 비음화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하는 오

류 유형 한 가지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해도 점수가 연음이나 유음화 오류에 비해, 거

의 2점에 근접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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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라오스인 학습자 대상, 교수ㆍ학습의 내용의 우선순위

먼저, 오류율이 높으면서 이해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제 3영역에 해당하는 발

음 요소가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발음을 교육할 때 1순위의 교육 항목이 된

다. 이 영역에 속한 발음 항목에는, 분절음 발음에서는 어두평음, 어중경음, 종성 /ᄅ

/ 발음이, 음운변동 발음에서는 유음화, 비음화가 그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제한된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보길 원한다면, 제 3영역에 속한 발음 항목에 우선순위를 두

고 이를 집중해서 교육해야 할 것이다. 

제 3영역에 이어 다음 순위는, 오류율과 이해도의 기준 중에 어느 것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1영역에는 

연음이, 4영역에는 이중모음이 배치되어 있다. ‘이해 가능한 발음’을 발음 교육의 목

표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해도의 기준을 더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게 되면, 제 4영역

에 속한 발음 요소가 2순위에 해당하는 교육 항목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제 1영역에 속한 연음의 경우는 오류율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해

도에 있어서도 비록 3영역에는 들지 못했지만 경계점수에 걸쳐 있을 정도로 나타났

기 때문에 4영역에 속한 이중모음 발음보다 결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볼 수는 없

다. 비록 연음 오류가 청자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이중모음 오류에 비해 적더라도 

그런 오류가 한 문장 안에 여러 번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충분히 청자의 이해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영역에 속한 연음과 4영

역에 속한 이중모음을 모두 2순위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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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의 실제

1.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가 처한 학습 상황과 학습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고정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

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처한 한국어 학습의 환경

이 아직까지는 외국어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이고, 특히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배우고 있는 학습자의 경

우는 졸업 이후, 대부분이 라오스 현지에서 한국어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면서 한

국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인 원어민 화자와 

같은 발음’을 목표로 삼기보다 ‘이해 가능한 발음’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더 적합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의사소통의 주된 상대자는 한국인 원어민 화자라는 점에

서 ‘이해’의 기준이 대상은 한국인이 된다. 다시 말해, 한국인 청자가 편안하게 이해

할 수 있을 정도의 명료한 발음에 이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

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의 전반적인 목표로 설정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를 ‘이해 가능한 발음’으로 설정하였을 때, 이러한 

목표 기술이 발음 교육의 분명한 지향점이 되고, 전체적인 발음 교수 과정을 점검하

고 이끌어 주는 실제적인 지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목표 기술이 보다 세부 영역

에서 구체성을 띠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이해 가능한 발음’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

위 목표들이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성은 학습자의 언어권을 초

월하여 기술될 때는 담보되기 어렵다. 학습자의 언어권마다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발음 요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초월하여 제시한다면 결국 일반적이고 보편적

인 수준에서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술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앞서 Ⅲ장에서의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분석 결과를 토대

로,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발음을 교수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세부적인 목표가 달성되어야 하는지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이 이해 가능한 발음이 되기 위해서는 

분절음 발음을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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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 측정 실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분절음 발음 오류는 한국인 청자의 이해

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의사소통의 단절과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가장 큰 발음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해 가능한 발음의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분절

음 발음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161) 특히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어 장애음의 평음을 경음 및 격음과 구별하여 발음하는 것과 어중 경음 발음, 종

성 /ᄅ/ 받침 발음, 그리고 초성에 자음이 결합된 이중모음 발음의 경우에서 높은 오

류율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5어절 길이의 문장에서 단 3개의 음소에만 오류가 포

함되어도 이해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청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

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발음 요소에서는 초급에서부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교육해야 하며 중ᆞ고급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관

련된 부분이 발음 교육의 목표에 구체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다. 

둘째,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이 이해 가능한 발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

드시 한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음운 규칙에 맞게 연이어 발음하도록 교육

되어야 한다. 특히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경우, 연음이나 비음화와 유음화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표기형대로 발음하는 과정에서, 종성과 동일한 자음이 중첩되거나 다

른 자음으로 변화되는 등의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발음의 유창성에만 관

여된 것이 아니라, 분절음 오류에서처럼 청자의 이해에도 직접적으로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교정이 필요하다. 또한 음운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발

음할 경우, 음절마다 불필요한 휴지를 두게 함으로써 발화 속도를 늦출 뿐 아니라 절

음한 곳마다 악센트가 가해짐으로써 청자가 결코 ‘편안하게’(comfortable) 이해할 

수 없는 억양 패턴을 생성하기 때문에 발음의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음운변동 오류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음운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음운 규칙에 

대한 명시적인 이해와 사용이 또한 발음 교육의 목표 기술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는 또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도 분리 기

술될 필요가 있다. 초급 특히,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입문기 학습자들에게는 특히 분

절음 발음의 정확도를, 적어도 한국인 청자의 허용 가능한 지각 범주 내에 들도록, 끌

어올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분절음 발음이 부정확하면, 음절 경계에서 일어나는 연음

161) 외국인 악센트나 억양의 자연스러움과 같은 발음 요소들은, 그것이 청자의 이해에 미

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인 학습자가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 이르는 것

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운 일일 수 있으나, 분절음의 경우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연

습을 해나가기만 한다면 정확한 발음에 도달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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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음운변동 발음에서도 부정확한 발음을 생성해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162) 

특히 초급에서는 한국어 장애음의 평음, 경음, 격음을 구분하여 지각하는 것과 산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 그리고 음절 말 유음 /ᄅ/ 발음의 경우

는, 초급 뿐 아니라 중급에서도 오류율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경향도 

일부 나타나기도 한 것을 염두할 때, 초급에서부터 집중화된 연습이 필요하다. 

중급 단계에서는 분절음 단위를 넘어, 한국어의 연음이나 여러 가지 음운변동 발

음을 명시적으로 이해하고 익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연음과 음운 현상 발

음 또한 초급 수준에서부터 연습되어야 하지만, 앞서 라오스에서의 발음 교육의 현

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초급 단계에서는 아직 한국어 발음에 대한 경험이 적고 문

장 수준에서의 연습을 하기에는 문법과 어휘 면에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의 음운 현상을 총체적으로 다루기보다, 해당 어휘나 문형을 배울 때 연음과 비음화

와 유음화 등의 음운 규칙이 적용된 어휘나 문장이 나올 때마다 수시로 다루어줌으

로써 한국어 발음현상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그러나 중

급에서부터는 한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해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리하여 

보다 명시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이미 초급 과정에서 한국어의 여러 

음운 현상에 대해 듣고 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음운 현상과 소리의 원리

를 보다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급의 경우는, 개별 단어 수

준을 넘어 문장과 담화 차원에서도, 그리고 단어 내에서 일어나는 음운변동뿐 아니

라 단어 경계를 넘어서 일어나는 음운변동 발음에서도 발음 규칙을 적용하여 발음할 

수 있도록 발음의 유창성을 길러 주어야 한다.163)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의 교육 목표를 분절

음과 음운변동 발음에 속한 세부 발음 요소를 중심으로, 초급과 중급 수준으로 나누

어 설정해 보면, 다음의 <표 90>과 같다.164)

162) 유음화 발음 오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 년’을 [인년]이라고 발음한 오류의 원인은 

종성 /ᄅ/를 /ᄂ/로 교체하여 발음한 분절음 오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163) 권경근(2016)에서도, 발음 교육은 단어의 발음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운율단위의 발음

에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발화의 최소단위인 음절의 발음을 틀리게 하거나 

적절한 운율단위로 끊어서 완전하게 발음하지 못하거나 운율단위에서의 음운 현상을 제대

로 발음하지 못하거나 음절이나 운율단위에 실리는 초분절음을 올바르게 발음하지 못한다

면 의사소통은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164) 국립국어원(2010)이 발간한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개발’의 발음 등급별 목표 가

운데, 분절음과 음운변동 발음에 관련된 부분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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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영역 목표

초급

분절음

어두 평음
장애음의 평음을 경음 및 격음과 구분하여 지각할 수 있고, 이

해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어중 경음 어중에 위치한 경음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종성 /ㄹ/ 단어 수준에서 종성 /ᄅ/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이중모음 초성에 자음이 결합된 이중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음운

현상

관련 지식
한국어에는 표기형과 발음형이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과 

거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연음
연음해서 발음해야 하는 경우를 알고, 연음 규칙을 적용하여 

부드럽게 이어 발음할 수 있다. 

비음화, 

유음화

비음화, 유음화 등 음운병동이 일어나는 환경과 규칙을 이해하

고, 그런 발음에 대한 경험과 직관을 기른다.  

중급

분절음

어두 평음

장애음의 평음, 경음, 격음을 구분하는 음향적 단서를 분명히 알

고 이들을 구분하여 들을 수 있으며, 정확하고 보다 유창하게 발

음할 수 있다.

종성 /ㄹ/
문장 수준에서도 종성 /ᄅ/발음을 힘들이지 않고 유창하게 발

음할 수 있다.

음운 

현상

관련 지식
한국어의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과 규칙을 총체적이고 명

시적으로 알고 이해한다. 

연음

비음화

유음화

발화 속도를 보다 빠르게 가져감으로써, 단어 경계를 넘어 적

용되는 음운 현상에 대해서도, 음운 규칙을 적용하여 부드럽게 

연이어서 유창하게 발음할 수 있다. 

<표 90>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의 목표

2.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발음 교육의 방법은 발음 오류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어떤 

특정 발음에서 학습자가 오류를 범했다면, 그 원인이 해당 발음의 음운 지식의 부재

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각 단계에서 소리의 분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

지, 또는 해당 발음에 대한 지식도 있고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것까지도 문제가 없는

데, 오직 발음 생성 단계에서 입으로 산출할 때 해당 발음에 대한 조음 방법이 잘못

되어 오류를 범한 것인지,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교육적 처

방이 달라지고 또한 그래야만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보다 근거 있는 교육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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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고의 Ⅱ장에서는 대조분석가설과 음성지각이론에 관한 이론을 고찰

함을 통해, 외국어 발음에서 오류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L1과 L2 간의 ‘차이성’
과 ‘유사성’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토다(2006)에 근거하여, 

두 언어 간의 ‘차이성이 요인이 되어 발생한 오류’와 ‘유사성이 요인이 되어 발생한 

오류’ 간에는 오류가 생성되는 단계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살펴보

았다. 즉, L1과 L2 간의 차이성이 요인이 되어 발생한 오류는 발음의 생성 단계에 

속한 오류로서, L2 발음의 조음적인 측면에서의 생소함과 차이가 발음 산출에 어려

움이 되어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반면, 유사성이 요인이 되어 발생한 오류는 발음의 

지각 단계에 속한 오류로서, L1과 L2 간의 음성적인 유사성으로 인하여 두 음을 구

분하여 지각하는 것, 즉 분별의 어려움이 산출의 어려움으로 이어져서 오류를 유발

하는 원인이 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인 분석 결과를 오류의 원인 분석을 위

한 기본 틀로 하여, Ⅲ장에서는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양상과 원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다(2006:701)의 오류 발생 단계에 따라 ‘음운 지식 단계’, 
‘지각 단계’, ‘생성 단계’에 입각하여 분류 기술하였다. 

본 절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방안은 이러한 과

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91>과 같다. 

발음 영역 오류 발생 단계 교육 방안

분

절

음

어두 평음 지각 단계 지각 훈련 활용

어두 경음 생성 단계 라오어의 성조를 활용

어중 경음 생성 단계
동일 자음 첨가를 통한 

경음화 원리 활용

종성 /ㄹ/ 생성 단계 초성 /ᄅ/의 조음방식을 활용

이중모음 음운지식 단계 이중모음의 단모음 구성 활용

음

운

변

동

연음
음운지식 단계 + 

생성 단계

(연음 규칙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형태초점 교수법 활용

비음화
음운지식 단계 

+생성 단계

(비음화 규칙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형태초점 교수법 활용

유음화
음운지식 단계 

+생성 단계

(유음화 규칙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형태초점 교수법 활용

<표 91> 각 발음 영역과 관계된 오류 발생 단계와 교육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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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절음 발음에서 어두평음 발음은 지각 단계에 속하여 지각 훈련의 방법을 활

용하고자 한다. 어두경음 발음은, 생성 단계에 속한 오류로써 라오어의 성조를 활용하

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어중경음 발음과 음절말 종성 /ᄅ/ 발음 또한 생성 단계에 

속한 것으로, 각각 동일자음첨가를 통한 방법과 초성 /ᄅ/를 활용한 조음 방식을 활용

하여 교육하고자 한다. 이중모음 발음의 경우는, 음운지식 단계에 속한 오류로, 학습자

들이 이중모음의 단모음 구성에 단한 지식을 알고 이를 활용만 할 수 있으면 자음과 결

합된 이중모음을 발음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에 관한 내용은 이미 앞 절에서 

교육 내용으로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교육 방안에서는 다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음운변동 발음은 분절음 발음과는 달리, 음운지식 단계와 생성 단계가 복합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발음 습득의 메커니즘이 더욱 복잡하다. 음운변동 발음을 위한 

음운 지식은 음운 규칙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앞서 교육 내용에서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식이 생성 단계에서 실제 적용되어 발음하도

록 하는 데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음운 규칙이 학습자들의 발음 체계 안에 내재화 

되어야 하며, 이런 내재화를 위해서는 학습 과정에서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곳에 계

속적인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음운변동 발음 교

육을 위한 방법으로, 형태초점 접근법의 교수 원리를 활용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1. 오류 원인에 따른 분절음 발음 교육 방안

  2.1.1. 지각 훈련을 통한 어두 평음 발음 교육 방안

 2.1.1.1. 한국어 평음 발음을 위한 지각 훈련의 개념과 필요성

‘지각 훈련’(perceptual training)은 지각 단계에서 음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음성 

범주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훈련으로, 지각 훈련이 음운의 인식뿐 아니라 산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훈련 방법이다.165) 즉, 지각 훈련의 

165) 이는 홍진혁(2017)에서 발음의 지각과 산출의 상관성을 실험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정

한 결과를 통해서도 지지된다. 한국어 장애음의 평음, 경음, 격음과 같은 분절음 발음의 

경우, 지각의 성공이 그대로 산출의 성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8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분절음 발음의 경우는 ‘들을 수 있으면 말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이, 지각한 만큼 

산출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어도 분절음에서만큼은 지각 훈

련이 효과가 있음을 뒷받침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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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외국어 학습자 안에 형성되어 있는 모국어에 입각한 음운 범주를 지각 훈련

을 통해 목표어의 음운 범주에 가깝게 조정해 줌으로써, 발음 향상을 이끌어내는 방

법이라 할 수 있다.166) 

앞서 발음 오류 진단과 양상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어두 

초성에 위치한 평음 발음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원인은, 평음의 조음 방식 자

체가 전혀 새롭고 생소해서가 아니라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평음과 유사한 동일 

계열의 경음 및 격음과의 분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한국어의 평음에 해당하는 음

성 범주가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머릿속 음성 범주 체계 안에 구별된 범주로 형성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라오어에 존재하는 무성무기음 또는 무성유기음과 동일 범주

화시켜 발음함으로써, 한국인 청자가 듣기에 결국 경음 또는 격음에 가까운 발음으

로 산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라오스인 학습자의 평음 발음 오류에 대한 교육적 처방은, 결국 ‘평음의 

음성범주 형성’에 있으며, 이것이 평음 발음 습득을 위해 음성 지각 훈련이 요구되는 

이유가 된다. 음성 범주의 형성은 발음의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당장의 산출의 정확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산출 연습에 중점을 두기보다, 오히려 집중적인 발

음 듣기를 통해 학습자의 음성적 민감함과 지각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산출의 정확

도를 높이는 보다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실시할 지각 훈련

의 목표는, 지각 훈련을 통해 경음(또는 라오어의 무성무기음) 또는 격음(또는 라오

어의 무성유기음)과는 구별된 평음의 음성 범주의 형성에 있다. 

2.1.1.2. 지각 훈련의 단계별 교육 방안

발음 교육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3단계 또는 5단계로 나누어진다. 박경자 외(1994)

에서는 말소리에 대한 지각을 강조하여 ‘청각적 구별 단계-인지와 이해의 단계-발음 

단계’의 세 단계로 설정하였고, 김정숙(2000)에서는‘도입-제시ᆞ설명-연습-사용

-마무리’의 다섯 단계로 설정한 바 있다. 김지은(2010)에서는 이러한 5단계 모형을 

변형하여 지각 훈련을 위해 특화된 모델을 제시하였다. 즉, ‘연습’ 단계를 지각 훈련 

단계와 산출 훈련 단계로 나누고, 지각 훈련 단계를 다시 ‘식별 과제-정답 확인 및 다

166) 지각 훈련을 통한 한국어 발음 교육 관련 연구에는, 김지은(2010), 유하나(2013), 이

은비(2016) 등 여러 편이 있다. 이들 연구를 통해, 지각 훈련이 한국어의 장애음이나 모

음 발음의 정확도에 향상을 가져옴을 실험을 통해 이미 검증된 바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는 지각 훈련의 교육 효과를 별도로 검증하지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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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듣기-토론-변별 과제-정답 확인 및 다시 듣기-토론’으로 구성하였다. 유하나

(2013)에서는 말소리 지각과 산출의 관계를 반영하고 단계들 간의 유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언어 음소 습득 과정을 교수ᆞ학습 단계에 적용하여, ‘의식화-제시 및 이

해-음운 범주 형성-산출 연습-확인 및 교정’의 5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지각 훈련의 방법은, 발음 전공 교과목 안에서 

실시할 수도 있고, 통합 기능으로 배우는 한국어 수업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경우 즉, 발음 한 영역만을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을 가르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 교실 수업 상황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통합 기능 교재로 배우는 

일반 한국어 수업이나 말하기 또는 듣기 수업의 교과 과정의 일부로서 짧은 시간 내

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교수ᆞ학습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167) 이렇게 할 때, 발

음 교수에 실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은, 한 회 수업을 90분으로 할 경우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1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길게 잡아 15분 

안에 수행할 수 있는 교육 활동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다.168)

그리고 본고에서의 실시하고자 하는 지각 훈련은 한국어의 장애음 발음 중에서도 

어두 초성에 위치한 장애음 발음이라는 목표 항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서는 위의 5단계 모형에서처럼 매번 도입과 제시ᆞ설명을 새로이 할 필

요는 없고 첫 시간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즉 첫 시간에 매 수업의 마지막 15분은 

발음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알려주고, 수업 시간이 되면, 그날 연습할 발음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려 주면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도입과 제

시ᆞ설명 단계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연습 단계인 음성 범주 형성과 산출 연습을 

위한 ‘지각 훈련의 단계’로 바로 들어가 교육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한편, 대상 학습자는 초급으로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어두 초성 장애음 발음의 범

주 형성은, 가능한 초급 단계 안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하며, 초급 단계에서 한 번 형

성된 음성 범주에 대한 직관은 대게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

각 훈련의 특성상 반복해서 듣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중급 단계에서는 단조롭고 지

루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67) 발음 교과목 안에서 지각 훈련을 실시할 경우는, 본 절에서 소개하는 것보다 더 세분화

된 교육 항목으로, 더 많은 예문을 통해, 더 긴 시간의 교육 활동이 요구되는데, 이 외에는 

본 절에서 소개되는 방법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본 장

의 교재 제시 방안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168) 지각 훈련의 방법은 과제 활동의 분량을 조정하면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할애해서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다. 지각 훈련은 한 번에 긴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짧은 시간을 여러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음성 범주 형성에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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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지각 훈련에 앞서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지각 훈련에 사용될 음성 세트를 

제작하는 것이다. 지각 훈련에 사용할 음성 세트는, 다음의 <표 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두 초성에 위치한 각 장애음 음소에, 단모음 ‘ᅡ, ᅥ, ᅩ, ᅮ, ᅳ, ᅵ’와 종결어미 ‘-세

요’를 결합한 형태로 구성하였고, 한국인 원어민 교사 남여 두 사람의 음성으로 각각 6개

의 세트씩 녹음하였다. 녹음된 발음은 발음이 정확한지를 여러 번 듣고 점검하였으며 분

명하지 않은 경우는 재녹음하였다. 또한 MP3 플레이어를 활용하여, ‘순차적 재생’, ‘랜덤 

재생’, ‘반복 재생’ 등 다양한 재생 방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조합으로 음원을 재생할 수 

있도록, 단어 하나 당 하나의 음성 파일로 녹음함으로써, 총 168개(14×6×2)의 음성 

파일을 구축한다. 

