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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중국계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이 맞춤법을 습득하는 과

정에서 언어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한국어 모어 초등학생과 다른 양

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보고,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오류 양

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맞춤법 교육 방안을 구

성하였다. 

  오류 양상에 대한 논의에 앞서 문자 표기 체계와 철자 능력 발달

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 한국어 표기의 특징을 탐색하였다. 한국어

의 자모 체계는 중국어와 상이하며, 한글의 일부 자모에서는 글자와 

소리의 일대일 대응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또한 한국어의 표기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표음주의적 표기와 원형을 밝혀 적는 표의주의

적 표기의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소리와 글자의 불일치가 여러 음

운 현상과 함께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

자들은 한국어의 표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고는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들이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는 능력을 갖

추는 과정에서 맞춤법 오류가 나타난다고 보고 맞춤법 오류의 양상

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설정하였다. 더불어 최근 개정된 국어과 교

육과정과 한국어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교사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맞춤법 오류의 분석을 위해서 오류 유형별로 원인을 살펴보고 한

국 거주 기간과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학년에 따라 오류 양상을 비

교하였다. 오류 양상 비교를 위해 집단별로 나타나는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비교하였으며, 오류 빈도의 차이를 분산 분석을 통해 확인하

였다. 오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모 오류의 유형은 대체로 

중국인 학습자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음운을 혼동하여 자모를 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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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의 유

형은 대체로 모어 학습자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음운 현상이 일어

난 결과인 소리대로 쓰거나 음운 규칙을 과잉 일반화하면서 발생하

였다. 한국 거주 기간과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학년에 따라 오류 양

상을 비교했을 때에는 오류 유형에 따라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는 유

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이 있었다. 

  이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위한 맞춤법 교

육 방안을 구안하였다. 내용 체계 구성에 있어서는 한국 거주 기간

과 학년별 오류 양상을 바탕으로 화석화 가능성을 예상하여 교육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오류 양상을 바탕

으로 학습의 난도를 결정하고 교육 내용을 나선형으로 조직하였다. 

또한 맞춤법 교육에 관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적합한 모형과 기법에 대해 상술하였다. 나아가 구안한 교

육 내용과 방법을 실제 중국계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적

용하여 구체적인 교육 절차와 내용, 방법을 예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맞춤법 오류에서 나타나

는 구체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맞춤법 교육의 방안을 

구안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정, 맞춤법 교육, 철자 능력, 오류 분석, 

분포 분석, 분산 분석

학  번 : 2017-25027



- iii -

목     차

I.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2. 연구사 ·······································································································3

2.1.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맞춤법 교육 연구··································3

2.2. 모어 학습자의 맞춤법 교육 연구················································5

2.3. 한국어의 철자 능력 발달 연구····················································8

3. 연구 대상 및 방법···············································································11

II. 맞춤법 교육 논의를 위한 전제·········································13

1. 문자 표기 체계와 철자 능력의 발달···············································13

1.1. 문자 표기 체계에 관한 이론······················································13

1.1.1. 표음 심도 이론··················································································13

1.1.2. 읽기의 보편 문법 ··············································································15

1.2. 철자 능력 발달에 관한 이론······················································17

1.2.1. 철자 발달 이론··················································································18

1.2.2. 3중 단어 구성 이론··········································································21

1.2.3. 이중 경로 모형··················································································22

2. 한국어와 중국어의 표기 대조···························································24

2.1. 자모 대조························································································24

2.1.1. 자음······································································································24

2.1.2. 모음······································································································28

2.2. 음운 현상 대조··············································································32

2.2.1. 표준 음운 현상··················································································32

2.2.2. 비표준 음운 현상 ··············································································35

3. 맞춤법 오류 분석의 틀 설정·····························································37



- iv -

3.1. 기존 분석 틀의 검토····································································37

3.2. 본 연구의 맞춤법 오류 분석 틀················································41

3.2.1. 영역 및 범주······················································································41

3.2.2. 세부 요소····························································································43