세트 1 세트 2 세트 3

 ‘장애음 + ㅏ세요’ ‘장애음 + ㅗ세요’ ‘장애음’+ ㅡ세요

가세요, 카세요, 까세요

다세요, 타세요, 따세요

사세요, 싸세요

바세요, 파세요, 빠세요

자세요, 차세요, 짜세요

고세요, 코세요, 꼬세요

도세요, 토세요, 또세요

소세요, 쏘세요

보세요, 포세요, 뽀세요

조세요, 초세요, 쪼세요

그세요, 크세요, 끄세요, 

드세요, 트세요, 뜨세요

스세요, 쓰세요

브세요, 프세요, 쁘세요

즈세요, 츠세요, 쯔세요

세트 4 세트 5 세트 6

'장애음 + ㅓ요 ‘장애음 + ㅜ세요’ ‘장애음’+ ㅣ세요

거세요, 커세요, 꺼세요, 

더세요, 터세요, 떠세요

서세요, 써세요

버세요, 퍼세요, 뻐세요

저세요, 처세요, 쩌세요

구세요, 쿠세요, 꾸세요, 

두세요, 투세요, 뚜세요

수세요, 쑤세요

부세요, 푸세요, 뿌세요

주세요, 추세요, 쭈세요

기세요, 키세요, 끼세요, 

디세요, 티세요, 띠세요

시세요, 씨세요

비세요, 피세요, 삐세요

지세요, 치세요, 찌세요

<표 92> 지각 훈련을 위한 음성 세트 

지각 훈련의 방식은 위에 제시된 음성 세트를 그대로 사용하여, 주 1회 15분간 매

주 음성 세트를 하나씩 사용하여 6주 동안 실시할 수도 있고,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음성 세트의 분류를 더 세분화하거나 재구성하여 더 오랜 기간 실시할 수도 있다. 본 

절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6개의 음성 세트를 그대로 사용하여, 매주 하나씩 6주 동안 

지각 훈련을 한다고 할 때의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도입 및 제시 단계를 제외하고 지각 훈련 단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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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제시해 보면, 아래의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지각 훈련의 교수 모형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각 훈련의 과정은 먼저, 매주 마다 한 세트씩 해

당 발음을 순차적으로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즉, 한 주에 한 세트에 해당하는 발음

을, 한국인 남, 여 화자의 발음으로 두 번씩 연속해서 들려준다. ‘순차적 듣기’ 단계에

서는, 어두 초성 장애음 음소가 평음, 격음, 경음 순으로 순차적으로 재생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다음에 나올 발음을 문자로 제시해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예상된 상태에

서 발음을 지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두 번째 들을 때는 파워 포인트와 같은 프로그램

을 활용해, 발음을 듣는 동시에 문자로도 제시해 주어서, 재생되고 있는 소리와 문자

의 시각적인 이미지가 학습자의 음성 인식 체계 안에 함께 각인이 되도록 한다.

다음은 본격적인 지각 훈련의 과정으로, ‘변별 과제’와 ‘식별 과제’의 두 과제를 시

행한다. 일반적으로 난이도 면에서, ‘식별’이 ‘변별’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 이는 음악 분야에서 상대 음감보다 절대 음감을 가지는 것이 더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난이도가 낮은 변별 과제를 먼저 실시한 다음, 그 보

다 어려운 식별 과제로 넘어가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먼저 ‘변별 과제’는, 최소대립쌍을 활용하여 해당 발음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과제

로,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는 ‘평음 범주 형성’이 지각 훈련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

서는 평음 발음을 중심으로 대립쌍을 구성하였다. 최소대립쌍의 구성 방식은, 스트

레인지와 디트만(Strange & Dittmann, 1984)에서 제안한 방식에 따라, 세 개의 

발음을 들려주고 이 중에서 다른 발음 하나를 찾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조

합의 구성은, ‘AAB, ABA, BAA, ABB, BAB, BBA’의 여섯 가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아래의 <표 9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음 발음을 중심으로 ‘자세요, 

차세요, 차세요’, ‘짜세요, 자세요, 짜세요’ 등과 같이 들려주고, 이 중에서 발음이 다

른 한 단어의 초성을 ‘ᄌ, ᄎ, ᄍ’ 중에 고르는 방식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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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듣고 발음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① ᄇ, ᄃ, ᄀ , ᄉ, ᄌ    ② ᄑ, ᄐ, ᄏ, ᄎ  ③ ᄈ, ᄄ, ᄁ, ᄊ, ᄍ

1. 자세요, 차세요, 자세요    ①    ②    ③

2. 파세요, 파세요, 바세요    ①    ②    ③

3. 까세요, 가세요, 가세요    ①    ②    ③

<표 93> 지각 훈련을 위한 변별 과제의 예시 (1)

이 외에도 변별 과제는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허용ᆞ김선정(2006:26)과 

박기영(2010)에서는 최소대립쌍이 문맥 안에서 나타나도록 짧은 단문으로 구성하여 

연습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다음의 <표 94>와 같이 최소대립쌍이 

한 문장 안에 모두 적용되도록 문장을 만든 다음, 교사의 발음을 듣고 해당 발음을 고

르는 방식도 변별 과제로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169)

다음 문장을 듣고 같은 것을 고르세요. 

① 선물을 (사요, 싸요)

② (방, 빵)이 커서 좋아요.

③ (팔, 발)을 다쳤어요.

④ 마음이 (변했어요, 편했어요.)

⑤ (딸, 달)이 참 예쁘네요. 

⑥ 공원에 (풀, 불)이 났어요.

⑦ (그림, 크림)을 샀어요. 

⑧ 저는 (개, 깨)를 좋아하지 않아요.

⑨ (자, 차) 있으면 좀 빌려 주세요.

⑩ 나는 (굴, 꿀)을 먹었다. 

<표 94> 지각 훈련을 위한 변별 과제의 예시 (2)

169) 셀세-무시아 외(Celce-Murcia et. al., 1996)에서는, 이를 ‘계열 연습’(paradima 

-tic drill)이라고 부르는데, 단지 단어 수준의 최소대립쌍 연습에 그치지 않고 문맥을 이

용하는 것으로 발전된 것은 발음 교육의 목적이 의사소통에 있고 발음의 정확성 뿐 아니

라 유창성을 강조하면서 이루어진 교육적 응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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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인 ‘식별 과제’는 해당 발음을 듣고 평음, 경음, 격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를 고르는 과제로, 가장 단순한 방식은, 다음의 <표 95>에서와 같이, 해당 발음을 

두 번 들려주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을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1. 보세요     [포세요]    (        )

2. 쏘세요     [소세요]    (        )   

3. 주세요     [추세요]    (        )

<표 95> 지각 훈련을 위한 식별 과제의 예시 (1)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에게 정답을 알려 주는 타이밍인데, 지각 훈

련에서는 식별 과제든 변별 과제든 학습자가 듣고 응답한 즉시 바로 정답을 알려주

어서 학습자 스스로가 해당 발음을 정확히 인식했는지를 즉시로 확인하게 해야 한

다.170) 왜냐하면 지각 훈련의 목적은 학습자의 발음을 테스트하는 데 있는 것이 아

니라, 해당 발음에 대한 음성적 직관을 길러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해당 발음을 듣고 응답한 즉시 자신이 세운 음성 분별에 대한 가설이 맞는

지 틀린지를 즉각 확인시켜 줌으로써, 정답을 고른 경우는 자신이 지각한 것에 대해

‘강화’가 일어나게 하고, 틀린 경우는 ‘조정’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자극과 

반응의 반복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점차 한국인 화자와 같은 음성 범주를 형성

해 가고, 평음 발음에 대한 음성적 직감도 길러지게 된다. 

식별 과제의 또 다른 예로, 아래의 <표 96>과 같이, 소리를 듣고 그에 해당하는 

발음을 평음, 경음, 격음 중에서 고르는 연습 활동을 할 수 있다. 

170) ‘Kalvin’과 같은, 음성을 듣고 선택하고 즉시로 정답을 확인하는 연습을 하기 위한 발

음 식별용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라오스 현지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럴 경우는, 교사가 칠판에다 평음, 

경음, 격음 각각에 ①, ②, ③를 써 놓고, 교사가 MP3 플레이어를 재생, 멈춤을 반복해 가

면서, 학생들이 들은 것이 뭔지 즉시로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다. 재생은, 순

차적 재생, 랜덤 재생, 반복 재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단조롭고 지루할 거 같지

만, 실제 수업을 해 본 결과 반응이 매우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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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듣고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 [타세요]    ① 다세요   ② 따세요   ③ 타세요

2. [사세요]    ① 사세요   ② 싸세요   

3. [부세요]    ① 부세요   ② 푸세요   ③ 뿌세요

<표 96> 지각 훈련을 위한 식별 과제의 예시 (2)

또한 식별 과제는, 다음의 <표 97>에서와 같이, 유의미한 의사소통 맥락 안에서 

해당 발음을 듣고 응답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세요.

A : 저기 보세요. 지붕에 풀이 났어요!

B : (                             )

① 빨리 119에 전화하세요. 

② 와, 멋있네요. 

<표 97> 지각 훈련을 위한 식별 과제의 예시 (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대립쌍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문장을 구성하

고 그 각각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는 대답을 선택지로 제시한다. 그래서 ‘창문에 풀

이 났어요.’라는 문장을 듣고, ‘풀’을 [풀]로 제대로 식별한 학습자는 정답지 가운데 

②번(와, 멋있네요)으로 응답하게 될 것이며, ‘풀’을 [불]로 잘못 식별한 학습자는 

①번(빨리 119에 전화하세요)으로 응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출 연습 단계에서는 지각 훈련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형성하고 가정

한 음운 범주를 산출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검증하고 확인해 보는 단계로, 가장 보

편적인 방법으로는, 평음 발음을 중심으로 ‘평음-경음’, ‘평음-격음’의 최소대립쌍

을 구성하여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171) 예를 들어, 

평음 /ᄇ/의 경우, 대립쌍을 ‘보세요-뽀세요’ 또는 ‘보세요-포세요’로 구성하여, 교

171) <그림 44>에서 산출 연습 단계에 3분 정도의 시간이 할애된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

듯이, 전체 지각 훈련 과정에서 산출 연습 단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다. 산

출 연습은 통합 한국어 교과목이나 말하기 수업 등을 통해서도 자주 이행되고 있는 반면, 

발음을 집중해서 듣는 것은 학습자 개인이 따로 시간을 가지기도 어렵고, 이처럼 지각 분

별을 위한 구조화된 입력으로 듣는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각 훈련 과정에서는 실제 

발음을 듣고 지각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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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게 한다.172) 

또는 아래의 <표 98>과 같이, 최소대립쌍이 문맥에 나타나도록 단문을 구성하여 

이를 산출 연습에 활용할 수 있다. 변별 과제에서와는 달리, 두 개의 최소대립쌍이 

한 문장 내에 다 들어가도록 구성함으로써, 문장의 맥락 안에서 두 음소를 구별하여 

발음하는 연습을 수행할 수 있다.173)

다음을 듣고 (     ) 안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그리고 발음해 보세요.

① 우리 (   )은 (   )을 좋아합니다.             *정답: 딸, 달

② (   )맛이 (   )맛 같아요.                    *정답: 굴, 꿀

③ 넘어져서 (   )하고 (   )을 다쳤어요.         *정답: 발, 팔

④ (   )에 (   )과 주스가 있어요.               *정답: 방, 빵

⑤ (   )림 위에 (   )림이 떨어졌어요.           *정답: 그, 크

⑥ (   )에서 (   ) 좀 꺼내 주세요.              *정답: 차, 자

⑦ 어제 (   )을 (   ) 잘 잤어요.                *정답: 잠, 참

<표 98> 지각 훈련을 위한 산출 연습의 예시

위의 예에서 보듯이, 산출 연습이지만 산출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기를 

통해 평음을 식별하는 연습을 한 후에 이를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산출 연습도 지각 

연습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도록 연습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2.1.2. 라오어의 성조를 활용한 어두 경음 발음 교육 방안 

어두 위치에서 가장 높은 오류율을 기록한 평음(39.8%) 다음으로, 오류율이 높게 

나온 발음은, 경음(25.0%) 발음이었다. 이는 대조 분석에 근거한 예측과는 매우 다

른 결과로, 라오어의 무성무기음이 한국어의 경음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학습자

의 모국어에 있는 이 음소를 그대로 대체하여 발음하면 어두 경음을 발음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이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 25%의 오류율은 예상을 넘어 

172) 가장 좋은 것은 학습자 개개인이 산출한 발음을 교사가 듣고 정오를 판단해 주는 것이 

가장 좋으나, 학생 수가 많은 교실 수업 환경에서는 실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립 쌍을 

구성하고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는 단순한 활동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173) 셀세-무시아 외(Celce-Murcia et. al., 1996)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연습을 '통합 연

습‘(syntagmatic drill)이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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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높게 나온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두 경음 발음 오류에서 경음을 격음

으로 발음한 오류는, 앞서 오류 원인 분석에서도 밝혔듯이, 경음과 격음이 기식성

(VOT) 면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지만, 음높이(pitch) 면에서 유사성이 있기 때문

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학습자 자신의 모국어에 이미 존재해 있는 무

성무기음에 기반하여 발음했다면, 발음 습득 과정에서 간섭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발음을 교수할 때에도, 학습

자의 모국어와 목표어의 음운적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한국어 발음에 활용할 수 있

도록 음운론적인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 가르치는 것도 발음 향상을 위해 반드

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된다. 

한편, 어두의 경음을 평음에 가까운 소리로 발음한 오류는, 앞서 어두 평음 발음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라오어 내에 있는 무성무기음의 음성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다. 

<그림 43> 경음 및 격음 발음을 위한 음성적 조정

한국어와 라오어의 음성 범주의 차이를 위의 <그림 43>을 통해 다시 살펴보면, 

라오어의 무성무기음과 무성유기음은 VOT면에서는 각각 한국어의 경음과 격음에 

매우 가깝게 일치한다. 그러나 피치면에서는 경음이나 격음에 비해 많이 떨어지며, 

VOT면에서도 A와 B구간과 같이, 한국어의 경음과 격음을 조금씩 벗어나는 부분도 

존재함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어두 경음과 격음을 발

음할 때 확실하게 경음과 격음 범주 안에 드는 발음을 생성해 내지 못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인이 라오어의 무성무기음에 근거해 한국어의 경음을 발음

할 때, A 또는 B 구간과 같이 그 범주를 벗어나 발음하게 되면, 한국인 청자는 그 

소리가 분명 경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 평음으로 범주화하여 인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라오어의 무성무기음의 피치 값이 거의 평음 수준으로 

낮게 실현된다는 점도 중요한 오류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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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오류 유형의 교정 방법은, 라오어에 이미 존재하는 무성무기음을 경음 

발음을 위해 그대로 활용하되, 이것의 음성적 특성을 약간씩만 조정해 주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즉, 한국어의 경음을 발음할 때, 기식성과 음높이를 확실히 경음의 범

주 안에 들도록 발음하는 방법이다. 이는 격음 발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오류

율이 13.9%로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격음을 발음할 때도 격음 범주에 벗어난 부분

이 생기지 않도록 강세를 주어서 평음의 음성적 속성과 더욱 분명히 구분되도록 조

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음성적 조정은 라오어의 성조를 활용하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174) 라오어

의 성조는 음의 높낮이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당 자음에 악센트를 주어 기식의 

세기와 후두 긴장의 세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두 초성에 위치한 경

음을 발음할 때, 각각 라오어의 무성무기음을 사용하여 발음하되, 이 자음에 라오어의 

성조 부호인 ‘마이토’(້  )를 붙여서 3성 또는 6성으로 발음하게 한다.175)

① 한국어 자음 중에 경음에 해당하는 /ᄈ, ᄄ, ᄁ, ᄊ, ᄍ/는 라오어에 있는 /ປ, ຕ, 
ກ, ສ, ຈ/로 제시한다. 

② 그러나 더 확실하게 경음에 가깝도록 발음하기 위해, 이들 음소에 성조 마이토( ້  
)를 붙여서 /ປ້, ຕ,້ ກ,້ ສ,້ ຈ້/로 발음하도록 한다. 

<표 99> 성조를 활용한 어두 초성 경음 교육 방안

이처럼, 모국어의 음성 체계를 활용하여 목표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대응되도록 구

현할 수 있다면, 생소한 국제 음성 기호로 발음을 제시하는 것보다 학습자에게 익숙

한 목표어의 음소로 제시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고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

법이 될 수 있다.176)

174) 라오어를 비롯한 중국어나 태국어, 베트남어 등과 같은 고립어들은 모두 초분절음인 

성조가 존재한다. 성조는 음의 높낮이 즉 피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요소로, 이들 언

어가 가진 성조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평음, 경음, 격음의 발음에 

훨씬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국어권이나 태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김

기훈(2010), 오선(2013), 장가문(2013), 아몬랏 카타위(2014) 등의 여러 연구들을 통

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졸고 홍진혁(2016)에서도 라오어의 성조를 활용하여 한국어 장

애음의 경음과 격음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175) 라오어 성조 중에 3성과 6성은, 영어에서의 악센트로 봐도 무방하다. 이 성조를 적용하게 

되면 후두에 긴장성이 강해지면서, 피치가 상승함과 동시에 VOT 값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176) 홍진혁(2016)에서도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경음과 격음 발음에서 16.7%의 오류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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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경음화의 음운 환경을 활용한 어중 경음 발음 교육 방안

앞서 발음 양상 및 원인 분석 결과를 통해, 어중에 위치한 경음 발음 오류의 원인

은, 선행하는 음절에 모음이 오는 음운 환경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경음이 모음 

바로 다음 음절에 후행할 때, 종성에 어떤 자음도 붙지 않은 모음에서 바로 긴장성이 

강한 경음으로 옮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긴장성이 약화된 평음

에 가깝게 발음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원인 분석에 근거한다면, 어중

의 경음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관건은, 모음 바로 다음에 위치한 어중 경음을 

발음할 때 경음의 긴장도가 약해지지 않고 강하게 유지되게 하느냐에 있다. 

그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어의 음운 현상 중 경음화의 음운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경음화 현상은 어중의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해야 정확한 발음이 되는 것으로, 라오

스인 학습자의 어중 경음화 오류와는 정반대의 양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본고의 발음 진단에서도 나타났듯이, 라오스인 학습자들은 경음화 발음에서

는 오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한 예로, ‘밥만 먹지 말고’에서 ‘먹지’의 경우, ‘먹
지’는 [먹찌]와 같이, 앞 음절의 장애음 받침으로 인해 어중 평음 /지/가 /찌/ 로 경

음화하여 발음되는데, 대부분의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이러한 경음화 규칙에 대한 인

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경음화하여 정확하게 발음하였다. 이는 ‘먹
지’에서 어중 평음 앞에 무성 장애음 /ᄀ/가 연쇄하는 환경에 기인한다. 즉, 앞 음절

의 장애음 받침소리가 다음 음절의 어중 경음 /ᄁ/를 생성해 내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 줌으로써, 어중 평음이 자연스럽게 경음화되어 발음되게 한 것이다. 

라오스인 학습자의 이러한 발음 특성은, 어중 경음화 오류의 교정에 그대로 활용

될 수 있다. 그것은 어중 경음 바로 앞 음절의 모음에 장애음 받침을 첨가함으로써 

경음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다. 즉, ‘그저께는, 어깨, 이쪽’ 등과 같이 어중 경

음을 발음할 때는, 초성 경음의 음소를 둘로 쪼개어 평음으로 만들어 그 한 부분을 

앞 음절의 종성 받침으로 두고 연음하여 발음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저께

는’을 발음하는 경우, 많은 학습자들이 [그저게는]으로 발음하였는데, 이러한 오류

를 줄이기 위해 ‘그저께는’을 발음할 때는 어중 경음 /ᄁ/의 종성 자음 음가에 해당

하는 /ᄀ/를 앞 음절의 받침으로 첨가하여 ‘그적게는’을 발음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러면 어중의 ‘께’가 평음 ‘게’로 바뀔지라도, 앞 음절의 종성에 있는 장애음 /ᄀ/로 

오류를 범하였지만, 라오어의 성조를 활용하여 발음 연습을 한 후에는, 오류율이 0%를 기

록함으로써, 이러한 방법이 교육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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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경음화되어 결과적으로는, [그저께는]으로 발음하게 된다. 동일한 원리로, ‘어
깨’를 발음할 때는 ‘억개’로, ‘이쪽’을 발음할 때는 앞 음절에 /ᄍ/의 종자음 음가에 

해당하는 /ᄃ/를 첨가함으로써 ‘읻족’으로 발음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표기형

식을 ‘그저께는’에서  ‘그적게는’으로 바꿔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산출되는 발

음은 어중 경음이 정확하게 적용되어 산출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라오스인 학

습자의 어중 경음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177)

  2.1.4. 초성 /ᄅ/를 활용한 음절말 종성 /ᄅ/ 발음 교육 방안

라오스인 학습자의 음절말 종성 /ᄅ/ 발음 오류는 생성 단계에 속한 오류로서, 종

성에 위치한 /ᄅ/를 발음할 때 잘못된 조음 방식에 기인한다. 라오어의 음절 구조에

서는 종성의 위치에 유음 /ᄅ/에 대응되는 음소가 올 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종성의 유음 발음은 새로이 익혀야 할 생소한 발음에 속한다. 앞서 양상 분석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유음 /ᄅ/를 비음 /ᄂ/로 교체하여 발음한 오류가 많았다. 이는 종

성 /ᄅ/와 /ᄂ/가 조음 위치 면에서 동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성 /ᄅ/와 

/ᄂ/는 몇 가지 면에서 조음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학습자들에 말로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를 말로 설명해 준다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ᄅ/ 발음은, 음운지식 단계의 오류이기보다 발

음 산출과 관련된 생성 단계의 오류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초성 /ᄅ/의 조음 방식을 활용하여 종성 /ᄅ/를 발음하는 방법

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오류 원인 분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ᄅ/는 초성에 있을 

때나 종성에 있을 때나, 기본적인 조음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두 음을 발음할 

때, 치경에 접촉하는 혀의 부위나 접촉할 때의 혀의 모양, 혀가 치경에 접촉하는 면

적 등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다. 유일한 차이는, [몰라요]와 [모라요]의 스펙트로그

램 분석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오직 유음 구간의 길이에 있었다. 가령, ‘아라’와 

177) 앞서 어두 경음 오류에서와 같이, 어중 경음 오류의 경우에도, 라오어의 성조를 활용하

여 악센트를 줌으로써 어중 평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교정할 수도 있지만, 어중 위치에 있

는 음소에 악센트를 주게 되면, 개별 음소는 정확하게 발음될 수 있더라도, 그 단어가 가

진 자연스러운 악센트는 잃어버리게 된다. 한 예로, 어깨를 [어개]로 발음하는 것은 교정

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마이토 성조를 부치게 되면,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실

려서 발음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인 화자의 자연스러운 발음은 2음절의 단어일 경우는 대

개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색한 발음이 형성되게 된다. 따라서 어중 

경음이나 격음 발음 오류는, 본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음화의 원리를 활용하여 동일 

자음을 첨가하여 연음하여 발음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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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을 발음할 때의 음성적인 특성을 비교해 보면, 먼저 모음 [아]를 발음한 후에 초

성 /ᄅ/를 발음할 때와 마찬가지로 혀를 치경에 대는 데까지는 두 동일하다. 그러나 

그런 다음, 혀를 바로 떼면 [아라]가 되고, 혀를 댄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알]이 산출 

되게 된다. 혀를 치경에 댈 때, 폐쇄음에서처럼 구강 폐쇄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데, ‘아라’를 발음할 경우는 혀를 즉시로 떼면서 파열하는 과정이 있는 반면, ‘알’을 

발음할 때는 혀를 댄 상태로 폐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즉, ‘아라’와 ‘알’ 발음의 유

일한 차이는 오직 유음 구간의 길이에 있다는 것이다. 

초성 /ᄅ/의 조음 방식을 사용하여 종성 /ᄅ/의 발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아래

의 <표 100>과 같이, 단계별로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몰라요’ 발음하기

① 먼저 학습자들이 쉽게 발음할 수 있는 [모라요]부터 발음하게 한다. 

② 그런 다음 끝음절인 ‘요’는 빼고, ‘모~ 라~’와 같이 ‘모라’만 한 자씩 천천히 발

음해 보도록 한다. 

③ 그런 다음, 이번에는 ‘모~’를 계속한 발음한 상태에서 ‘라’를 발음하기 위해 혀

를 입에 댄 순간, 혀를 때지 말고 계속 유지하게 한다. 

   ☞ 이 때, 혀를 즉시로 때면 [모~ 라]가 되고, 

   ☞ 혀를 떼지 않고 유지하면 [모~ㄹ]이 된다. 

 ④ 이제는 발음하는 속도를 빨리해서 단음절의 [몰]이 산출되도록 한다. 

<표 100> ‘몰라요’에서 종성 /ㄹ/의 조음 방식

또 다른 한 예로,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경우, 목적격 조사 ‘을/를’의 받침 /ᄅ/ 발

음에서 많은 오류를 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을’의 발음을 

교정하고자 한다면, ‘을’의 종성 /ᄅ/를 다음의 초성으로 옮겨와서 [으라]의 발음에

서부터 시작하여 위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 된다. 

이렇게 조음 방식의 지도를 통해, 학습자가 일단 종성 /ᄅ/를 한두 번이라도 정확

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되면, 다양한 산출 연습을 통해 해당 발음을 빠르게 익혀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산출 연습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

리 많은 단어나 문장을 들려주고 산출 연습을 시켜도 라오스인 학습자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오류 형태의 발음만을 생성하게 된다. 이런 상태는 중ᆞ고급에 가서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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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의사소통에 심각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음절말 유음 오류는 반드시 초급에서

부터 개별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정이 필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2.1.5. 단모음 구성 요소를 활용한 이중모음 발음 교육 방안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경우, 모음 발음에서는 오류율이 그리 높지 않았지만, 초성

의 위치에 자음이 결합된, ‘샤워, 겨우, 교실, 휴지, 귀’ 등과 같은 경우에는 오류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라오어와 한국어의 분절음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임을 앞 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즉, 한국어에서는 ‘야, 여, 요, 유, 위’와 같은 것들이 

모음에 속한 반면, 라오어에는 활음 /j/나 /w/에 해당하는 음소가 자음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들 자음 앞에 또 하나의 자음이 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오스인 

학습자의 머릿속에 ‘야, 여, 요, 유, 위’ 등과 같은 이중모음의 음절 구조는, 모음 하

나만으로 구성된 V 구조가 아니라 모음 앞에 이미 자음이 결합된 CV 구조로 파악되

기 때문에 그 앞에 또 하나의 자음을 결합하여 발음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다. 그 결과, 자음이 결합되어 있지 않은 ‘야, 여, 요, 유, 위’를 발음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되지 않지만, 초성에 자음이 붙게 되면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사

워](샤워), [거우](겨우), [고실](교실), [후지](휴지), [기](귀) 등과 같이 이중모

음을 단모음으로 단순화하여 발음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자음이 결합된 이중모음 발음을 제대로 산출하게 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음의 <표 101>과 같이, 한국어의 이중모음을 활음과 단모음

의 결합이 아닌,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분리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중모음의 단모음 구성 요소 예시
/ᅣ/ = /ᅵ/ + /ᅣ/ 샤 = 시 + 아

/ᅧ/ = /ᅵ/ + /ᅥ/ 겨 = 기 + 어

/ᅭ/ = /ᅵ/ + /ᅩ/ 교 = 기 + 오

/ᅲ/ = /ᅵ/ + /ᅮ/ 휴 = 히 + 우

/ᅱ/ = /ᅮ/ + /ᅵ/ 귀 = 구 + 이

<표 101> 이중모음의 단모음 구성 요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래의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중모음이 

두 소리의 합이지만, 첫소리가 뒤 소리에 비해 길이 면에서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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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첫소리는 짧게, 뒷소리는 길게 발음해야 함을 반드시 언급해 주어야 한다. 라

오어의 이중모음은 한국어와는 달리, ‘ ’[ia], ‘ ’[ɯa], ‘ ’[ao] 등에서와 같

이, 이중모음을 구성하는 두 단모음의 길이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첫소리가 뒷소리보

다 더 길게 발음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언급해 주지 않으면 한국

어의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도 ‘교수’를 [기오수]와 같이, ‘교’를 1음절이 아닌 2음절

로 발음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178)

<그림 44> 이중모음에서의 두 소리의 길이 

이러한 차이를 학습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 ‘기오’를 발음할 때는 손뼉을 

두 번 치면서 끊어 읽도록 하고, ‘교’를 발음할 때는 손뼉을 한 번에 치면서 한 번에 읽도

록 하여 음절수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허용

ᆞ김선정, 2006:111).

 2.2. 음운 규칙의 의식 고양을 통한 음운변동 발음 교육 방안

 

  2.2.1. 음운변동 발음 교육을 위한 형태초점의 필요성

  

 2.2.1.1. 음운변동 발음의 습득 특성과 교육적 시사점

음운변동 발음은 분절음 발음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분절음 발음은 개별 음

소에 부가되어 있는 개별 음가에 의거해 산출된다. 즉, 음소와 소리가 직접적으로 연

결되어 있으며, 음소 상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179) 이와는 달리 음운변동 

178) 본고에서의 라오스인 학습자의 이중모음 오류 양상에서는 ‘교수’를 [기오수]로 발음한 

오류는 전혀 출현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교수학습 과정에서 제대로 교수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오류 양상이 충분히 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179) 음운 환경에 따라 본래의 음소와는 음성적 특성이 다른 변이음으로 실현되기도 하지

만, 변이음은 원어민 화자가 명확히 분별할 만큼 음성적인 변화가 크지 않고 음소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이음 발생 환경을 변동 규칙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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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은, 연쇄하는 음운 환경에 따라 표기와는 전혀 다른 음소로 발음되기 때문에 표

기와 발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이 둘 사이의 간격을 메워 줄 ‘음운 규칙’ 
또는 ‘변동규칙’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음운

변동이 적용된 발음을 할 때에는, 분절음 발음에서보다 더욱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

치게 되는데, 그 결과 음운변동 발음은 분절음이 습득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습득 양

상을 띠게 된다. 

양순임(2014)에서는, ‘변동 규칙’을 ‘표기형과 발음형을 매개하는 기제’로 정의하고, 

표기형과 발음형의 상호 전환 과정을 아래의 <그림 45>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45> 표기형과 발음형의 상호 전환(양순임, 2014:199)

위의 그림에서, 학습자가 소리 형태인 [꼰만]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음형인 [꼰만]을 표기형인 ‘꽃][만’으로 전환하여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발음형

인 [꼰만]을 표기형인 ‘꽃][만’에 연결시키지 못하면, 학습자는 이를 생소한 단어로 

인식하고 결국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꼰만]을 ‘꽃][만’과 연결시키기 위해

서는 발음형과 표기형을 매개해주는 변동규칙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학습자 안에 내

재화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꽃][만’을 산출할 때에도, 표기형이 그대로 산출되어서

는 안 되며, 변동규칙을 통한 전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꼰만]이 산출되게 된다. 

따라서 음운변동 발음의 관건은 표기형과 발음형의 상호 전환성에 있으며, 이를 위해

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표기형과 발음형 사이의 변동 규칙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학습자의 발음 체계 안에 의식화하고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음운변동 발음에서의 지각과 산출의 상관성을 연구한 홍진혁(2017)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180)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분절음과 음운변동 발

180) 제2언어 발음 습득 연구에서, 음운변동 발음에 관한 습득 이론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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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대상으로, 발음의 지각과 산출 사이에 상관성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고자, 중국

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지각과 산출 테스트를 실시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분절음과 음운변동 발음 모두 지각과 산출 간에 유의수준 99%에서 상관성이 존

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상관성에 크기에 있어서는 분절음과 음운변동의 

양상이 매우 달랐는데, 분절음 발음에서는 상관계수(R)가 0.900으로 매우 높은 상관

성을 띤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음운변동 발음은 0.466으로 보통의 상관성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상관계수인 R값을 제곱하면 ‘결정계수’를 나타내는 R2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는 회귀분석에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설명량'을 나타낸다.181) 먼저, 분절음 발음의 설명량(R2)

은 0.81로, ‘지각’이라는 변수 하나만으로도 ‘산출’의 정도를 81% 설명(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래의 <그림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음의 산출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 ‘지각’의 영향이 81%나 

됨을 의미한다. 그만큼 분절음 발음의 경우는, 개별 음소를 지각한 만큼 산출할 수 있

고, 산출할 수 있는 만큼 지각할 수 있을 확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6> 분절음 발음에서 변수 간 영향의 크기

이러한 결과는, 앞 절의 이론적 고찰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분절음 발음의 교육 방

법에 있어서 지각 훈련(perceptual training)과 같은 집중적인 발음 청취에 입각한 

만, 분절음 발음과 구별된 음운변동 발음의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음운변동 발음이 어

떤 과정을 통해 습득될 수 있으며, 또한 그 과정을 어떻게 촉진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시

사점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발음의 지각과 산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결과

는, 분절음과 구별되는 음운변동 발음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다. 
181) 지면 관계상, 회귀분석 결과는 생략한다. 상관분석의 통계적 유의성과 회귀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은 서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실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계수와 회귀모형이 모두 유의수준 99%에서 유의했다. 본 연구의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결정계수인 R2값이기 때문에, 그 외의 회귀분석 결과를 다 기술하지 않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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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방식이 발음 산출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을 암시한

다. 즉, 지각 훈련을 통해 해당 발음의 지각 분별 능력이 향상되면, 그것이 그대로 산

출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지은(2010), 유하나(2013), 이은비(2016) 등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다. 이 세 연구 모두, 한국어의 분절음 발음 교육에 지각 훈련의 방법을 도입하여 그 

교육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실험 결과, 별도의 산출 훈련 없이 지각 훈련만으로도 해

당 분절음의 지각 수준뿐 아니라 산출 수준도 동시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음운변동 발음의 경우는, 아래의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량(R2)이 0.217로, 지각이 산출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양이 21.7%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운변동 발음의 경우는,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

각의 영향이 21.7%에 불과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78.3%해 해당하는 부분은 지

각 외의 다른 매개변수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7> 음운변동 발음에서 변수 간 영향의 크기

음운변동 발음에서 음운 규칙의 존재는, 바로 이 기타 변수에 해당하는 가장 유력

한 요인이 된다. 음운 규칙은, 지각의 성공이 산출의 성공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못하

게 하는 일종의 ‘단절’ 내지 ‘간격’(gap)과도 같다. 즉, 학습자가 음운변동이 적용된 

단어를 듣고 이해했을지라도 그것을 입으로 산출할 때에는 음운 규칙이 제대로 적용

된 발음을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음운 규칙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이 부족해서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음운 규칙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이 학습자 안에 

내재화되지 않아서 그것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어 발음되지 못

하기 때문일 수 있다.182)

182) 이는 문법 교육에서 구조주의 접근법과 의사소통 접근법이 가진 각각의 한계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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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인 학습자의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된다. 앞서 라오스에서의 발음 

교육 현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상 학습자들은 1학년 때 전공기초 교과목인 ‘발

음’ 과목을 통해 1년 동안 한국어 발음에 대해 배우면서 음운 규칙과 음운변동 발음에 

대해 전반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효과가 학년이 올라가서도 지속되

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대학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전공의 마지막 단계인 4학년에 이르러

서도 음운 규칙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이 여전히 부족할 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알고 있

는 경우에도 그 규칙에 의거하여 음운변동 발음이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운변동 발음을 제대로 산출되기 위해서

는 음운 규칙에 대한 명시적인 이해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그것이 

실제 발화에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학습자의 중간언어 발음 체계 내에 내재

화, 의식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양순임(2010)에서는, 한국어의 음운변동 발음 교육에 ‘형태초점 접근

법’(Focus on Form)의 교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는

데, 음운변동 발음의 특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제안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특히 음운변동 발음의 경우는, 표기형과 발음형의 불

일치 부분을 학습자 스스로가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음운 규칙의 내재화와 발음 

습득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음운변동 발음의 습

득 과정이 형태초점 접근법의 언어 교수 원리와 상당히 부합되기 때문이다. 라오스

인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어의 음운변동 발음을 오랜 학습 기간 동안 귀로 듣고도 표

기형과 발음형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표기형대로 발음하는 오류를 자주 범하였

는데, 이는 학습자의 모어 발음에서 표기대로 읽는 기존의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학습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발음에 오류가 있음

도 깨닫지 못하며, 그로인해 오류 발음이 화석화 될 가능성은 그만큼 더 크다고 할 

수 있다.183) 이처럼 음운변동 발음은 학습자들이 소리의 ‘형태’(form)에 의식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오류를 인식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 오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구조주의 접근법에서는 목표어의 형태와 구조에 대한 지식을 명시

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의사소통 교수법에서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목표 언어에 노출되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 전자의 경우는 실제 의사소통에서의 사용에

서 한계를 드러내었고 후자의 경우는 정확성의 부재라는 한계를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183)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이 영어를 발음할 때에도 자주 발견된다. hotline, home run, 

popmusic, not yet 등을 각각 [한나인], [홈넌], [팜뮤직], [난넫]과 같이 자주 발음하지만, 

자신의 발음이 원어민의 발음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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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식하는 것이 수정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발음 교육에 형태초점 교수법이 활용

될 수 있는 필요성과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양순임, 2014a:207). 