4. 다문화 가정 학습자 대상 맞춤법 교육의 실태  ·························46

4.1. 국가 교육과정 수준······································································46

4.1.1.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46

4.1.2. 한국어 교육과정 분석······································································49

4.2. 교사 및 학습자 수준····································································52

4.2.1. 교사 설문 조사··················································································52

4.2.2. 학습자 설문 조사 ··············································································57

III.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맞춤법 오류 분석······················59

1. 분석 방법·······························································································59

1.1. 분석 대상························································································59

1.2. 분석 절차························································································64

1.2.1. 조사 및 수집 절차············································································65

1.2.2. 자료 정리 절차··················································································66

1.2.3. 자료 분석 절차··················································································67

2. 조사 결과 및 분석···············································································69

2.1. 자모 오류························································································69

2.1.1. 초성 오류····························································································69

2.1.1.1. 오류 유형 및 원인 설명····························································69

2.1.1.2. 한국 거주 기간별 비교 ······························································73

2.1.1.3.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교 ··················································77

2.1.1.4. 학년별 비교 ··················································································81

2.1.2. 중성 오류····························································································84

2.1.2.1. 오류 유형 및 원인 설명····························································84



- v -

2.1.2.2. 한국 거주 기간별 비교 ······························································88

2.1.2.3.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교 ··················································91

2.1.2.4. 학년별 비교 ··················································································93

2.1.3. 종성 오류····························································································96

2.1.3.1. 오류 유형 및 원인 설명····························································96

2.1.3.2. 한국 거주 기간별 비교 ····························································101

2.1.3.3.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교 ················································105

2.1.3.4. 학년별 비교 ················································································108

2.2.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111

2.2.1. 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111

2.2.1.1. 오류 유형 및 원인 설명··························································111

2.2.1.2. 한국 거주 기간별 비교 ····························································115

2.2.1.3.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교 ················································119

2.2.1.4. 학년별 비교 ················································································123

2.2.2. 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127

2.2.2.1. 오류 유형 및 원인 설명··························································127

2.2.2.2. 한국 거주 기간별 비교 ····························································130

2.2.2.3.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교 ················································133

2.2.2.4. 학년별 비교 ················································································135

2.2.3. 비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138

2.2.3.1. 오류 유형 및 원인 설명··························································138

2.2.3.2. 한국 거주 기간별 비교 ····························································141

2.2.3.3.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교 ················································143

2.2.3.4. 학년별 비교 ················································································145

2.2.4. 비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147

2.2.4.1. 오류 유형 및 원인 설명··························································147

2.2.4.2. 한국 거주 기간별 비교 ····························································149

2.2.4.3.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교 ················································151

2.2.4.4. 학년별 비교 ················································································154



- vi -

IV. 오류 양상을 고려한 맞춤법 교육의 실제···················156

1. 맞춤법 교육의 방향과 목표·····························································156

2. 맞춤법 교육의 내용 ···········································································157

2.1. 맞춤법 교육의 내용 체계··························································157

2.1.1. 맞춤법 교육 내용 구성의 원리····················································157

2.1.2. 맞춤법 교육의 내용 체계······························································160

2.2. 맞춤법 교육의 세부 내용··························································162

2.2.1. 자모 표기 교육················································································162

2.2.2.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표기 교육 ··············································163

3. 맞춤법 교육의 방법 ···········································································165

3.1. 맞춤법 교육의 절차····································································165

3.2. 맞춤법 교육의 방법····································································166

3.2.1. 맞춤법 교육을 위한 모형······························································166

3.2.2. 맞춤법 교육을 위한 기법······························································169

4. 맞춤법 교육의 적용 ···········································································169

4.1. 맞춤법 능력의 진단····································································170

4.2. 개별화된 맞춤법 교육 내용 구성············································170

4.3. 맞춤법 교육의 실행····································································171

4.4. 형성적 평가··················································································178

V. 결 론····················································································180

참고문헌····················································································183

부 록··························································································193

Abstract ·····················································································197



- vii -

표   목   차

<표 Ⅰ-1>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맞춤법 교육 연구····························3