그럼에도 지금까지 형태초점 교수법의 교수 원리를 발음 교육, 특히 한국어의 음운

변동 발음 교육에 적용을 시도한 연구는, 앞서 소개한 양순임(2010)이 유일하였

다.184) 여기에서는 한국어의 사이시옷 경음화 교육 방안으로 형태초점 교수법의 교

수기법 가운데 ’음운 현상에 대한 명시적 설명’,  ‘구조화된 충분한 입력 제공’, ‘입력 

강화’, ‘듣고 재구성하기’, ‘상호작용 활동’ 등의 방법을 통해 교육하는 실례를 보여주

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모든 교수 활동이 의사소통 상황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

다는 점에서 본래의 형태 초점 교수법이 가진 개념이나 취지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

음이 지적될 수 있다.185) 그럼에도 학습자들이 목표 형태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

이게 함으로써 해당 음운 규칙에 대해 의식화와 내면화를 촉진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는 형태초점 교수법의 기본 개념과 본질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본다.186)

 2.2.1.2. 형태초점 교수 원리와 발음 교육에의 적용 가능성 

롱(Long, 1998)에 의해 처음 제안된 ‘형태초점 교수법’(Focus on Form)은, 의미

와 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의사소통에 중심을 두면서 학습자들이 문법 규칙과 어휘, 음

운, 형태 등의 언어적 요소들에도 주목하게 하여 입력 자료의 이해를 돕고 발화의 정확

성을 기하도록 하는 교육 방법이다. 즉 형태만을 중요시하는 교수 방법과 의사소통만을 

강조하는 교수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문맥의 의미

184) 그러나 최근에 발간된 한국어 발음 관련 교재들을 살펴보면, 단지 그것을 ‘형태초점 교

수법’으로 명명하지 않았을 뿐, ‘입력강화’나 ‘의식고양하기’ 등의 교수기법을 활용한 연습 

활동들이 교재 안에 이미 곳곳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형태 초점 교수

법을 발음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전혀 새롭거나 생소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185) 이는 형태초점 교수법을, 문법항목이 아닌, 발음 항목에 적용할 때 그 적용 양상이 다

른 데서 기인한다. 문법 항목에서는 형태-의미-기능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형태와 의

미 및 기능이 형태 초점의 원리로 결속될 수 있지만, 발음 항목에서는 형태가 의미와 결속

되는 양상을 띠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음운변동 발음에서는, 오히려 ‘형태와 형태’, 즉 

‘표기형의 형태’와 ‘발음형의 형태’가 결속될 것이 요구된다. 
186) 이러한 점에서, 양순임(2014)에서 제안된 교수방법을 ‘형태초점 교수법’으로 명명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기에서 제안한 교수 방법이 기존

과 교수 방법과 분명 차이가 있고, 그 교수 방법이 학습자들의 주의를 형태에 두게 함으로

써 학습자 스스로가 규칙을 발견하고 내재화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형태 초점의 교수 원리

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이를 다른 새로운 용어로 명명하기보다 ‘형태 초점 

교수법’으로 명명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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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조하면서도 형태의 정확성을 제시해 완전한 의사소통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그 특

징으로 한다(우형식, 2012). 롱(1998)은 ‘형태초점’에 대해, ‘수업 중 일시적이고 우

연적으로 학습자의 주의가 어휘나 문법 구조 등 특정한 언어적 요소로 끌리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의사소통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주의는 주로 의미에 집중

되어 있는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주의의 초점이 언어의 형

태적 요소에 집중되어 ‘알아차리기’(noticing)를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스스

로 규칙을 발견하면서 그 언어에 대한 습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187) 

이러한 형태초점 접근법을 발음 교육에 적용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학습자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해야 할 ‘형태’(form)가 발음 교육에서는 무엇

이냐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형태초점 접근법에서 학습자가 주목해야 할 ‘형
태’(form)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문법 항목에 속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윌리

엄(William, 2005:673)에서는 형태초점 접근법의 대상을 문법 항목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고, 학습자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항목이라면 문법 항목뿐만 아니라 

언어의 화용적 관습(pragmatic convention)이나 어휘 및 음운(phonology)도 대상

이 될 수 있다고 하며, ‘Focus on Form’에서 ‘Form’의 확장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즉, 의미에 초점을 둔 활동을 하는 맥락 안에서 형태에 주목하여 차이를 알아차리는 

과정은 어휘나 음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형태초

점 접근법이 발음 교육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령, 한국어의 개별 음소와 같은 분절음의 경우는, 음소 간의 음성적 차이가 주의

를 기울여야 할 ‘형태’(form)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장애음 중에 평음 

‘바’와 격음 ‘파’의 발음 차이를 교육할 경우, 이 둘의 음성적 차이인 ‘기식성’이나 

‘음높이’ 등이 학습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소리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분절음의 음성적 차이를 ‘형태’로 본다면, 기존의 ‘최소대립쌍’(minimal fair)에 의

한 방법도 대립되는 두 음의 음성적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일종의 ‘형태초

점’의 원리가 적용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대립쌍을 활용한 발음 연습 방

법이 의사소통 맥락과는 고립된 관계로 의미 중심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본래의 

187) 슈미트(1990)은 제2언어 습득은 결코 원어민 화자와의 의사소통만으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성인 학습자들은 일정 정도 ‘형태에 대한 집중’을 해야만 그것이 습득

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며 ‘알아차리기 가설’을 제시하였다. 즉, 학습자가 언어 

입력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형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학습자의 입

력에서 언어적 요소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행위는, 언어 입력을 흡입(intake)으

로 전환하기 위해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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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초점 접근법이 본래 지향하는 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

태 중심의 최소대립쌍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를 고립된 음절이나 단어로 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맥락이 담긴 짧은 대화문의 형식으로 제시한다면 좀 더 

유의미한 맥락에서 개별 음소를 교육할 수 있다.188)

형태초점 교수법을 음운변동 발음의 교육에 적용할 경우, ‘형태’에 해당하는 부분

은 분절음에 비해 더욱 선명하다. 이는 발음 교육에서 변동 규칙을 ‘표기형과 발음형

을 매개하는 기제’로 설정할 때, 다음의 <그림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기형과 

발음형 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할 ‘형
태’(form)가 된다. 따라서 한국어의 음운변동 발음을 교육할 때, 바로 이 부분에 학

습자들이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음운 규칙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림 48> 음운변동 발음에서의 초점 대상 ‘형태’(Form) 

2.2.1.3. 형태초점 접근법의 교수 기법과 적용

전통적인 구조 중심의 접근법이 교사 중심의 연역적 학습을 지양한다면, 형태초점 

접근법은 언어 형태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문법의 규칙을 발

견할 수 있는 귀납적 학습을 지향한다. 형태초점 접근법에는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입력 중심의 것과 출력 중심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Doughty & 

Williams, 1998). 

188) 앞서 분절음 발음 교육 방법으로 제안된 바 있는 ‘음성 지각 훈련’에 의한 방법 또한, 

넓게 봐서는 ‘형태초점 교수법’의 ‘입력 포화’(input flood)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단지 

차이라고 하면, 유의미한 맥락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대립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력을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들려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분

절음 발음 교육에 의사소통 맥락을 제공하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유의미한 맥락에

서 습득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학습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연습 시간이 너무나 적은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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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력 중심의 형태초점 교수 기법에는, 입력 포화(input flood), 입력 강화

(input enhancement), 입력 처리(input processing), 명시적 규칙 설명(explicit 

rule explanation) 등이 있다(우형식, 2012:104). 먼저, ‘입력 포화’는 목표 형태

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 없이 입력 자료 속에서 입력 자료를 조작하여 목표 언어 형

태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이다. 이에 비해 ‘입력 강화’는 읽기 자료나 의사소

통적 과제 활동 등 담화 수준의 입력 자료 속에서 목표 언어 형태를 시각적, 청각적

으로 두드러지게 처리하여 학습자에게 목표 형태에 주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입력 

포화보다는 조금 더 명시적으로 학습자의 의식을 유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189) 

‘명시적 규칙 설명’도 유의미한 맥락을 기본으로 하여 형태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으

로, 명시적인 규칙 설명을 통해 발달된 문법에 대한 지식은 해당 규칙을 적용 가능한 

것으로 바꾸며, 궁극적으로는 내재화가 쉽게 일어나도록 해 주는 것이다. 

형태초점 접근법에서 출력 중심의 기법으로는, 듣고 재구성하기(dictogloss)와 

고쳐 말하기(recast), 의식 고양하기(consciousness raising), 미로 찾기(garden 

path) 등이 있다(우형식, 2012:107). 먼저, ‘듣고 재구성하기’는 교사가 들려준 내

용을 학습자들이 다시 쓰는 활동을 통해 목표 형태에 대해 주목하도록 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은 짧은 자문을 받아쓰고 모아서 조각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그룹별로 완성된 지문을 원래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학습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목표 형태에 대한 주의력을 향상시켜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고쳐 말하기’(recast)는 표현 활동에서 보이는 오류에 대해 반응하는 것으로, 

일종의 오류 교정 피드백이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수업 활동 중 언제

라도 학습자의 오류를 재구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의식 고양하

기’(consciousness raising)는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스

스로 문법 규칙을 찾도록 유도하는 기법이다. 즉, 학습자에게 목표 언어 자료를 제공

해 주고 그것에 관해 어떤 형태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목표 언어의 특정한 

언어 사실에 대해 명시적인 이해에 이르도록 하는 교육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190) 

‘미로 찾기’(garden path)는 교수할 문법 항목의 규칙과 예외 규칙 등을 모두 가르

쳐 주지 않고 부분적인 특징만을 제시하여 준 다음 학습자들이 규칙성을 찾아내도록 

189) 입력 강화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특정 항목의 글자체

를 진하게 하거나 색깔을 달리함으로 두드러지게 하여 문자 상으로 조작하는 것이고, 후

자는 강세나 억양 등 구어적 특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190) 포토스(Fotos, 1994)에 따르면, 문법적 내용 없이 의사소통 과제 활동만 한 경우보다 문법 

의식을 고양하는 과제 활동을 한 집단이 목표 문법에 대한 주목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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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191) 그리하여 미로 찾기는 문법에서 규칙 적용이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실수를 유발하고 그것을 교정해 줌으로써, 실수에 대한 즉각적인 교정을 통

해 학습자들이 기억을 활성화하게 되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오류 분석 결과를 통해 드러났듯이, 라오스인 학습자들의 음운변동 발음 오류

에서 드러난 근본 원인은 ‘음운 규칙의 미적용’에 있었다. 이는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특정 음운 규칙을 적용하여 발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학습자의 대부분이 모국어인 라

오어에서의 발음 습관을 따라 쓰여 진 글자 그대로 발음하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불필

요한 자음이 첨가됨으로써 이차적인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결국, 라오스인 학습자들

의 발음 체계 내에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음운 환경과 거기에 적용되어야 할 음운 규칙

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이 음운변동 발음 오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라오스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음운 변동 일어나는 음운 환경과 음운 규칙에 대

한 의식을 고양시켜 주는 것이 음운변동 발음 교육을 위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형태초점 교수법의 여러 교수 기법 가운데 ‘의식 고양하

기’(consciousness raising) 과제를 주된 방법으로 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되, 의

사소통 맥락에서의 산출 연습을 위해 ‘듣고 재구성하기’(dictogloss) 과제도 추가하

여 음운변동 발음의 교육 방법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192) 

  2.2.2. 음운 규칙의 의식 고양을 통한 음운변동 발음 교육 방안

 2.2.2.1. 음운 규칙의 의식 고양을 위한 수업 설계

본 절에서는 한국어 음운 현상 중 비음화를 대상으로 형태초점 교수법의 의식 고

양 과제를 활용한 교육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비음화 발음 교육을 위한 수업 

설계 관련 사항은 아래의 <표 102>와 같다. 

191) 미로 찾기는 토마셀로와 헤로(Tomasello & Herro, 1988)에 의해 제안된 기법으로, 

규칙의 과잉일반화를 유도하여 오류를 교정해 줌으로써, 규칙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한국어에서는 불규칙 활용의 교수에 적용할 수 있다. 
192) 장아남(2016:230)에서도, 음운 규칙에 대한 의식(awareness)을 고양시켜 주는 것이 

음운 규칙을 발견하고 내재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학습자가 다양

한 언어 층위에서 적용되는 음운 규칙을 지각하여 장기 기억에 저장하면 이들 언어 표현을 

그대로 구어적 의사소통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음운 규칙이 적용되는 음운적 

환경을 많이 접해 음운 규칙을 스스로 귀납적으로 발견해 내고 내재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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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장애음의 비음화 (ㄱ→ㅇ/_ㄴ, ㅁ)

교육 대상 라오스인 중급(3학년) 학습자 

목표
비음화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과 거기에 적용된 비음화 규칙에 대한 이

해와 의식이 상승됨으로, 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발음할 수 있다. 

학습자의 
오류 양상

비음화 미적용으로 인한 절음 유형 한 가지로 나타남

예) 작년[작-년], 한국말[한국-말]

<표 102> 수업 설계 관련 사항

위의 표에서 보듯이, 대상 학습자는 어휘나 문법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서 담화 차원에서 과제 활동이 가능한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발

음은 교육 방안의 구체성을 위해 비음화 중에서도 ‘장애음의 비음화’(ᄀ→ᄋ/_ᄂ, 

ᄆ)로 한정하였으며, 수업 시간은 한 차시에 해당하는 90분 중에 30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하고 수업을 설계하였다.193) 

다음으로 고려될 것은, 수업 모형에 관한 것이다.194) ‘제시-연습-생산’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PPP 모형은 대표적인 연역적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요점을 바로 알게 

함으로써 규칙을 이해하는 데 드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사 중심의 수업이 되기 쉽고 음운 규칙에 대한 결과적 지식을 학습자들에게 주입식

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가 음운 규칙을 발견

하고 의식화하는 과정을 고려한 의식 고양의 방식을 구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

점이 있다. 음운변동 발음의 습득은 단순히 음운 규칙에 대한 지식적 이해만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고, 그 규칙이 학습자의 발음 의식 안에 내재화되어 적용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운 규칙을 교사가 연역적인 지식으로 전달해 주는 것보다 학

습자 스스로가 규칙을 발견하고 적용하고 확증하는 귀납적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

이 음운 규칙의 의식고양을 위한 교수 방법으로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193) 장애음의 비음화 규칙은 ‘ᄇ→ᄆ/_ᄂ, ᄆ’, ‘ᄃ→ᄂ/_ᄂ, ᄆ’, ‘ᄀ→ᄋ/_ᄂ, ᄆ’ 세 부분

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규칙 당 30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세 번째 ‘ᄀ→

ᄋ/_ᄂ, ᄆ’에 해당하는 규칙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하겠다. 
194) 언어 교육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교육 방법으로 연역적 접근법과 귀납적 접근법이 있

다. 연역적 방법은 학습자가 요점을 바로 알게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사 중심의 수업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귀납적 방법은 학습자가 능동

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스스로 규칙을 발견함으로써 규칙의 기억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

이 있는 반면, 규칙을 찾는 데 시간을 소모하다 연습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신지영, 20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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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언어 교수ᆞ학습 모형에서 귀납적 접근을 강조한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O(Observe, 이해 및 관찰)-H(Hypothesis, 발견 및 가설 형성)-E(Experiment, 시

도 및 활용)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OHE 모형을 들 수 있다. OHE 모형의 우선적인 

강조점은 담화의 이해에 있다. 이때 담화 속에서 학습자가 알고 있는 어휘, 문맥, 상황 

맥락과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문법 구조, 어휘의 의미를 관찰하고 그 의미와 규칙을 발견

하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발견한 규칙을 적용하여 새로운 언어 표현으로 시도

하고 실험해 보도록 격려한다(강혜옥, 2006). 이 모형이 가진 이러한 특징은, 의사소통 

담화 맥락 안에서 형태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형태초점의 교수 원리와도 잘 부합된다. 의

식 고양하기 과제 역시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자 주도적인 관찰과 탐색을 통한 규

칙 발견을 지향하는 교수법이기 때문이다.195)

이에 본고에서는 OHE 모형을 음운변동 발음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수업 모형으로 삼

아, ‘이해 및 관찰(Observe)→발견 및 가설 형성(Hypothesis)→시도 및 활용

(Experiment)’의 단계를 따라 수업을 구성하되, 앞서 귀납적 방법의 단점으로 지적된 

시간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학습자의 규칙 발견 과정을, 음운 규칙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

키도록 마련된 활동지의 지시문을 통해 구분된 절차를 따라 진행하게 함으로써, ‘발견 

및 가설 형성’ 단계에서 규칙 발견에 드리는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2.2.2.2. 음운 규칙의 의식 고양을 통한 비음화 발음 교육의 실제 

 1) 이해 및 관찰 단계(Observe)

이해 및 관찰 단계에서는, 목표 발음이 들어있는 언어 자료를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해당 자료는 아래의 <표 10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소통의 맥락이 들어

간 유의미한 담화가 되도록 하되, 해당 차시에 배우게 될 비음화 규칙([ᄀ]→[ᄋ]/_ᄂ,

ᄆ)이 적용된 단어 또는 구가 3회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이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적으

로 출현하게 함으로써 관심을 주목시키고 학습의 목표를 알아차리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자의 내면에 ‘문제 자각’(awareness raising)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다.196) 입력 

195) 민현식(2006)에서도 다양한 문법 교수ᆞ학습이 모형의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교실 현장에서‘입력자료 → 주목 → 규칙 발견 → 조정과 재구성 → 실험’이라는 귀납

적인 학습 과정을 반영한 교수ᆞ학습 모형도 요구된다고 하였다. 
196) 권성미(2015)에서는 버지스와 스팬서(Burgees & Spencer, 2000)의 양방향 모델에 근

거하여 상향식과 하향식 교수 모델을 절충한 통합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형의 도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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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한국인 원어민 화자의 발음으로 제시하되, 반드시 정상 속도 또는 정상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발화하여서 음운변동이 항상 휴지를 두지 않고 연음하여 발음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한다.  

A : 스티븐 씨, 결혼했어요?

B : 네, 작년에 했어요.

A : 그럼, 요즘 뭐하세요?

B : 아내한테 한국말 배워요. 그리고 음식 

만드는 것도 배우고 있어요.

A : 요리를 좋아하나 봐요?

B : 네, 아주 좋아해요. 

A : 무슨 음식을 가장 좋아하세요?

B : 라면을 좋아해요.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표 103> 이해 및 관찰을 위한 입력 자료 제시

다음은 들은 것을 확인하는 단계로, 학습목표가 되는 발음이 포함된 부분이 답변

이 되도록 질문을 한다. 이러한 질문은 대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질

문도 되면서, 동시에 비음화가 적용된 부분의 발음을 학습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였는

지를 확인하는 질문으로서의 기능도 가진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표 104>

와 같이, 해당 발음 부분에만 음영 처리를 함으로써 비음화가 적용된 발음 부분에 학

습자들의 관심이 주목되게 한다.

 T: 스티븐 씨는 언제 결혼했어요?   →   

 T: 스티븐 씨는 요즘 뭐해요?   →    

       그리고 또 뭐해요?   → 

 T: 스티븐 씨는 왜 라면을 좋아해요?  → 

<표 104> 이해 확인 및 목표 발음 초점화 

도, 본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발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언어 자료

를 제시함으로써 하향식 처리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 목표 발음의 노출이 일어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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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음화가 적용된 음영 부분은, 학습자들이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알아듣고 대답을 하는 경우는 학습자들의 산출된 발음을 통해 비음화를 제대로 

적용하여 발음한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는 학습자 스스로가 

해당 부분을 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 문제 자각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아래의 <그림 49>에서와 같이, 음영을 제거하고 다음과 같이 ‘표기형’을 

하나씩 공개한다. 

<그림 49> 표기형 공개 

표기형을 공개할 때는,  보는 바와 같이, 비음화가 적용된 ‘작년’과 ‘한국말’, ‘음식 

만드는’, ‘국물’ 부분을 볼드체로 진하게 하거나 색깔을 달리하여 강조해 주고, 특히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음절 위에는 별표(★)로 표시를 해줌으로써, 해당 부분에 학습

자의 관심을 주목하도록 입력을 강화시켜 준다.

2) 발견 및 가설 형성 단계 (Hypothesis)

발견 및 가설 형성 단계는 의식 고양하기 과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

계로서, 전 단계에서 목표 발음이 포함된 부분을 다시 듣고 확인해 봄으로써, 변동이 

일어난 부분의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가설을 형성하도록 돕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가 발견하고 알아차려야 할 중요한 사항은 세 가지로, 첫째는 한국

어에는 발음형과 표기형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러한 

차이는 일정한 규칙에 기반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그러한 음운변동이 어

떤 음운 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발견 

및 가설 형성 단계는, 바로 이러한 사항을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 다양한 연습 문제 

풀이 활동을 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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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가설 형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지적인 과정으로, 메타언어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거나 쉬운 규칙인 경우에는 학습자들에게 명시적인 규칙으로 진술을 요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학습자들은 목표 문

법에 대한 일정한 패턴이나 규칙을 의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풀이 활동

이 가설을 검증해 보는 기회의 장이 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음운 규칙 발견을 위

한 안내나 힌트를 제공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며, 학습자들 스스로 비음화가 일어나

는 음운 환경과 음운 규칙의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교사는 가설을 확인해 주는 지식 제공자의 역할도 한

다. 즉, 가설 검증을 위한 연습 문제의 답을 확인해 주면서 교사가 목표 발음에 대한 

규칙을 정리해 주고 확증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음운 규칙의 발견 및 가설 형성을 위한 연습 문제 풀이 활동으로는, 다음의 <표 

105>와 같이, 전 단계에서 나온 비음화가 적용된 단어 또는 구를 다시 들으면서 그

것의 발음형을 고르는 것이다. 단순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표기형과 발

음형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거기에 적용된 일정한 패

턴도 발견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 다음 발음을 잘 듣고, 어떻게 들리는지 고르세요.

∎ 작년           ① [작년]          ❷ [장년]  

∎ 한국말         ① [한국말]        ❷ [한궁말]

∎ 음식 만들기    ① [음식만들기]    ❷ [음싱만들기]

∎ 국물           ① [국물]          ❷ [궁물]  

<표 105> 발음 듣고 맞는 발음 고르기

그런 다음, 아래의 <표 10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단어를 발음할 때 음운적인 

변화가 일어난 부분에 표시하게 하고, 그 부분의 음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학

습자 스스로가 괄호 넣기를 통해 기록하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비음화

가 일어나는 일정한 패턴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즉, 네 단어 모두, 받침소리 

/ᄀ/가 /ᄋ/로 변화된 것을 학습자 스스로가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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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화된 부분에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    )에 써 보세요. 

∎ 작년           (  ᄀ  )  →  (  ᄋ  )

∎ 한국말         (  ᄀ  )  →  (  ᄋ  )

∎ 음식 만들기    (  ᄀ  )  →  (  ᄋ  )

∎ 국물           (  ᄀ  )  →  (  ᄋ  )

<표 106> 음운 변동이 일어난 부분에 표시하고 변동 사항 기록하기

다음은 이러한 음운 변화가 어떤 음운 조건과 환경에서 일어나는지를 학습자 스스

로가 발견하고 가설을 세우는 단계로, 한국어의 음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

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의 규칙 발견을 용이하기 위해 다음의 <표

107>과 같이 힌트가 되는 연습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ᄀ-

ᄂ’ 또는 ‘ᄀ-ᄆ’ 연쇄 환경에서 /ᄀ/가 /ᄋ/으로 변화되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

을 짐작할 수 있다. 

 ※ 변화가 일어난 자음과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자음을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    )안에 나란히 써 보세요.  

∎ 작년              ( ᄀ ) ( ᄂ )

∎ 한국말            ( ᄀ ) ( ᄆ )

∎ 음식 만들기       ( ᄀ ) ( ᄆ )

∎ 국물              ( ᄀ ) ( ᄆ )

<표 107> 음운 변동이 일어난 음운 조건 발견하기 (1)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 발음에서 왜 이처럼 표기형대로 발음하지 않

고 특정 음운 환경에서 음운을 변화시켜 발음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라오스인 학습

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하기 위해, 아래의 <표 108>과 같은 정의적인 차원에

서의 연습 활동도 구성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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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 ⑴ 다음 단어에서 연이어 있는 두 자음을 써 보세요. 

       ⑵ 그리고 쓰여 진 대로 발음해 보되, 끊지 말고 연이어 발음해 보세

요. 어느 것이 발음하는 데 힘이 많이 들어요?

       ⑶ 그리고 두 단어의 발음을 잘 듣고 어떻게 발음되는지 비교해 보세요.

⑴, ⑵ ⑶

 ∎ 국민 → (  ㄱ  ) (  ㅁ  ) 
    임금 → (  ᄆ  )(  ᄀ  )  

 ∎ 국난 → (  ㄱ  ) (  ㄴ  ) 
    민국 → (  ᄂ  )(  ᄀ  ) 

  ① [국민]    ❷ [궁민]  

  ❶ [임금]    ② [잉금]  

  ① [국난]    ❷ [궁난]  

  ❶ [민국]    ② [밍국]  

<표 108> 음운변동이 일어난 음운 조건 발견하기 (2)

이 연습 활동의 목적은, ‘ᄀ-ᄂ’ 또는 ‘ᄀ-ᄆ’ 연쇄 환경에 있는 단어를 비음화를 

적용하지 않고 발음할 경우, 음절 사이를 끊지 않고 연이어 발음하는 것이 힘이 든다

는 것을, 다른 음운 환경과 비교해서 느끼게 하는 것이다. 한국어의 음운 현상은 발음

의 효율성과 유창성을 위한 것임을 학습자들에게 보다 명시적으로 알게 해 주는 것도 

음운변동에 대한 인지적인 동기 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의 원리를 깨

우치고 음운변동에 대한 직관을 길러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비음

화 음운 환경에 대한 규칙성을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하기 위해, 두 자음이 연쇄하는 

순서가 바뀐 경우도 예로 제시하여 주고 두 발음을 듣고 비교하게 함으로써, 비음화가 

일어나는 음운 조건에 대한 가설 설정이 더욱 분명히 한정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3) 시도 및 활용 단계 (Experiment)

시도 및 활용 단계는 지식의 절차화를 위한 것으로, 학습자가 형성한 가설을 토대

로, 비음화가 적용된 발음을 의식고양을 위한 구조화된 입력의 형태로 반복하여 듣

고 발음해 봄으로써, 학습자가 세운 가설을 확증하고 학습자의 발음 체계 안에 해당 

음운 규칙이 내재화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형태초점 교수법의 의식고양 과제를 발음 항목에 적용할 때, 이를 문법 항

목에 적용할 때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문법 항목의 경우는 ‘형태’와 ‘의
미’를 연결 짓는 것이 의식고양의 주된 목표가 되는 반면, 발음 항목의 경우는 ‘형태’ 
즉 ‘표기형과 발음형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의미’와 관련되어 있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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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형태를 의미와 관련짓는 것을 목표로 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형태와 

형태’ 즉 ‘표기의 형태’와 ‘소리의 형태’ 사이의 규칙성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

이 발음 영역에서의 의식 고양의 목표가 된다. 따라서 의식 고양 과제를 개발할 때, 

문법 항목에서처럼 반드시 담화 차원의 의사소통 맥락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

도, 목표 발음을 단어나 문장 차원의 통제된 조건에서만이 아니라 담화 차원의 실제 

발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기 위해 활용 단위를 확장할 필요는 있다는 점에

서 의사소통 맥락을 전제한 활동도 구성해 보도록 하겠다.

⑴ 발음하고 듣기

발음 교육에서 가장 단순하고 일반적인 발음 교수ᆞ학습 방법으로 ‘듣고 따라 하기’
를 들 수 있다. 즉, 듣는 것을 먼저 하고 들은 것을 토대로 따라 발음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연역적인 순서는 학습자라 세운 가설을 스스로 검증하고 확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빼앗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음운 규칙에 대한 아무런 의식 없이 단순

히 들리는 것을 따라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따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음운 규칙에 대한 내재화나 의식화가 학습자의 내면에 역동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아주 작은 차이이지만, 오히려 순서를 바꾸어 앞선 단계에서 학

습자가 세운 가설을 따라 먼저 발음해 보고, 이어 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듣고 확인함

으로써 자신이 세운 가설이 올바른지를 검증하고 확증하도록 하는 것이, 음운 규칙에 

대한 의식을 상승시키는 데 더 효과적일 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발음 연습에 임하게 되

고, 자신의 발음에 대한 자가 진단 능력도 동시에 키워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197) 

이에 본고에서는, 비음화 규칙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순서를 바꾸어서, 

학습자가 앞서 제시된 비음화 규칙을 따라 먼저 발음해 본 후, 원어민 화자의 정확한 

197) 장아남(2016)에서도, 한국어 음운 규칙을 자동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

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발음을 감시하고 교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기 

감시(self-monitoring)는 학습자가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인식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자기 교정(self-correction)은 명확하고 상세한 교수와 적절한 피드백을 받고 학

습자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한종임, 2015:184-185), 자기 감

시를 통하여 학습자는 음운 규칙의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잘못

된 발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때 교사나 다른 학습자의 피드백으로 스스로 발음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감시 및 자기 교정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거치게 되

면 명시적으로서의 음운 규칙이 암시적인 지식으로 전환되므로 학습자는 음운 규칙을 자

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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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을 듣고 확인해 보는 ‘발음하고 듣기’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발음하고 듣기’ 
활동을 할 때, 먼저 학습자가 비음화가 적용되는 음운 환경과 거기에 적용된 음운 규

칙을 보다 명시적으로 파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아래의 <표 109>에서와 같이, 

입력 자료의 형태를 일정한 패턴의 구조화된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사 : 다음의 단어를 발음해 보세요. 그리고 들어 보세요. 
‘ㄱ-ㄴ’ 연쇄 환경 ‘ㄱ-ㅁ’ 연쇄 환경

<표 109>  ‘발음하고 듣기’ 활동의 예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음화 음운환경을,  ‘ᄀ-ᄂ’ 연쇄 환경과, ‘ᄀ-ᄆ’ 연쇄 

환경의 두 구조로 구분하고, 각 구조에 해당하는 예들을 일렬로 배열시킴으로써, 학

습자들이 비음화가 일어나는 조건과 규칙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 그 일정한 발음 

패턴에 학습자들이 익숙해지도록 한다. 그리고 비음화가 일어나는 음운 조건인 ‘ᄀ-

ᄂ’과 ‘ᄀ-ᄆ’ 음소를 볼드체로 진하게 표시해 입력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학습자들

이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켜준다. 

그리고 이를 제시하는 방식은, ‘파워 포인트’(power point)와 같은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면, 위의 단어들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에 하나씩만 제시해 가면서, 각 단어마다 ‘발음하기-듣기’ 활동을 반복한다. 이러한 

시각과 청각의 반복된 자극을 통해, 학습자들은 비음화가 일어나는 일정한 음운 환

경과 변동 규칙을 계속적으로 의식하면서 내재화할 수 있게 된다.198)

198) 의식고양을 위한 연습 활동이나 과제를 개발할 때는 이처럼, 입력 자료의 제시 방법 면

에서 세밀함(detail)이 많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같은 입력 자료라 하더라도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목표 발음에 대한 학습자의 의식이 상승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의식 상승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운변동 발음을 위

한 교재나 학습 자료를 제작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다른 발음 영역에서

보다 시각적인 효과를 위한 애니메이션 기능이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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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듣고 발음형 쓰기

교사 : 들은 것을 써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발음과 비교해 보세요.
‘ㄱ-ㄴ’ 연쇄 환경 ‘ㄱ-ㅁ’ 연쇄 환경

<표 110>  ‘듣고 발음형 쓰기’ 활동의 예시

위의 <표 110>에서 보듯이, ‘듣고 발음형 쓰기’는 앞서 ‘발음하고 듣기’ 활동에 

바로 이어지는 활동으로, 한국인 화자의 발음을 듣고 인식한 대로 발음형을 단어 옆

에 쓰게 한 다음, 자신의 발음과 비교해 보게 하는 활동이다. 즉, 학습자 개인이 직접 

발음해 볼 뿐 아니라, 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듣고 확인한 것을 써 봄으로써 비음화가 

적용된 발음의 양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고, 또 자신의 발음과 비교해 봄으로써 

비음화 발음의 원리와 규칙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켜준다.  

⑶ 듣고 받아쓰기

‘듣고 받아쓰기’는 교사의 발화문이나 녹음된 자료를 학습자가 듣고 들은 것을 철

자법에 맞게 문자로 표기하는 활동을 말한다. 한 때 외국어 교육에서 받아쓰기에 대

한 많은 비판이 있었으나 올러(Oller, 1971, 1972), 모리스(Morris, 1983) 등의 

연구를 통해, 받아쓰기는 철자 능력뿐만 아니라 청해력을 높이며 문법 구조 파악 훈

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언어형식 습득에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사소통 능

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주요한 학습 활동으로 제안된 바 있다.199)

199) 받아쓰기는, 제2 언어 교육 현장에서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적인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이유로, 대부분의 언어 교사들에게 유행에 

떨어지거나 의사소통적 교수와는 거리가 먼 방법이라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여

져 왔다(김하림, 2009:15). 그러나 1970년 때 올러(Oller, 1971)를 중심으로 받아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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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쓰기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한국어 음운변동 발음 교육에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변동규칙을 ‘표기형과 발음형을 매개하는 기제’로 볼 때, 듣고 받아쓰기 

활동은, 표기형과 발음형의 상호 전환성을 높이는 데 매우 적합한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비음화가 적용된 ‘꽃만’으로 받아쓰기를 실시할 때, 학습자가 [꼰만]

이라는 소리를 듣고, ‘꽃만’으로 표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리 형태의 [꼰만]을 

‘꽃][만’으로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음운변동에 대한 이해

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받아쓰기는 이러한 학습자의 내면에 일어나는 보

이지 않는 인지 과정을 가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듣고 받아쓰는 과정을 통해, 청해 연습도 될 뿐 아니라 표기형과 발음형의 전환 속도

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본고에서의 받아쓰기의 목적은 ‘정서법 교육’이 아니라 ‘발음 

교육’에 있기 때문에, 받아쓰기 활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활동을 구

성해야 한다. 첫째는, 교사가 받아쓸 내용을 불러 줄 때, 한국인의 정상적인 발화 속

도보다 천천히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어의 정서법을 익히기 위한 받아

쓰기라면, 학생들이 받아쓰는 속도를 고려하여 교사가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불러줘도 

상관이 없지만, 발음 교육을 위한 받아쓰기에서는 연음이나 음운 변화가 선명히 적용

되어 발음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장 단위로 한 번에 완결되게 정상속도

로 발음해 주어야 한다.200) 학습자들이 알아듣게 하려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발음하

게 되면, 발음 교육의 목적에서 벗어난 무의미한 활동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설사 학습자가 교사의 정상 속도로 된 발화를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오히려 이것

이 또 다른 측면에서의 교육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문장 내에서 모르는 어휘도 없

고 모르는 문법 항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했다면 그것이 발음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의사사통(듣기)의 실패가 학습

자로 하여금 자신이 알아듣지 못한 발음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음이나 음운변동 발음을 학습자들에게 교육하는 목적은 발음의 

에 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받아쓰기에 대한 평가가 바뀌게 되었다. 그는 받아쓰기와 

어휘, 문법, 작문, 음운 평가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받아쓰기는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평가 항목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하였다. 모리스(Morris, 

1983)에서도, 받아쓰기는 가장 본질적인 듣기 능력 훈련에 필요한 것이라고 제시하며, 학

습자들의 작은 실수라든지 문법적 오류를 인식하도록 훈련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받아쓰기를 제안하였다. 
200) 그래서 문장을 구성할 때는 복문 형태의 긴 문장 보다는 해당 발음 규칙을 포함하는 

짧은 문장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초급 학습자의 경우는, 단어 수준으로 해도 무방하다.  



- 218 -

유창성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특히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일 경우는, 원어민 화자의 

정상적인 발화속도에서 생성되는 발음의 속도도 따라 올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래야

만 유창한 발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듣고 받아쓰기’를 위한 연습용 문장은, 단어 내에서 음운변동이 일어난 문

장과 단어 경계를 넘어 음운변동이 적용된 문장 모두 가능하며, 받아 적을 때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여서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5어절ᆞ10자 내외의 문장으로 구성하

도록 한다. 채점은 학습자 스스로가 자가 채점하게 하되, 해당 발음 부분과 관계되지 

않은 철자법상의 오류의 경우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 무방하겠다. 

다음의 <표 111>은, 단어 경계 사이에서 일어난 음운변동 발음을 문장으로 구성

한 받아쓰기의 예시를 보여준다.  

 잘 듣고, 받아쓰세요.

① 감기약 남았어?

② 그 친구 모임에 계속 나와?

③ 저녁 먹고 가세요.

④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⑤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해요?