<표 Ⅰ-2> 모어 학습자의 맞춤법 교육 연구··········································5

<표 Ⅰ-3> 한국어의 철자 능력 발달 연구··············································8

<표 Ⅰ-4> 주요 연구 대상 및 방법 요약··············································12

<표 Ⅱ-1> 철자 발달 이론의 세 가지 원리··········································18

<표 Ⅱ-2> 3중 단어 구성 이론································································21

<표 Ⅱ-3> 한국어의 자음 ··········································································25

<표 Ⅱ-4> 중국어의 성모 ··········································································26

<표 Ⅱ-5> 중국어 대조를 통한 한국어 초성의 난이도 위계············27

<표 Ⅱ-6> 중국어와의 대조를 통한 한국어 종성의 난이도 위계····28

<표 Ⅱ-7> 한국어의 단모음······································································29

<표 Ⅱ-8> 한국어의 이중 모음································································29

<표 Ⅱ-9> 중국어의 단모음······································································30

<표 Ⅱ-10> 중국어의 중모음····································································30

<표 Ⅱ-11> 중국어 대조를 통한 한국어 중성의 난이도 위계··········31

<표 Ⅱ-12> 한국어의 표준적인 음운 현상············································32

<표 Ⅱ-13> 중국어 대조를 통한 한국어의 표준 음운 현상의 난이도 

위계··························································································34

<표 Ⅱ-14> 한국어의 비표준적인 음운 현상········································36

<표 Ⅱ-15> 중국어 대조를 통한 한국어 비표준 음운 현상의 난이도 

위계··························································································37

<표 Ⅱ-16> 모어 학습자의 맞춤법 오류 분석에 사용된 분류 방법··38

<표 Ⅱ-17> 한국어 학습자의 맞춤법 오류 분석에 사용된 분류 방법··39

<표 Ⅱ-18> 맞춤법 오류 분석을 위한 틀··············································45

<표 Ⅱ-19> 초급 1단계 성취 기준 중 맞춤법 교육 관련 내용········50



- viii -

<표 Ⅱ-20> 초급 2단계 성취 기준 중 맞춤법 교육 관련 내용········51

<표 Ⅱ-21> 중급 3단계 성취 기준 중 맞춤법 교육 관련 내용········51

<표 Ⅱ-22> 교사 설문 대상의 정보 요약··············································52

<표 Ⅱ-23> 학습자 설문 결과 요약························································57

<표 Ⅲ-1> 연구 대상 관련 정보······························································62

<표 Ⅲ-2> 연구 대상의 집단별 분포······················································64

<표 Ⅲ-3> 분석 절차 요약········································································65

<표 Ⅲ-4> 오류 관련 요소 표시의 예····················································67

<표 Ⅲ-5> 초성 오류의 사례····································································69

<표 Ⅲ-6> 한국 거주 기간별 초성 오류 학습자의 비율····················73

<표 Ⅲ-7> 한국 거주 기간별 초성 오류 빈도의 차이························74

<표 Ⅲ-8>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초성 오류 학습자의 비율········77

<표 Ⅲ-9>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초성 오류 빈도의 차이············78

<표 Ⅲ-10> 학년별 초성 오류 학습자의 비율······································81

<표 Ⅲ-11> 학년별 초성 오류 빈도의 차이··········································82

<표 Ⅲ-12> 중성 오류의 사례··································································84

<표 Ⅲ-13> 한국 거주 기간별 중성 오류 학습자의 비율··················88

<표 Ⅲ-14> 한국 거주 기간별 중성 오류 빈도의 차이······················89

<표 Ⅲ-15>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중성 오류 학습자의 비율······91

<표 Ⅲ-16>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중성 오류 빈도의 차이··········91

<표 Ⅲ-17> 학년별 중성 오류 학습자의 비율······································94

<표 Ⅲ-18> 학년별 중성 오류 빈도의 차이··········································94

<표 Ⅲ-19> 종성 오류의 사례··································································96

<표 Ⅲ-20> 한국 거주 기간별 종성 오류 학습자의 비율················102

<표 Ⅲ-21> 한국 거주 기간별 종성 오류 빈도의 차이····················102

<표 Ⅲ-22>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종성 오류 학습자의 비율····105

<표 Ⅲ-23>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종성 오류 빈도의 차이········106



- ix -

<표 Ⅲ-24> 학년별 종성 오류 학습자의 비율····································108

<표 Ⅲ-25> 학년별 종성 오류 빈도의 차이········································109

<표 Ⅲ-26> 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의 사례····················111

<표 Ⅲ-27> 한국 거주 기간별 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115

<표 Ⅲ-28> 한국 거주 기간별 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116

<표 Ⅲ-29>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119

<표 Ⅲ-30>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120

<표 Ⅲ-31> 학년별 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123

<표 Ⅲ-32> 학년별 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의 오류 빈도의 차이··125

<표 Ⅲ-33> 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의 사례····················128

<표 Ⅲ-34> 한국 거주 기간별 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 ····································································130

<표 Ⅲ-35> 한국 거주 기간별 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131

<표 Ⅲ-36>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133

<표 Ⅲ-37>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134

<표 Ⅲ-38> 학년별 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135

<표 Ⅲ-39> 학년별 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136

<표 Ⅲ-40> 비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의 사례················138

<표 Ⅲ-41> 한국 거주 기간별 비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141



- x -

<표 Ⅲ-42> 한국 거주 기간별 비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 ·········································································142

<표 Ⅲ-43>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143

<표 Ⅲ-44>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143

<표 Ⅲ-45> 학년별 비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145

<표 Ⅲ-46> 학년별 비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145

<표 Ⅲ-47> 비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의 사례················147

<표 Ⅲ-48> 한국 거주 기간별 비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150

<표 Ⅲ-49> 한국 거주 기간별 비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 ·········································································150

<표 Ⅲ-50>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152

<표 Ⅲ-51>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152

<표 Ⅲ-52> 학년별 비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154

<표 Ⅲ-53> 학년별 비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154

<표 Ⅳ-1> 맞춤법 교육의 내용 체계····················································160

<표 Ⅳ-2> 맞춤법 교육에 활용 가능한 모형······································168

<표 Ⅳ-3> 학습 난도별 적용 모형························································168

<표 Ⅳ-4> 개별화된 맞춤법 교육의 내용 구성··································171

<표 Ⅳ-5> 1차시 수업 요약 ··································································172

<표 Ⅳ-6> 2차시 수업 요약 ··································································174

<표 Ⅳ-7> 3차시 수업 요약 ··································································176

<표 Ⅳ-8> ‘ㅜ’와 ‘ㅡ’의 대치 오류에 대한 교육 결과··········178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읽기의 보편 문법································································15

<그림 Ⅱ-2> 맞춤법에 관여하는 두 가지 원칙과 그 방향················17

<그림 Ⅱ-3> 철자 능력 발달을 설명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23

<그림 Ⅳ-1> 맞춤법 교육의 방향과 목표············································157

<그림 Ⅳ-2> 자모 표기 교육의 세부 내용··········································162

<그림 Ⅳ-3>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표기 교육의 세부 내용········164

<그림 Ⅳ-4> 맞춤법 교육의 절차··························································165

<그림 Ⅳ-5> 1차시 수업 활동지····························································173

<그림 Ⅳ-6> 2차시 수업 활동지····························································175

<그림 Ⅳ-7> 3차시 수업 활동지····························································177



- 1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생들은 문어 환경에 접촉하면서 말과 글, 소리와 글자의 관계에 대한 지

식을 발달시켜 나간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은 한글을 읽고 쓰는 법을 익

히며 단어와 문장을 쓰는 관습에 점차 익숙해진다. 문자 언어를 이해하고 규

범에 맞게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은 개인에게 필요한 문식성을 발달시

키고 숙련된 국어 사용자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한국

의 많은 학생들은 올바르게 낱말을 표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철자 

쓰기는 많은 학생들이 낮은 성취를 보이는 영역이며(김애화 외, 2010), 쓰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10% 이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양민화 