<표 111> ‘듣고 받아쓰기’ 활동의 예시

⑷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곳 찾고 발음하기

이 과제 활동은, 문장 안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곳에 표시하는 활동으로 음운

변동 발음 교육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형적인 의식고양하기 과제라 할 수 있다.201) 

앞서, ‘이해 및 관찰 단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바 있는데, 거기서는 비

음화가 적용되는 음운 환경과 변동규칙을 처음으로 탐색하고 가설을 세우기 위한 것

으로 규칙에 대한 주의 집중을 위해 단순화된 단어 차원에서 실시하였다면, ‘시도 및 

활용 단계’에서는 실제 발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문장 차원에서도 비

음화가 적용되는 음운 환경을 인식하고 음운 규칙을 바르게 적용하여 유창하게 발음

하는 연습을 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더 확장되고 심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 이 과제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신지영(2015) 등에서도, 음운변동 발음 부

분에서 학습자에게 음운 규칙을 고양시키기 위한 연습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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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112>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곳 찾고 발음하기’ 과제의 예시를 보여

준다. 이 과제에서부터는, ‘ᄀ-ᄆ’과 ‘ᄀ-ᄂ’ 연쇄 환경을 분리하지 않고 혼합하여 

제시함으로써, 각기 다른 음운 환경에서 동일한 음운 규칙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 그리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과제는 강세구 내에서 일어나는 비음화 발음 

연습 뿐 아니라 단어 경계를 넘어 강세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음화의 예도 함께 제

시하여서 문장을 부드럽게 연음하여 발음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202) 특히 강세구 간 

비음화 발음을 할 때에는 띄어쓰기에 근거해 휴지를 둘 경우 비음화가 적용되지 않고 

발음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주의하여 반드시 연이어 발음하도록 지도한다. 

다음 문장에서 받침소리 [ᄀ]을 [ᄋ]으로 발음해야 되는 곳에 표시하고, 발음

해 보세요. 

강세구 내 비음화 강세구 간 비음화

① A: 언제 한국에 왔어요?

   B: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② A: 뭐 드릴까요?

   B: 목마른데 물 좀 주세요. 

③ A: 저거는 뭐예요?

   B: 이거는 연필 깎는 기계예요.

④ A: 어제 제가 한 말 기억나요?

   B: 아니요, 기억 안 나요.
⑤ A: 김 선생님 계세요?

   B: 지금 막 나가셨는데요. 

① A: 감기약 남았어?

   B: 아니, 다 먹었어.
② A: 그 친구 모임에 계속 나와?

   B: 응, 계속 나와.
③ A: 저녁 먹고 가세요.

   B: 감사합니다.
④ A: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 네, 복 많이 받으세요.
⑤ A: 책 읽는 것 좋아해요?

   B: 아니요, 별로요.

<표 112>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곳 찾고 발음하기

⑸ 듣고 재구성하기(Dictogloss)

‘듣고 재구성하기’ 즉 ‘딕토글로스’ 과제는 소그룹으로 나누어 상호작용을 한 다음 

202) 박기영(2009, 2010)에서는 이를 ‘음운론적인 구’라고 칭하면서, 음운변동 규칙 가운

데 이처럼 단어의 경계를 넘어서 적용되는 발음이 발음의 유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하였다. 즉, 단어의 경계를 넘어 적용되는 음운변동 발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표기

상으로는 띄어져 있음에도 휴지를 두지 않고 반드시 연이어 신속하게 발음해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이런 발음을 제대로 잘하게 된다면 그만큼 발화속도

가 빨라지고 유창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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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말로 글을 산출해 내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앞서 소개한 바 있는 ‘듣고 받아

쓰기’와 같이 단어나 표현을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 적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전체

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동료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이 산

출물을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딕토글로스 과제를 위한 스크립트는, 아래의 <표 113>과 같이 유의미한 맥

락이 담긴 구성하되, 장애음의 비음화 발음이 여러 군데 포함되도록 하였다.203)

  

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에 온 지 육 년쯤 되었어요. 라오스에 왔는데, 입에 맞는 

음식이 없어서 처음 세 달 동안은 쌀국수하고 볶음밥만 먹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못 

먹는 음식이 하나도 없고 다 좋아해요. 저는 이번 우기 끝나면 한국에 다녀오려고 해

요. 한국에 가면 국내 이곳저곳 여행해 보고 싶어요. 

<표 113> 듣고 재구성하기를 위한 스크립트  

일반적으로 딕토글로스는, 다음의 <그림 50>과 같은 네 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그림 50> 딕토글로스의 네 단계 절차 

먼저 ‘준비 단계’는 학습자들이 앞으로 들을 텍스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로, 다음의 <그림 51>과 같이 사진이나 그림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

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 준다. 

203) 딕토글로스 과제는, 너무 세분화된 발음 영역을 다루기에는 부적합하며, 비음화 발음 

학습이 끝난 후 비음화 발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연습을 할 때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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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텍스트 재구성을 위한 그림 자료 

두 번째 단계는 받아쓰는 단계로, 한국인 원어민 화자의 정상속도 발음으로 두 번 

들려준다. 처음 들을 때는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필기를 하지 않고 듣게 한다. 

들을 때는 앞서 준비 단계에서 제시한 시각 자료를 참고하면서 텍스트의 흐름을 짐

작하며 듣도록 한다. 두 번째 들을 때는 텍스트 재구성 단계에서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는 어휘와 표현들을 메모하도록 한다. 

세 번째는 텍스트 재구성 단계로, 그룹 별로 모여 각자 메모한 자료를 모아 본격

적으로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단계이다. 그런데, 딕토글로스 과제를 발음 교육에 적

용할 때에 한 가지 고려해야할 점은,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재구성할 때 목표 발음이 

포함된 부분은 정작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이 과제 활동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딕토글로스를 문법에 적용할 때와 같은 일반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다음의 <표 1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텍스트의 형식을 질의-응답의 대화문 

형식으로 변형하여 재구성하게 함으로써, 목표 발음이 학습자의 대답에 포함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즉, 전 단계에서 각자 받아 쓴 것을 그룹 안에서 한 데 

모은 다음, 이를 토대로 <표 114>의 대화문을 완성시키도록 한 것이다.204)

204) 대화문의 제시는 듣고 받아쓰는 단계에서 미리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통제된 조건에서 듣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도된 목적으로 가지지 않

고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도록 텍스트 재구성 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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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라오스에 온 지 얼마나 되었어요?

B:                                                     

A: 라오스 음식은 어때요?

B:                                                     

A: 지금은요?

B:                                                     

A: 언제 한국에 돌아갈 거예요?

B:                                                     

A: 한국 다시 가면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B:                                                      

<표 114> 텍스트 재구성을 위한 대화문  

마지막 단계는, 분석 및 교정 단계로써, 완성된 대화문을 활용하여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인터뷰 형식으로 발표하게 한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습자의 해당 목표 발음을 

점검해 주고 문제가 있을 경우 교정해 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목표 발음을 듣고 

쓰고 말하는 연습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2.2.3. 교육 효과 검증

여기서는 앞서 제안된 형태초점의 원리를 활용한 음운변동 발음 교육의 방법을 실

제 교실 수업에서 활용해 보고, 그것의 교육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한다. 앞서 오류 

분석 결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음운변동 발음의 오류율은 초급 단계를 지나 중급에

서도 여전히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분절음과는 달리 음운변동 발음

의 경우는, 한국어 학습 기간이 늘고 목표어의 입력양이 증가하여도 의도된 교수 활

동 없이는 발음 향상이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학습자가 형태에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수정은 고사하고 자신의 발음

이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도 알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음운변동 발음의 

방법으로 형태초점 교수법 가운데 음운 규칙에 대한 의식고양 과제를 그 방법으로 

제안하였고, 본 절에서는 이 방법이 라오스인 학습자의 음운변동 발음의 향상에 효

과가 있는지를 간단한 실험을 통해 검정해 보도록 하겠다.

2.2.3.1. 실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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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효과 검증을 위한 피험자는 라오스인 중급 학습자 17명으로, 라오스국립대

학교 한국어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나이 및 한국어 

학습 기간(약 3년 2개월)에 있어서 피험자의 조건은 모두 동일하며 한국어 발음에 

노출된 정도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제안된 의식고양 과제를 활용한 교수 방법이 한국어 음운변동 발음의 향

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통계 검증을 실시하되, 대조군은 따

로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왜냐하면 본고의 교육 효과 검증의 목적은, 다른 교육 방법

과 비교하여 더 큰 효과가 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고에서 제안한 방법이 

실제로 발음의 향상을 가져오는지 그 자체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조군

을 설정한다고 해도 대조군에 해당하는 교육 방법은 결국, 음운 규칙을 설명해 주고 

듣고 따라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될 텐데, 이미 라오스인 학습자들은 이전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205), 별도의 대조군을 설정하지 않아도 이미 본고의 

발음 진단에서 나온 결과가 곧 대조군의 실험 결과로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효과 검증을 위한 모의 수업은, 2018년 11월 17일에서 12월 29일까지(한 주, 

휴강) 총 6주에 걸쳐 실시하였고, 매 주마다 3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효과 검증을 위한 음운변동 발음의 교육 항목은 ‘비음화 발음’으로 한정

하였고, 각 주차 별 교육 항목은, 앞서 교육 방법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비음화가 일

어나는 음운 환경을 따라 세분하여 한 번에 하나의 규칙만을 다루었다. 각 주차 별 

교육 항목은 아래의 <표 115>와 같다. 

주차 교육 항목 대표 예시

1주차 장애음의 비음화1 [ㅂ]→[ㅁ]/_(ㄴ,ㅁ) 월급날, 앞문

2주차 장애음의 비음화2 [ㄷ]→[ㄴ]/_(ㄴ,ㅁ) 듣는, 꽃만

3주차 장애음의 비음화3 [ㄱ]→[ㅇ]/_(ㄴ,ㅁ) 작년, 한국말

4주차 유음의 비음화1 [ㄹ]→[ㄴ]/(ㅁ,ㅇ)_ 음료수, 정리

5주차 유음의 비음화2
[ㄹ]→[ㄴ]/(ㅂ,ㄱ)_

+ [ㅂ, ㄱ]→[ㅁ, ㅇ]/_ㄴ 컵라면, 국립 

6주차 종합 연습

<표 115> 효과 검증을 위한 수업 계획

205) 앞 장의 교육 현황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과 전공자들은 1

학년 때, 한국어의 발음에 대해 별도의 교과목으로 1년간 배운다. 거기에는 분절음과 한국

어의 음운 현상 발음을 다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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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실험은 별도의 실험 없이, 앞서 라오스인 학습자의 음운변동 발음 진단 결과 중에 

비음화 발음의 결과를 사전 실험 결과로 대체하고, 교육 효과 검증을 위한 사후 실험만 

실시하였다.206) 사후 실험은, 6주간의 교육을 모두 끝내고 바로 다음 주가 아닌 2주 후

에 실시하였으며, 사전 예고 없이 당일에 스크립트를 배포하고 실시하였다. 이는 발음 테

스트의 결과가 교육이 끝난 직후 일시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비음화 발음의 사후 실험을 위해 준비한 발음 스크립트는, 아래의 <표 1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글의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비록 스크립트를 보고 읽는 낭독체 

발음이지만 자연스런 구어 발화의 특성을 띠도록 하기 위해서이다.207)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빠타나’예요. 
작년에 한국에 와서 일 년 동안 한국에 살고 있어요. 
한국말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겨울이에요. 
그저께는 드디어 첫눈이 왔어요. 
오늘은 햇볕이 따뜻해서 친구와 같이 

산책하다가 길이 미끄러워서 발목을 삐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가 십 만원이나 나와서

친구가 빌려 주었어요.
집에 왔는데, 콧물이 자꾸 나와서 

뜨끈뜨끈한 오뎅 국물을 많이 마셨어요.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과 교수님들은 모두 잘 계시지요?
저도 얼른 졸업하고 하루 빨리 라오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학기가 정리되면 나중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세요. 

2018년 1월 8일 금요일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빠타나 올림

                                   * (진한 부분은 비음화 부분) 출현 횟수 : 10회

<표 116> 교육효과 사후 실험을 위한 발음 스크립트 

206) 참고로, 사전 실험 종료일과 사후 실험 시작일의 시간적 간격은 약 1개월 정도 된다. 
207) 이 스크립트는, 한국어의 모든 분절음을 비롯해, 음운 현상 발음까지 테스트하기 위해 만

든 스크립트이나, 본고에서는 비음화가 포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정확도를 측정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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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에게 배포한 스크립트는 어떤 특정한 발음 영역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전

혀 드러나지 않도록 스크립트 상에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어의 모든 분절음 

발음을 비롯하여 다양한 음운변동 발음이 다양하게 들어가도록 구성함으로써 학습자들

이 어느 특정한 한 발음에 신경을 써서 읽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발음 평가에 앞서 학습자들에게 1분 정도의 시간을 주어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

하게 한 다음, 테스트에 들어갔다. 학습자들의 모든 발음은 스마트 폰 녹음 애플리케

이션을 통해 녹음되었고, 한국인 원어민 강사 세 사람이 비음화가 적용된 부분의 발

음을 듣고 전사한 것을 토대로 발음의 정오(正誤)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전-사후 평가 산출 방식은, 오류율이 아닌 정답률을 기준으로 산정

하였다. 정답률은 ‘비음화 발음의 정답 횟수’를 ‘비음화 발음의 출현 횟수’로 나눈 것

을 백분위 한 값으로 산정하였다. 

2.2.3.2. 실험 결과 및 분석

라오스인 학습자의 비음화 발음에 대한 피험자 개인 별 사전, 사후 실험 결과는 

아래의 <표 117>과 같이 나타났다. 

피험자 ID 사전 정답률(%) 사후 정답률(%) 사후-사전
4-1 50.0 80.0 30.0 

4-2 41.7 90.0  48.3 

4-3 25.0 60.0  35.0 

4-4 33.3 90.0  56.7 

4-5 0.0 60.0  60.0 

4-6 50.0 90.0  40.0 

4-7 58.3 100.0  41.7 

4-8 25.0 50.0  25.0 

4-9 25.0 70.0  45.0 

4-10 16.7 50.0  33.3 

4-11 16.7 60.0  43.3 

4-12 8.3 50.0  41.7 

4-13 25.0 70.0  45.0 

4-14 25.0 70.0  45.0 

4-15 41.7 100.0  58.3 

4-16 25.0 50.0  25.0 

4-17 16.7 60.0  43.3 

평균(표준편차) 28.4(15.6) 70.6(17.8) 42.2(10.4)

<표 117> 피험자 개인별, 사전ㆍ사후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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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태초점 교수법을 활용하여 6주간 비음화 발음을 

교육 결과, 비음화 발음의 사후 정답률이 사전보다 상당히 큰 폭(평균 43점)으로 향

상된 것을 볼 수 있다.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사전-사후 두 집단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영가설을 ‘교육 전과 교육 후의 두 집단의 정답률 평균값은 같다’로 세우고, 유의수준을 

99%로 하여 두 종속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118>과 같다. 

대응차 (사전-사후)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9% 신뢰구간

하한 상한

(42.2) 10.4 2.5 (47.5) (36.8) (16.7) 16.0 0.000 

<표 118> 사전-사후, 두 종속표본 t검증 결과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99%에서 영가설을 기각함으로써, 교육 전

과 교육 후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즉, 본고에서 제시한 

교수 방법이 비음화 발음 향상에 뚜렷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3.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재의 내용 구성 방안

본 절에서는, 앞선 Ⅲ장에서 실시한 이해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라오스인 학습자

를 대상으로 한국어 발음 교재를 개발한다고 할 때,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발음 교육의 내용 구성을 교재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이유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수 활동들은 결국 교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 결과가 발음 교육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재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208) 

현재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과에서 전공 기초과목인 ‘발음 1,2’ 교과목의 교재

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서울대학교언어교육원(2009)에서 편찬한 <외국인을 위한 

208) 권성미(2017:22)에서도 교사를 위한 교육 자료가 부족한 것이 교사가 발음을 교육을 

회피하는 원인이 됨을 언급하고 있다. 데어윙과 문로(2005)에서 또한, L2 발음 연구의 

결과가 교사 교육을 위한 출판물에 파고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교재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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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발음 47>이다. 국내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발음 전용 교재로 개발된 교재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고209), 또한 비교적 가장 최근에 개발된 교재이면서 가장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면서 풍부한 예문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발음 교재의 선택에 

있어 이 교재를 간과하기는 어렵다.210) 그러나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 특히, 대학

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 교재를 사용할 때, 해당 기관

의 교육과정에 잘 맞지 않고 학습자의 수준이나 언어적 배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이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기에 많은 불편함이 존재한다.211)

이에 본 절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발음 47>에 대한 교재 분석과 본 연구

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토대로, 이를 라오스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실에 맞는 한국

어 발음 전용 교재를 개발하고자 할 때, 교육 내용 구성 방안과 고려되어야 할 사항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212)

  3.1. 권 구성 체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발음 47>의 교육 내용은, 크게 ‘분절음’(모음, 자음)과 ‘발
음 규칙’, ‘운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분절음’과 ‘발음규칙 및 운

소’를 각각 1권과 2권으로 분리하여 배치하고 있다. 라오스국립대학교의 한국어 전

공에서 ‘발음’ 과목이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1년 동안 교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2권 체제의 구성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오류 유형별 이해도 

측정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분절음 발음이 한국인 원어민 청자의 이

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분절음 발음을 음운변동 및 

209)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5월까지 고려대학교(1991)의 <표준 한국어 발

음 연습>, 연세대학교(1995)의 <한국어 발음>, 건국대학교(2007)의 <처음 만나는 한국

어>, 서울대학교(2009)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47>, 김중섭 외(2016)의 <한국어 

발음 정복하기> 등 총 5종의 한국어 발음 교재가 편찬되었다. 
210) 이 교재는 크게 1권과 2권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4영역(모음, 자음, 발음 규

칙, 운소), 47과, 286쪽 달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11) 김영선(2006)에서는, 발음 교재 구성의 일반적 기준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별 기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다. 셋째, 외국인 학습자들의 언어적 배경을 존중한다. 넷째, 다양한 보조 자료를 이

용한다. 다섯째, 발음 지도를 위한 모형을 개발, 제시한다.
212) 강남욱, 김호정(2012:17)에서는 한국어 교재 분석의 기준을 크게, ①교재가 사용되는 

상황 맥락의 구성 요소로서의 기관, 학습자, 교사 ② 교재의 내적 구성, ③교재의 외적 구성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는, ①과 ②의 기준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재를 분석

해 보고 이를 라오스의 교육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 228 -

초분절음 발음보다 우선적으로 배치시켜서, 제1권을 분절음 발음, 제2권을 음운변동 

및 초분절음(억양) 발음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발음 교재를 1권과 2권으로 분리하여 구성할 때, 각 권의 교재를 어

느 시기에 교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이 교재를 사용할 때의 학습

자의 한국어 수준이 교재 제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라오

스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개선 방향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분절음 발음에 관

한 1권은, 초급 단계이면서 한글을 읽는 데 어느 정도 익숙하면서 발음 연습을 위한 

어휘의 양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을 1학년 2학기 정도에 배우는 것으로 하고213), 

음운변동(초분절음 포함) 발음에 대한 2권의 경우는 중급 단계이면서 음운변동 발

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고, 어휘 수준을 넘어 문장, 담화 수

준에서도 발음 연습이 가능할 수 있는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것으로 가정하고, 교재 

제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의 측면에서 다시 정리해 보면, 발음 교재의 1권은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분절음 발음 교재라 할 수 있고, 제2권은 중급 학습자를 대상

으로 한 음운변동 및 초분절음 발음 교재라 할 수 있다.214) 그런데 각 교재를 배우

는 시기가 1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를 제외한 시기에

는 발음을 전혀 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별도의 교과목을 

통해 발음을 익히는 것은, 평소 통합 기능으로 배우는 한국어 수업에서 조금씩이라

도 꾸준히 교수되고 있을 때, 그 효과가 더 크게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215) 특히 

음운변동 발음의 교수시기를 3학년 1학기로 비교적 늦게 배치시킨 것은, 학습자들

이 한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발음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된 다음에 이에 대한 명

213) 현재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과에서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47> 교재를 사용하여 분절음 발음을 교육하고 있는데, 교재에 수록된 예시문의 어휘

나 문법의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이제 막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한

국어 입문기 학습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이 시기에 사용하

는 것은 교재의 활용도 면에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1학년 때에는 

한글 자모음을 익히는 시간을 통해 분절음 발음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굳

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하는 것은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교육 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적어도 초급 수준에서 어휘와 문장 연습을 넘어 간단

한 대화 연습이라도 가능한 시기를, 적어도 한국어를 1학기 정도는 학습한 1학년 2학기 

때가 가장 적합한 시기로 보고 교재를 구성하고자 한다. 
214) 본고에서 초분절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제2권에 음운변동 발음과 함께 교육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단원을 구성해 보기로 하겠다. 
215) 통합 기능 한국어 수업에서 지속적으로 발음이 조금씩이라도 교수되고 있다면, 1권과 

2권을 각각 2학년 1학기(초급), 3학년 2학기(중급)로 배치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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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수하는 것이, 이미 축적되어 있는 학습 경험에 근거하

여 음운 규칙을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발음 교재의 권별 사용 시기와 대상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

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19>와 같다. 