외, 2016ㄱ).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가 모어인 학습자에 

비해 맞춤법에 맞게 철자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이 높다. 실제로 초등학교 1, 2학년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낱말 쓰

기 능력을 조사한 홍은실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중 목표에 

미달한 학생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많다고 보고

하고 있다. 최은지(2014)는 아동 한국어 학습자에 대해 주 양육자의 한국어 

사용 능력이 제한적인 경우 아동의 구어적 자원이 부족할 수 있고, 모어와 

한국어의 문자 체계가 달라 아동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식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중국계 학습자의 경우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위한 맞춤법 교육과 관

련하여 주요하게 연구되어야 할 학습자 집단이다.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

자의 수가 가장 많고, 중국어 표기 체계의 특성이 한국어와 상이하여 학습자

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2018)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계 다문화 가정 자녀는 약 4만 여 



- 2 -

명으로 전체 다문화 가정 자녀 12만 명 중 3분의 1에 달한다. 또한 중국어에

서는 표기를 위해 표의 문자인 한자를 사용하여 한국어와 표기 체계가 상이

하고, 보조적인 표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병음 부호 또한 글자와 소리의 대응

도가 높기 때문에(黄伯荣·廖序东, 2017) 중국계 학습자들이 한글 맞춤법을 

익힐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가 철자 쓰기를 할 때 겪는 어려움이 읽기와 

쓰기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그들이 성공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도

록 돕기 위하여 효과적인 맞춤법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효과적인 맞춤법 교

육의 내용과 방안은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표기와 오류 양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계 다문화 가정 초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글 

맞춤법 교육의 효과적인 방안을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1)

  첫째,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맞춤법 교육을 하

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확인한다.

  둘째,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여 원인을 설명하고, 한국 거주 

기간과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학년에 따라 나타나는 오류를 비교한다. 

  셋째,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구안한다.

1) 이 연구와 관련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루는‘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는 개념적으로는 부모가 중

국 출신인 국내의 초등학생으로 정의한다. 조작적으로는 국내 초등학생 가운데 어머니

의 강세 언어가 중국어인 자로 한다. 

  둘째, ‘맞춤법 능력(또는 철자 능력)’은 개념적으로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한국

어를 표기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조작적으로는 (1) 음가에 맞는 자소를 쓰고,  (2) 음

운 변동이 일어나는 유형을 이해하고 개별 단어의 형태를 맞춤법에 맞게 적는 능력으

로 한다.

  셋째, ‘맞춤법 오류’는 개념적으로는 구어 장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맞춤

법에 맞게 표기하지 못한 경우로 정의한다. 조작적으로는 단어를 구성하는 음절의 전

체가 아닌 일부를 바르게 표기하지 못한 경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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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2.1.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맞춤법 교육 연구

  먼저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맞춤법 능력을 다룬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맞춤법 교육을 연구한 

경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위한 맞춤법 교육에 

학계의 관심이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현황은 영미권에

서 ESL 학생의 철자에 관한 연구(Lee, 1984; Liow et al., 2006; Martin, 2016; 

Al-Sobhi et al., 2017; Lin et al., 2017 등)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과 대조

적이다.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맞춤법 능력이나 맞춤법 교

육 방안을 중점적으로 혹은 부수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홍은실 외(2010), 이효

인·김명광(2013), 최은지(2014)가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연구자 논문 제목

홍은실 외(2010)
초등학교 1,2학년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쓰기 

기초학력 검사 결과 및 문항 분석

이효인·김명광(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쓰기 오류 연구

최은지(2014)
아동 대상 한국어 문식성 교육을 위한 총체적 언어 

접근의 비판적 적용

<표 Ⅰ-1>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맞춤법 교육 연구

  본 연구와 가장 관련이 큰 것은 이효인·김명광(2013)의 연구로, 연구자들

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맞춤법 오류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초등학교 3