1권 2권

과목명 한국어 발음1 한국어 발음2

발음 항목 분절음 음운변동 (및 초분절음)

교육 시기 1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대상 학습자 초급 중급

<표 119> 발음 교재의 권별 사용 시기와 대상 학습자

발음 교재의 전체적인 구성 체계를 위와 같이 정했을 경우, 이에 맞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예시문에 포함된 어휘와 문법 항목의 수준이다. 즉, 발음 연습을 

위한 예시문을 만들 때, 이 교재가 사용할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반드시 고려해서 

만들어야 한다. 해당 발음에 관해 아무리 풍부한 예시를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학습

자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

지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47>의 교재가 해당 발음 영역에 대한 풍부한 예

시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그리 높지 못했던 이유도, 이 교재에 포함된 

어휘나 문법이 이를 사용하는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과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

다.216) 그러므로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재의 예시문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1권은 초급 수준, 2권은 중급 수준에 맞는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여 구성

하는 것이 교재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3.2. 단원 구성 체계와 교육 내용의 배치

다음으로, 발음 교재의 권 내 단원의 개수와 한 단원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의 분

량을 정하고자 할 때, 해당 대학 기관의 교육과정이 잘 반영될 필요가 있다. 발음 교

216) 가령, 교재에서 모르는 어휘나 문법 항목이 나오면 교사가 매번 그것을 설명하는 데 시

간을 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집중도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한 오직 발음에 집중하기 

위해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의사소통과는 무관한 무의미한 학습이 되어 이

로 인해 발음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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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현황에서 교사 설문을 통해 나온 의견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발음 47>의 단원 체계가 대학의 교육과정과 잘 맞지 않아 불편함이 많았던 

점에서 시정될 필요가 있다.217) 라오스국립대학교의 한 학기는 주수는 중간, 기말 

시험을 시간을 제외하고 1, 2학기 모두 16주이며, 한 차시에 해당하는 시수는 90분

이다. 따라서 교재의 단원 구성도 이러한 교육과정 체계에 맞게 한 주에 한 단원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 권당 16단원으로 구성하되, 한 단원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의 

분량 또한 한 차시에 해당하는 90분에 적합하도록 일정한 분량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 단원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항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라오스인 학

습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재의 단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발음 47>은 학습자의 언어권을 초월하여 제작된 관계로, 모

든 발음 항목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한국어에서 다루어야 할 모든 발음 항목을 총

망라하여 제시하고 있어서,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만큼 교재

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먼저 초급 학습자 대상 분절음 발음에 대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제1권의 각 교

육 항목을, 한 학기 수업 주수인 16주에 맞추어 16개의 단원 구성 체계 안에 배치시

켜 본다면, 아래의 <표 120>과 같이 단원을 구성해 볼 수 있다. 

21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발음 47>은 한국어 발음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을 망라

하여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대학기관에서 전공 교재로 사용하

기에는 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면이 있고, 결국 라오스인 학습자에 맞게 취사선

택하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한 단원의 분량 또한 90분 동안 수업을 하기에는 

적고, 두 단원을 다루기에는 부족한 불편함이 존재한다. 

단원 제목 교육 내용

제1과 [ᄇ, ᄈ][ᄃ, ᄄ][ᄀ. ᄁ] (파열) 평음, 경음 구분

제2과 [ᄉ, ᄊ], [ᄌ. ᄍ] (마찰, 파찰) 평음, 경음 구분

제3과
[ᄇ, ᄑ], [ᄃ, ᄐ]

[ᄀ, ᄏ], [ᄌ, ᄎ]
(파열, 파찰) 평음, 격음 구분

제4과 [ᄇ, ᄈ, ᄑ] (양순 파열) 평음, 경음, 격음 구분

제5과 [ᄃ, ᄄ, ᄐ] (치조 파열) 평음, 경음, 격음 구분

제6과 [ᄀ, ᄁ, ᄏ] (연구개 파열) 평음, 경음, 격음 구분

제7과 [ᄌ, ᄍ, ᄎ] (파찰) 평음, 경음, 격음 구분

제8과 종합 연습 (1) 초성 장애음 전체

<표 120> 제1권(분절음 발음)의 단원별 교육 항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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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권 분절음 발음 부분에서는, 본고의 Ⅲ장에서 실시

한 오류 분석과 이해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두 평음, 어중 경음, 종성 /ᄅ/ 발음, 

(초성 자음이 결합된) 이중모음 순으로 교육 항목으로 배치시켰다.218) 특히, 분절음 

발음에서 오류율이 가장 높으면서 청자의 이해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장애음 발음에 가장 많은 단원(1~9과)을 배분하였다. 이 교재를 사용할 학습

자는 이미 그 전 단계에 한글 자모음을 익히면서 기본적으로 한국어의 자모음 발음 전

반에 대해 학습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교재를 통해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내용을 

다루기보다, 좀 더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 특화된 중요도가 높은 발음 항목을 집중해

서 가르치는 것이, 학습자의 발음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219)

그리고 평음, 경음, 격음 발음을 각 단원의 교육 내용으로 제시할 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발음 47>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였다. 예를 들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에서는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10과 [ᄇ, ᄃ, 

ᄀ]‘, ‘11과 [ᄈ, ᄄ, ᄁ, ᄊ, ᄍ]’, ‘12과 [ᄑ, ᄐ, ᄏ, ᄎ]’와 같이, 어떤 초점화 된 

대상이 없이, 평음, 경음, 격음 발음을 각각 별도의 주제로 단원에 배치시켰는데, 이

러한 방식은 라오스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 왜냐

하면 평음 오류의 원인은 경음 및 격음과 분별의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 

없이 평음 발음만을 단독으로 제시하여 교육하는 것은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11과, 12과에서처럼,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비교적 잘 할 수 있

는 경음과 격음 발음을 별도의 한 과로 구성하여 한 차시의 시수를 할애한 것도 그

218)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비음, 유음 받침 발음과 겹받침도 분절음 발음 항목에 포

함시켰다. 특히 겹받침 부분은 연음이 적용 여부에 따라 받침 발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제2권에서 연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예비 학습으로 다루어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219) 따라서 자모음의 제시 순서나 위계화 같은 논의는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제9과 그저께는 어중 경음

제10과 몰라요 종성 /ᄅ/①

제11과 가을 종성 /ᄅ/② 

제12과 교수님 (자음과 결합된) /j/계 이중모음

제13과 과일 (자음과 결합된) /w/계 이중모음

제14과 여의도 친구의 의사 /의/

제15과 닭이 닭과 싸워요. 겹받침 (연음)

제16과 종합 연습 (2) 자음, 모음 발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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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효율적인 분배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평음 발음을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

되, 이를 경음 및 격음 발음과의 비교를 통하여 평음 발음을 익히도록 각 단원의 주제

를 정하였다. 즉, 1과에서 3과까지는 ‘평음과 경음’ 및 ‘평음과 격음’의 양자 대립을 

통해 평음을 익히도록 하였고, 4과부터 7과까지는 각 계열별로 ‘평음, 경음, 격음’의 

삼자 대립을 통해 평음 발음을 익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면, 라오스인이 어려워하는 

평음 발음을 집중해서 익힐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음과 격음도 함께 연습할 수 있는 효

과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인 내용 구성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어중 경음 오류는, 장애음 오류에 속하지만 오류의 원인에 있어서, 앞서 다룬 평

음, 경음, 격음의 구분과는 달리, 생성 단계에 속한 오류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여 

별도의 한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종성 /ᄅ/ 발음은, 라오스인 학습자들이 발음하기 

매우 어려워하면서 의사소통에 매우 중요한 발음이기 때문에, 두 단원(10, 11과)에 

걸쳐 교수되는 것으로 배정하였다. 종성 /ᄅ/ 발음은 전형적인 생성 단계에 속하는 

오류로, 본고에서 제안한 조음 방식의 절차에 따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종성 /ᄅ/발음은 오류 발생 음운 환경에 따라 ‘몰라요’와 같이 /ᄅ-ᄅ/의 연쇄 

환경의 경우와 ‘가을’과 같이 /ᄅ-ᄅ/ 비연쇄 환경으로 분리하여 단원을 배정하였

다. 이중모음 발음의 경우는, 초성에 자음이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j/계 이중모음과 

/w/계 이중모음으로 나누어 각각 한 단원에 배정하였다. 그리고 본고의 대상으로 다

루지는 않았지만, 그 위치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이중모음 /의/과 겹받침 발음에 

대해서도 각각 한 단원의 교육 내용으로 배정하였다. 

다음으로, 제2권 음운변동 발음 교재의 각 단원별 교육 항목 배치는, 아래의 <표 

121>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단원 단원명 내용

제1과 한국어 연음

제2과 옛날 생각나요. 장애음의 비음화

제3과 국립대학교 정류장 유음의 비음화

제4과 설날 유음화

제5과 생일 축하해요. 격음화

제6과 같이 가요. 구개음화

제7과 치과에 가요. 경음화

<표 121> 제2권(음운변동 및 초분절음)의 단원별 교육 항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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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의 전반부(1~8과)는 음운변동 발음에 대해 다루었고, 후반부(9~16과)는 

초분절음(주로, 억양)에 대해서 다루었다. 음운변동 발음 부분은, 연음을 비롯하여, 

비음화, 유음화, 격음화, 구개음화, 경음화를 각 단원의 주제로 선정하되, 비교적 규

칙의 개수가 많고 이해도에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나온 비음화 발음에는 2단원을 

배정하였다. 그리고 경음화 발음의 경우, 불파음 뒤의 경음화는 라오스인 학습자들

이 음운 규칙을 의식하지 않아도 거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지만, 대가[대까], 요점[요

쩜], 치과[치꽈], 피부병[비부뼝]과 같은 경우는 발음에 관한 정보가 표기상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표기형에 근거하여 어중 평음을 경음화하지 않고 그대로 

평음으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어중에 위치한 경음을 제

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라오스인 학습자의 발음 경향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따

라서 경음화를 발음 교재의 교육 내용을 다룰 경우에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교육 내

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초분절음의 경우, 본고의 연구 대상은 아니지만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발음 

교재를 개발한다고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의 초분절음 부분을 참고하여 문장의 종류에 따른 

문미 억양과, 억양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어디 가요?’와 같이 의문

사가 있는 의문문을 비롯하여, ‘-(으)ᄅ걸’, ‘-구나’, ‘-다’의 억양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여 각각 한 단원에 배치시켰다.220)

  3.3. 교수 모형과 단원 전개 방식

220)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초분절음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들이 후속 연구를 통

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제8과 종합 연습 (1) 음운변동 발음 전체

제9과 이제 가요. 높이와 박자

제10과 바빠? 바빠. 억양① : 의문문, 평서문

제11과 같이 가자. 빨리 와. 억양② : 청유문, 명령문

제12과 어디 가요? 억양에 따른 의미 변화①

제13과 일찍 일어날걸. 억양에 따른 의미 변화②

제14과 그렇구나. 억양에 따른 의미 변화③

제15과 나 선물 받았다. 억양에 따른 의미 변화④

제16과 종합 연습 (2) 초분절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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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단원 전개 방식은 교수 학습 모형에 근거해 있고, 교수 학습 모형 안에는 

해당 교육 내용에 대해 교재 개발자가 선택한 교수법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의 각 단원은, 다음의 <표 1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권과 2권 모두 기본적으로, ‘제시-연습-생산’의 PPP 모형에 근거한 연역식 

전개 방식을 따르고 있다.221) PPP 모형은 규칙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반복 연습하

여 바른 언어 형태를 산출하도록 하는 모형으로,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학습을 대표

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 학습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한 습관화로 보는 행동주의 이론

에 기초하고 있는데, 분절음 발음의 경우는 이러한 연역식 교수 모형을 적용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분절음 발음은 개별 음소에 부과된 개별 음가에 

기반하여 발음되는 단순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도입과 제시 단계에서 굳이 긴 시

간을 할애할 필요 없이 개별 음소의 음가를 연역적으로 바로 제시하고, 이후 지각과 

산출 연습 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집중적인 노력을 들이는 것이 더 효

과적인 교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권 (분절음) 2권

교육 내용 분절음 음운변동 및 초분절음

전개 방식 연역식 연역식

세부 구성

• 들어보세요(도입) 

• 이렇게 해 보세요(제시) 

• 확인해 보세요(연습, 생산)

- 준비 연습

- 단어 연습

- 문장 연습

- 대화 연습

• 정리해 보세요.(마무리)

• 들어보세요(도입)

• 규칙(제시) 

• 확인해 보세요(연습)

- 준비 연습

- 단어 연습

- 문장 연습

- 대화 연습

• 쉬어가는 발음 이야기

단원 분량
주로 4쪽

(최소 2쪽, 최대 12쪽)
주로 4쪽

(최소 2쪽, 최대 14쪽)

<표 12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47‘의 단원 전개 방식

221) 최근 의사소통의 맥락을 강조하는 움직임 속에서, 제시 단계에 앞서 해당 발음 항목이 

사용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도입 단계를 추구하는 변형된 PPP모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47>의 교재도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

재의 도입 부분은 짧은 단문이나 대화문 한두 개 정도를 듣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어

떤 추가적인 의사소통 활동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도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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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운 규칙의 내재화 및 자동화가 중요한 습득의 관건이 되는 음운변동 발

음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역적 교수 모형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앞

서 음운변동 발음의 교육 방안에서는, 형태초점의 교수법을 제안함과 동시에 이를 

교실 수업 상황에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서, 귀납적인 OHE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음운변동을 위한 발음 교재를 개발할 때에도, 다음의 <그림 52>와 같

이, 귀납적인 전개 방식으로 단원을 구성하기로 한다.

<그림 52> 음운변동 발음 교재의 단원 전개 방식

먼저 위의 그림에서, ‘대화 듣고 대답하기’는 귀납적인 OHE 모형에서 ‘이해 및 관

찰’(Observe)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사소통 맥락이 담긴 대화문 듣기를 통해 

목표 발음을 노출시키고, 대화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의사소통 활동 과정에서 

목표 발음에 대한 주의 집중과 문제 자각이 일어나게 한다. 

다음으로, ‘발견하기’는 OHE 모형에서 ‘발견 및 가설 형성 단계’(Hypothe -sis)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음운 환경과 변화 

양상에 대한 규칙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가설을 세워보도록 유도시킨다. PPP 모형

에 기반한 연역적인 전개방식이 제시 과정에서 교사가 해당 음운 규칙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주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과는 달리, 학습자 스스로가 전 단계에서 제시

된 언어 자료를 직접 관찰하고 분석해 보게 함으로써 음운 규칙을 발견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용하기’ 단계는, OHE 모형에서 ‘시도 및 활용 단계’(Experiment)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어, 문장, 대화, 담화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습 활

동을 통해, 전 단계에서 학습자가 발견한 규칙을 적용해 보고 활용해 봄으로써, 자신

의 가설을 확증하고 그것이 학습자의 발음 체계 안에 내재화되고 자동화되도록 한다. 

마지막 ‘정리하기’ 단계는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해당 발음 규칙에 대해 교재가 요

약, 정리하여 명시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그날 배운 학습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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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각인시켜 주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연역식 전개 방식에서는 이 단계가 전반부에 

오지만, 귀납식 전개 방식에서는 단원의 맨 끝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4. 학습 보조 자료

본고에서 제안한 발음 교육의 방법을 교재를 통해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 교

재 뿐 아니라 학습 보조 자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평음 발음 습득

을 위해 지각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각 훈련을 위한 다양한 음성 세트가 교재

의 음성 자료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종성 /ᄅ/ 발음을 교육할 때는 [몰라

요]와 [모라요]의 조음 방식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플래시 자료가 있다면 학습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형태초점의 교수 

원리를 적용하여 음운변동 발음의 교육할 때에는 이런 애니메이션 기능이 더욱 요구

된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 53>에서와 같이, 음운변동이 적용된 발음을 음영 처

리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이 부분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고,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규칙을 명시적으로 제시해 줄 때도 애니메이션을 활용할 때, 학습자들

이 발음 규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3> 애니메이션 보조 자료의 예시 

또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47>에는 교재의 맨 끝부분에 ‘발음 진단 테스

트’와 ‘언어권별 학습 가이드’를 학습 보조 자료로 싣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라오스

인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 시에도 참고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라오스인 학

습자의 발음 특성에 맞게 개작해서 사용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을 위한 한국어 발음47>에 수록된 발음 진단 테스트는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상정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음 영역 전반에 걸쳐 진단용 문장을 만들었지만, 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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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진단용 문장을 만들 때에는, 본 연구의 오류 분석과 이해도 

측정 실험 결과를 반영하여, 어두 장애음의 구별과 종성 /ᄅ/발음, 초성에 자음이 결

합된 이중모음, 어중 경음 발음, 연음을 비롯한 음운변동 발음에 초점을 맞추어 진단

용 문장을 만든다면, 학습자들의 발음 숙달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더 명확한 자료가 

될 것이다. 

언어권별 가이드는 라오스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발음을 교수할 교사의 지침서가 된

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발음은 학습자의 모국어 간섭이 가장 심

하게 일어나는 영역인 만큼 이러한 가이드가 학습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 시에도, 본 연구의 오

류 분석 결과를 잘 정리하여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수 가이드‘를 교

재에 수록한다면, 발음을 교수하는 교사들에게 매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한국어의 전체적인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의 

체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음운체계표’가 제시된다면,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

의 원리에 대해 더욱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할 때마다 참고할 수 있어 유용한 보

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22)

222) 김현아(2015)에서도 ‘영어 교재’와 ‘프랑스어 교재’에서 모두 음운체계표가 수록

되어 있는 점을 예로 들며, 한국어 교재에 이런 음운체계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어 발음 교재에서 한국어 발음의 전체적인 체계를 보여줄 

수 있는 음운체계표를 제작한다고 할 때, 어떤 구성 체계로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효과적

일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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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라오어를 모어로 하는 라오스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의 양상과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되, 대조 분석과 오류 분석, 실험음성학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

해 면밀히 관찰,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음의 이해도(intelligibility)에 입각한 교

육 항목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고의 Ⅱ장은 이러한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제로서, 본격적인 발음 양상 분

석에 앞서 학습자의 모어인 라오어의 발음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라오스인 학습자에

게 나타날 오류에 대한 예측과 원인 분석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삼고자 한국어와 라오

어의 발음 체계를 자음과 모음을 비롯한 모든 분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음절 구조와 

종성 자음, 음운 현상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대조하고 분석하였다. 대조 분석 결

과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자음 중에서는 한국어 장애음에 속한 평음과 

종성 /ᄅ/, 그리고 모음 중에서는 이중모음, 음운 현상 중에서는 연음을 비롯한 비음

화 유음화 등의 음운변동 발음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대조 분석에 이어, 양 언어의 이러한 차이가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에 대해, 차이성에 근거한 대조분석가설과 더불어 유사성에 근거한 음성

지각이론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오류의 원인을 분석할 

때, 보다 정확하고 개연성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오류의 원인과 교

육적 처방이 서로 긴밀하게 관련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 한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의 목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해 가능한 발음’ 즉 이해도

(intelligibility)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기존의 오류율에 근거한 정확성의 기준

만이 아니라 청자의 이해에 기반하여 교육 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라오스 현지의 대표적인 한국어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라오스국립대학교의 한국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음 교육의 현황을 전체

적인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교재 및 교실 수업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라오스인 

학습자의 발음 양상과 원인 분석이 실제 교육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것

이 되게 하고자 하였다. 

이어 Ⅲ장의 전반부에서는, 라오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의 진단과 양상 분석에 

관한 것으로,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 전공자 111명의 한국어 발음 음성 자료를 토대

로, 그들의 발음을 한국어의 분절음에서부터 음운변동 발음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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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에서 오류율이 뚜렷하게 높게 나온 발음을 중심으로 오류의 양

상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오류의 판단과 양상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한국인 원어민 화자

의 청취 판단에 근거하였지만, 발음이 애매한 특성을 같거나 원인 분석을 위해 학습자 

발음의 음향적 특성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음성분석 프로그램인 

Praat를 활용해 실험음성학적인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오류 분석 과정을 통해 드러

난 라오스인 학습자의 오류의 특징과 원인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음 중에서는 어두 평음과 어중 경음, 종성 /ᄅ/ 발음에서 높은 오류율을 

기록하였다. 먼저 라오스인 학습자의 어두 평음 오류는 평음을 경음 또는 격음으로 

발음하는 양상을 띠었는데, 이러한 오류의 원인은 한국어와 라오어의 장애음 범주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중 경음 오류는, 어중의 경음을 평음으로 발음하

는 오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원인 분석 결과 어중 경음이 모음 다음에 

위치할 때, 모음 산출 이후에 곧바로 긴장성이 강한 경음으로 옮아가는 것이 어려운 

관계로, 그보다 긴장성이 낮은 평음에 가까운 소리로 발음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종성 /ᄅ/ 발음 오류는 /ᄅ/를 /ᄂ/로 대체한 오류와 /ᄅ/를 탈락시킨 오류 두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자의 모국어인 라오어에는 종성의 위치에 유음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종성 /ᄅ/ 발음은 라오스인 학습자들에게는 새로이 습득해야 할 항

목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모음 발음 오류는 대조 분석에서 예상한 것과 거의 일치하였다. 즉, 단모음 

발음에서는 오류가 거의 없었고, 이중모음 중 ‘ᅣ, ᅧ, ᅭ, ᅲ’ 등 일부에서만 나타났

는데, 공통된 특징은 초성에 자음이 결합된 경우에만 오류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 또

한 한국어와 라오어의 음운 체계의 차이에 근거한 것으로, 한국어의 활음에 해당하는 

/j/가 라오어에는 자음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모음과 결합하여 [야, 여, 요, 유]

에 해당하는 발음은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자음과는 결합할 수 없으므로 초성의 위치

에 자음이 결합된 [갸, 겨, 교, 규]와 같은 발음은 생성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연음을 비롯한 비음화, 유음화 등과 같은 음운 현상 발음의 경우는, 초급과 

중급 모두 기본적으로 오류율이 65-80%대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오류 양상의 대

부분이 한국어를 표기형대로 절음하여 발음하는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그 공통된 원

인은 ‘음운 규칙의 미적용’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습자의 모어인 라오어에 한국어의 

음운 현상 같은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철저히 표기대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이어 Ⅲ장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오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오류 유형별 이해도

를 측정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는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발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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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할 때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이차 학습의 교육 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

로, 오류율이 높으면서 청자의 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음 요소가 무엇

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실험 결과, 분절음에서는, 어두 평음, 어중 경음, 종성 

/ᄅ/, (초성에 자음이 결합된) 이중모음이 선정되었고, 음운변동 발음에서는 연음, 

비음화, 유음화 발음으로 총 7개의 항목이 선정되었다.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

기에 있어서는 ‘어중경음, 어두평음, 종성 /ᄅ/, 이중모음, 연음, 유음화, 비음화’의 

순으로 7개 항목 중 상위 4개가 모두 분절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

통이 강조되어 이해 가능한 발음을 발음 교육의 목표로 삼더라도 분절음 발음의 정

확성은 변함없이 강조되어야 함을 말해 준다.

Ⅳ장에서는,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 및 내용과 더불어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어두 초성 평음 발음 교육 방법으로

는 한국어의 평음 발음 범주를 형성을 위한 지각 훈련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어두 경

음 발음에서는 라오어의 성조를 활용한 방법을 제시하였고, 어중 경음 발음에서는 

동일 자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종성 /ᄅ/ 발음 오류의 

교육 방법에서는, 초성에 위치한 /ᄅ/의 조음 방식을 활용하여 종성의 /ᄅ/를 발음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음을 비롯한 한국어의 음운변동 발음의 경우

는, 형태초점 교수법의 가운데 의식 고양하기 과제와 듣고 재구성하기를 활용한 방

안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모의 수업을 설계하고 실

험해 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이 음운변동 발음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를 개발하고자 할 때 교재의 내용 구성이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교재의 전체적인 구성과 단원별 교육 내용의 배치, 단원의 전개 방

식, 학습 보조 자료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외국어 교육에서 발음은, 학습자가 사용하는 모국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영

역으로 언어 별 연구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학계

에서 거의 소개된 바가 없는 라오어를 모어로 하는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연구의 첫 연구물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진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와 더불어 발음 교육의 목표를 청자의 이해에 기반한 이해도(Intelligibility)에 두고, 

이에 입각하여 교육 항목을 선정하는 첫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그리고 음운변동 발음에서 그동안 주로 문법 항목 교수에 국한되어 사용되어 온 

형태초점 교수법을 발음 교육에 적용하여 제한적이나마 교육 효과를 검증해 본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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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라는 점에서도 또한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관계로, 연구의 

범위를 가능한 넓게 잡아 초분절음을 제외한 모든 발음 영역을 총체적으로 다 다루

려다 보니 교육 방법을 각 발음 영역 별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에 아쉬

움이 있다. 특히 음운변동 발음의 교육 방안에서는 연구 범위의 한계로 인해 비음화

만을 대상으로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연음이나 다른 음운 현상에 대해서도 형

태초점 교수법을 활용한 다양한 연습 방법과 교수 활동들이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

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라오스인 학습자의 발음 양상에서 억양과 같

은 초분절음에 대해서는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초분절음 또한 발음 교육의 

목표인 이해 가능한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앞으로 나오기를 또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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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for Laotian Learn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rror patterns and causes of 

error of Korean pronunciation of Laotian learners who are using Lao 

language as their native language by using the way of contrastive analysis, 

error analysis and experimental phonetic analysis and to select educational 

items based on intelligibility of pronunciation and to provide effective 

education methods. 

As a theoretical premis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Chapter Ⅱ of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he phonetic system of Korean and Lao 

language from all segments-consonants and vowels- to Syllable structure 

and phonological phenomena of Korean in oder to understand the 

pronunciation characteristics of Lao language and predict the errors that 

will appear to learners in Laos and to use them as a reference for cause 

analysis.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the contrastive 

analysis are lax consonant, final consonant /ᄅ/, double vowel among the 

segment and connected speech, nasalization and lateralization among the 

phonological variation,  

Following the contrastive analysis, the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based on the difference and speech perception theory based on the 

similarity in the integrated viewpoint were examin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hese differences between two languages on the pronunciation 

error pattern of laotian learners.

In addition, a theoretical basis was established for the selection of 

educational items through considering theoretically 'understan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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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nunciation' or 'intelligibility' which is accepted as the target of 

pronunciation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oday.

In addition, the current situation of pronunciation education in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 of National University of Laos which is the 

representative Korean language educational institutions in Laos in oder 

was investigated to understand Korean pronunciation aspect of Laotian 

learners better.

In the first half of Chapter Ⅲ, this study analyzed the Korean 

pronunciation patterns of Laotian learners and the causes of errors based 

on 111 Korean pronunciation sound data of Korean language major of Lao 

National Universi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rrors and the causes of 

pronunciation error revealed through the error analysis proces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igh error rate was recorded in the initial lax consonant, the 

middle tense consonant and final consonant /ᄅ/ sounds, and among the 

consonants, First, the initial lax consonant errors of the Laotian learners 

were found to be pronounced by replacing lax consonant with tens 

consonant or aspirated consonant and The cause of this error was found 

to be due to the category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Lao language. 

Error replacing tense consonant with lax consonant recorded the highest 

rate of errors in the middle tense consona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cause, it was found that when the middle tense consonant is located 

between the vowels, tense consonant was pronounced close to lax 

consonant for the tension was weakened due to the effect of the vowels. 

Finally, the final consonant /ᄅ/ errors appeared as two patterns which 

were an error replacing /ᄅ/ with /ᄂ/ and removing /ᄅ/. This is because 

/ᄅ/ cannot used as a final consonant so that laotian learners have 

difficulty to pronounce the final consonant /ᄅ/.

Second, vowel pronunciation errors were almost the same as expected 

from the contrastive analysis. There was little error in simple vowels, only 

in some of the double vowels 'ᅣ, ᅧ, ᅭ, ᅲ'.  A common feature wa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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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s only occurred when double vowels were combined with a 

consonant. This is also caused on the difference of the phonological 

system between Korean and Lao language. Since /j/ sound which belongs 

to the glide sound of Korean is classified as consonant in Lao language, 

laotian learners can produce the sound of [야, 여, 요, 유] but it is not 

possible to produce pronunciations such as [갸, 겨, 교, 규] in which the 

consonants are combined at the initial. 

Third, the error rate of phonological variation pronunciation such as 

connected speech, nasalization and lateralization was recorded very high 

as 65~80% in both the beginner and intermediate levels. Most of the 

errors appeared to the form of pronouncing by cutting in every syllable 

according to the written form and the common cause was revealed as 'not 

applying phonological rule'. This is because there is no phonological 

phenomenon like Korean in Lao language and it is pronounced as it is 

written. 

In the latter part of Chapter Ⅳ,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error 

analysis,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measure the degree of 

intelligibility by error type. This is for selecting education items for 

Laotian learners by clarifying the pronunciations items that have a high 

error rate and influence the listeners' understanding.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seven items were selected. In the segment were selected 

initial lax consonant, middle tense consonant, final consonant /ᄅ/, double 

vowel(combined with the consonant) and in the phonological variation 

pronunciation were selected connected speech, nasalization and 

lateralization. In terms of the effect on intelligibility, the top four of the 

seven items belonged to the segmental sound. This suggests that even 

though communication is emphasized and  the goal of pronunciation 

education is intelligibility, the accuracy of segmental pronunciation should 

be emphasized constantly.

In chapter Ⅴ, this study presented the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s 

of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for Laotian learners and verified the 



- 262 -

educational effect. First, as a method of teaching the pronunciation of 

initial lax consonant, the method of perception training is presented for the 

formation of the sound category of lax consonant. And the method using 

tone of Lao language was proposed for teaching the pronunciation of 

middle tensed consonant and the method using initial /ᄅ/ were presented 

for fixing final consonant /ᄅ/ error. Finally, in order to educate the 

phonological processes of Korean, the method of 'consciousness raising' 

and 'dictogloss' in the 'Focus on Form' was suggested. In additon, this 

study designed a class and experimented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and found that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accuracy of phonological pronunciation. 

Finally,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it is suggested the way how the 

contents of the textbook should be structured as a whole, the layout of the 

textbooks, supporting materials were presented in order to develop the 

Korean pronunciation materials for Laos learners, 

Keyword : Laotian leaners, segment, phonological process, intelligibility, 

comprehensibility, perceptual training, Focus on form, 

Student number : 2015-3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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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교사용 설문지

ᄋ 국적:   라오스  /   한국                 ᄋ 성별:    남   /    녀

1. 라오스 학습자들(중급 수준-3,4학년)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해볼 때, 무엇이 의사소통에 가장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부정확한 문법 사용

  ② 부정확한 어휘 사용

  ③ 부정확한 발음 구사

  ④ 기타 (                             )

2. 한국어 수업 시, 발음에 대해 교수한 적이 있습니까?

      ① - 네          ② - 아니요

    1) 한국어의 ‘가-까-카’(삼중 대립)을 가르칠 때,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대한 음운론

적 지식을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 네  / 아니요 )

  2) 한국어의 음운 규칙(음운 변동)에 대해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 네  / 아니요)

3. 한국어 (통합) 수업 시, 얼마나 자주 한국어 발음에 대해 가르치거나 학습자의 발음을 교정해 줍

니까?

① 매 수업마다 (예시: 교재와 상관없이 한 번 이상은 발음에 대해 언급하고 가르친다.) 

② 자주 (예시: 학습자의 발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심각한 오류에 한에서 수시로 언급하고 

교정해 준다)

③ 가끔 (예시: 교재에서 발음에 대해 나오면 가르치고 안 나오면 안 가르친다)

④ 거의 가르치지 않는 것 같다. 

⑤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예시: 다른 가르칠 게 너무 많아서, 즉 시간이 없어서)

4. 실제 한국어 수업에서, 발음을 교수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몰라서

②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몰라서 

③ 교사인 나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④ 수업 시수나 교육과정에 맞는 마땅한 교재가 없어서

⑤ 문법 등 다른 가르칠 것이 너무 많아서, 발음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⑥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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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초급용 발음 진단지 

1. 

① 거기 모기  부모 고기 머리 오이 메아리 매미

② 이야기 여기  요리 유리 야구 겨우 교수 휴가

③ 바위 왜  의자 더워요 나와요 외워요

④ 우유가 차가워요.

⑤ ‘여유’가 뭐예요?

⑥ 왜 교과서를 외워요?

⑦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요.

⑧ 귀에서 모귀가 웽웽거려요.

2. 

① 바다 대학 감기 사고 시간 자기  금

② 빨리 바빠요 또 어때요 까매요 어깨 싸요 날씨  찌개  이쪽

③ 파리  소포  타요  교통  치마  우체국  코  조카

④ 거리  바로   무료  길  주말  열  빨리  몰라요  걸려요

⑤ 하나  혼자  향기  화요일  시험  전화  영화  결혼 

⑥ 담배  순두부  구경  침대  감기  준비  친구  공부  명동

⑦ 밥  곧  밭  옷  빚  꽃  책  부엌

⑧ 너무 바쁘고 피곤해요.

⑨ 버스를 또 타야 돼요?

⑩ 사과가 싸서 많이 샀어요.

⑪ 이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⑫ 키 크고 까만 바지 입은 분이 누구예요?

3.

① 한국어  영어  학생  학기  입국  입맛  작년  운동화

② 등록  음료수  신랑  설날  같이  붙여요  좋아요  싫어요

③ 사진을 찍을 때는 웃으세요.

④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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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못 오면 전화해.

⑥ 밥만 먹지 말고 반찬도 같이 먹어야지.

⑦ 눈을 감고 이 음료수를 마셔 보세요. 

⑧ 어떻게 연락하면 되지요?

⑨ 강남 역 근처는 너무 길이 막혀서 싫어요.

⑩ 일 년 동안 비빔밥만 먹었어요.

⑪ 날씨가 좋아서 사진이 아주 잘 나올 거 같아요.

⑫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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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중급용 발음 진단지 

1. 

① 혼자서 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세요.

② 여러분, 내일 오후에 모두 부모님과 함게 오세요.

③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는데 허리를 다쳤어요.

④ 그저께 처음 이사 와서 근처에 뭐가 있는지 아직 잘 몰라요.

⑤ 이번 연휴에 병원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해요.

⑥ 이제 저희 집에 거의 다 왔어요.

⑦ 왜 혼자 해외여행을 가요?

⑧ 웬일인지 교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2. 

① 두부가 건강에 좋아요.

②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거 보세요.

③ 서점에서 사전을 샀어요.

④ 중요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요.

⑤ 밥이 좋아요, 빵이 좋아요?

⑥ 발목을 삐어서 아파요.

⑦ 파란색, 빨간색 모두 필요해요.

⑧ 두통이 심해서 진통제를 먹었어요.

⑨ 뜨끈뜨끈한 갈비탕을 드세요.

⑩ 샤워하고 시원한 물을 마셔요.

⑪ 몸살이 나서 온몸이 쑤셔요.

⑫ 아저씨, 저 아가씨는 누구예요?

⑬ 짜증내지 마세요. 

⑭ 사진 참 잘 찍었어요.

⑮ 그저께는 어디 갔었어요?

⑯ 코가 기니까 코끼리지요.

⑰ 일요일에 놀이공원에 가려고 해요.

⑱ ‘빨리’와 ‘얼른’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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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과일 다 팔렸어요?

⑳ 모이는 날을 팔월 팔일로 하지요.

◯21  호수에 비취는 하늘이 예뻐요.

◯22  ‘전화번호 좀 알려 줘’라는 노래가 유행이에요.

◯23  운동하고 우동 먹고 한강에 갔어요. 

◯24  청소를 안 해서 집이 엉망진창이야. 

◯25  선생님과 명동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26  밥부터 먹고 하면 늦겠지요?

◯27  약속 꼭 지키세요.

◯28  곧장 가면 바로 앞에 꽃집이 있어요.

3.

①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② 못 오면 전화하세요.

③ 밥만 먹지 말고 반찬도 먹어야지.

④ 콧물이 자꾸 나와서 못 먹곘어요.

⑤ 눈을 감고 이 음료수를 마셔 보세요. 

⑥ 이 비행기는 곧 착륙하겠습니다. 

⑦ 강남 역 근처는 너무 길이 막혀서 싫어요.

⑧ 일 년 동안 비빔밥만 먹었어요.

⑨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정리한 책이에요.

⑩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어요.

⑪ 집에서 중국 요리 먹으면서 한국 영화 보는 거 어때?

⑫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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