학년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일기문에서 나타난 쓰기 오류를 검토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쓰기 오류를 평음, 경음, 격음을 구별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 선어말 어미 등 형태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나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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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음과 표기를 혼동하여 나타나는 경우, 발음

상의 문제로 인한 오류로 나누었다. 연구자들은 특히 형태소의 형태를 정확

하게 알지 못해 나타나는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일

반 가정 자녀들도 똑같이 겪는 현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다문화 가

정 자녀들의 오류가 일반 가정 자녀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영역과 그렇지 않

은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오류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이고 교육적인 처방이 상세하지 않다는 점이 한계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오류 사례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여 원인을 설명하고, 오류 양상

에 적절한 교육적 처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홍은실 외(2010)와 최은지(2014)의 연구는 맞춤법 오류를 중점적으로 다루

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다. 홍은실에서는 기초 학력 

검사의 하위 요소로 맞춤법에 맞게 낱말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였는데, 

다문화 가정 학생이 다문화가 아닌 가정의 학생보다 낱말 및 문장 쓰기 영역

에서 평균 점수가 낮았고,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학생들은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낱말, 겹받침이 있는 낱말, 교과서에 

자주 나오지 않는 일상적인 낱말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어머니가 한국어 모어 화자가 아닌 경우 아동이 특히 철자법에 취약할 수 있

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함께 꾸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한편, 최은지는 아동 학습자를 대

상으로 한국어 문식성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2) 모국어 화자와 달리 아

동 한국어 학습자들은 구어적인 기반이 부족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며 한국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경험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

라서 연구자는 아동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모어 화자보다 명시적이고 체계적

인 문식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아동 한국어 학습자의 

2)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 학습자는 중도입국 자녀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로서 국내

에서 제2언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와,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자녀 등 외국어로서 

국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위 연구의 아동 학습

자는 본 연구의 대상인 다문화 가정 자녀 집단을 포함하는 더 넓은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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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학습자가 문식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

부 원인을 설명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모어 화자와 구별되는 다문화 가

정 학습자를 위한 맞춤법 교육이 필요한 까닭과 관련된다. 다만 앞의 두 연

구는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위한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이나 방향성을 제시

하는 차원에 그쳤으므로 본고에서는 실제 학생들이 산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양상을 분석하여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2.2. 모어 학습자의 맞춤법 교육 연구

  맞춤법 교육과 관련하여 실제 학생을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

다.3) 이들은 맞춤법에 관한 학생들의 오류를 분석하여 기술 보고하거나, 교

육적인 처치 방안을 제시하여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로는 위호

정(1990), 강애경(2002), 김애연(2002), 김유정(2002), 박수자(2002), 조명숙

(2002), 함관영(2003), 김미향(2005), 정세경(2005), 박혜옥·정용석(2008), 강민

정(2008), 이창근(2013), 하승희(2016), 문정은(2017) 등이 있다.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법 교육 관련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3) 실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외에도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고민한 논의도 다수 있었다. 대표적인 연구로 윤국한(2005), 구본관(2008), 

김지형(2007),  민현식(2008), 강보선(2013), 최영환(2014)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본

고에서 한글 맞춤법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고 체계와 내용을 구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연구자 논문 제목 연구 대상

위호정(1990)
중학생의 정서법 오류 분석 및 그 교정을 위한 실험 

연구: 형태음운론적 오류를 중심으로
중학생

강애경(2002) 한글 맞춤법 수준별 교수-학습 방안 연구 중학생

김애연(2002) 정서법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받아쓰기 지도요소 상세화 연구 초등학생

김유정(2002) 한글 맞춤법 인지실태분석과 지도방안 초등~고등학생

<표 Ⅰ-2> 모어 학습자의 맞춤법 교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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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일부 있었다. 교육과정 상 초등학교에서 맞춤법에 맞

는 표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중점적으로 기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에서는 어문 규범의 원리와 체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 내

용을 살펴보면 학습자의 맞춤법 능력을 조사하는 연구가 많았으며 오류 실

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이나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학습자의 맞춤법 실태를 분석한 연구로는 김유정(2002), 정세경

(2005), 박혜옥·정용석(2008), 이창근(2013)이 있다. 이 중 박혜옥·정용석은 

한글 맞춤법 규정을 바탕으로 유형별 오류율과 오류의 특징을 밝혔는데, 학

생들의 오류율이 높고, 소리대로 쓰는 오류가 많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나

아가 정세경은 한글 맞춤법의 각 규정에 대한 받아쓰기 결과에 대해서 오류

의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맞춤법 자체의 내용과 체계에 관련된 원인, 교사 요

인, 학습자 요인, 환경 요인 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더불어 맞춤법 오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 내용을 구안한 연구로는 김

애연(2002)과 조명숙(2002)이 있다. 김애연은 정서법 교육을 위해 받아쓰기의 

지도 요소를 상세화하고 곤란도와 활용도, 학습자의 오류 경향, 학습자의 인

박수자(2002) 경상 방언 초등학습자의 받아쓰기 검사 활용 방안 초등학생

조명숙(2002) 받아쓰기 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생

함관영(2003) 한글 맞춤법 오류실태 및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 초등학생

김미향(2005) 표기 오류 실태 분석을 통한 한글 맞춤법 지도 연구 고등학생

정세경(2005) 받아쓰기를 통한 한글 맞춤법 사용 실태 조사 및 지도 방안 초등학생

박혜옥·

정용석(2008)
초등학생의 받아쓰기 발달과 오류 특징에 관한 연구 초등학생

강민정(2008) 초등학생 맞춤법 오류 분석과 지도 방안 초등학생

이창근(2013) 초등학생 작문 실태 분석-낱말 형태 오류를 중심으로 초등학생

하승희(2016) 탐구 학습을 통한 한글 맞춤법 교육 내용 연구 고등학생

문정은(2017) 초등학생 맞춤법 오류 유형별 교정 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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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준을 고려하여 계열화하였다. 조명숙는 받아쓰기에서 나타난 오류를 소

리에 관한 것과 형태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교과서에서 받아쓰기 

지도 어휘를 선정하고 지도 단계를 설정하였다. 

  나아가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한 연구로는 

위호정(1990), 강애경(2002), 함관영(2003), 김미향(2005), 문정은(2017)이 있

다.4)5) 위호정은 학생들의 맞춤법 오류는 대부분 음운론적 오류와 형태음운

론적 오류에 해당하며,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음운 변동 규칙을 역으로 이

용하여 단어의 기저형을 찾아내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강애경

의 연구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탐구 학습을 실시하였으며 함관영과 김미향

은 다양한 지도 방안을 실시하고 효과를 살펴보았다. 문정은은 초등학교 3학

년 학생의 작문 자료에서 나타난 맞춤법 오류를 음운 체계에 관한 오류, 음

운 현상에 관한 오류, 연음 현상에 관한 오류, 구어적 발음 변이 현상에 관한 

오류 네 가지로 분석하고 유형별로 교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실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법 교육 관련 연구들은 

모두 모어 화자를 연구 및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맞춤법 교육과 관련

하여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특정 언어권 출신의 다문화 가정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

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여 년 전이기 때문에6), 다문

화 가정 자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학습자의 맞춤법 능력에 대한 분석 없이 교육 방안을 설정하고 검증한 연구로 하승

희(2016)가 있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탐구 학습을 하기에 적절한 조

항을 선택하여 실행한 후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는지 검증하였다. 
5) 맞춤법 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방언의 영향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박수자(2002)와 강민

정(2008)은 특징적이다. 박수자는 경상 지방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이 속한 방언의 간

섭 실태를 고려하여 문자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받아쓰기 검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강민정은 경상 지역 초등학생들이 쓴 글에서 맞춤법 오류를 수집

하고 오류의 원인을 음운 체계에 관한 오류, 음운 현상에 관한 오류, 방언 어휘에 관한 

오류, 유추적 사고에 의한 오류로 나누어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6) 장한업(2011)은 한국 정부가 다문화 현상을 사회적인 변화상으로 인식하고 정책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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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회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학

습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법 교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지

을 수 있다.

2.3. 한국어의 철자 능력 발달 연구

  다음으로 맞춤법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어의 철자7)  능력 발달에 대한 연

구는 영어권의 철자 발달 연구를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8) 국내에

서 모어 학습자나 한국어 학습자의 철자 능력 발달을 다룬 논의로는 

Yang(2005), 양민화·윤보은(2008), 김영주(2009), 양민화(2009, 2014), 양민화 

외(2016ㄱ, 2016ㄴ), 김애화(2009), 김애화 외(2010), 신가영 외(2015) 등이 있

다. 한국어의 철자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7) 이익섭(2011)은 ‘맞춤법’이 철자법에 대한 새로운 조어라고 하였으며, 윤국한(2005)

은 ‘맞춤법’이 좁게는 철자법을 의미하고 넓게는 언어 표기 전체를 아우르는 ‘정서

법’이나 ‘표기법’을 뜻한다고 보았다. 앞에서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정의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맞춤법은 단어를 바르게 철자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맞춤법’과 ‘철자법’, ‘맞춤법 능력’과 ‘철자 능력’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8) 철자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는 영어권에서 먼저 철자 능력의 발달 과정에 관한 이론

화가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를 각 언어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한국어의 철자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사를 검토하고

자 한다. 철자 능력의 발달에 관한 이론과 다른 언어의 철자 발달에 관한 연구사는 2

장에서 상술한다.

연구자 논문 제목 연구 대상

Yang(2005)
Development of Orthographic Knowledge 

among Korean Children in Grades 1 to 6

초등학생 

모어 화자

양민화·

윤보은(200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철자능력 분석 연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표 Ⅰ-3> 한국어의 철자 능력 발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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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중 양민화는 관련 연구를 다수 진행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영미권에

서 진행된 철자 능력 발달에 논의를 한국어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양민화의 연구들(Yang, 2005; 양민화, 2009, 2014; 양민화·이애진, 2012)은 

영미권에서 논의된 철자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과 표기 체계에 관한 이론을 

한국어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표기 체계를 

설명하는 이론과 철자 발달에 관한 이론들은 영어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설명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여러 학습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영미권의 이론

들을 적용하여 한국어에서도 해당 이론들이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철자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의 

개발을 시도하였다(양민화 외, 2016ㄱ, 2016ㄴ). 

  특히 양민화·윤보은(2008)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철자 발달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특히 본 연구와 관련이 깊다. 중국계 다문화 

김영주(2009)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오류 분석을 

통한 철자 발달 연구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

양민화(2009) 유치원 아동의 철자발달 단기종단연구
유치원생 

모어 화자

양민화(2014)
음운론적 유형과 형태론적 유형의 초기 

철자발달

초등학생 

모어 화자

양민화 외

(2016ㄱ)

한글 철자 발달검사(Korean Developmental Spelling 

Assessment: KDSA)의 개발과 신뢰도 연구

초등학생 

모어 화자

양민화 외

(2016ㄴ)

한글 철자 발달검사(Korean developmental 

Spelling Assessment KDSA)의 타당도 검증

초등학생 

모어 화자

김애화(2009)
초등학교 학생의 철자 특성 연구: 철자 발달 

패턴 및 오류 유형 분석

초등학생 

모어 화자

김애화 외

(2010)

초등학교 철자부진학생과 일반학생의 철자 

특성 비교 연구

초등학생 

모어 화자

신가영 외

(2015)
초등학생의 철자 발달과 오류 패턴 분석

초등학생 

모어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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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와 언어적 특성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오류 경향이 포착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다문

화 가정 학습자들도 부모의 모어나 가정 언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를 산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외에 김영주(2009)와 김애화(2009) 또한 헨더슨이 주장한 철자 발달 이

론에 따라 한국어의 철자 발달을 논의하였다. 두 연구는 대상 학습자 집단에

서 차이가 있다. 김영주는 영어권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철자 오류를 분석

하여 자음의 경우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가 향상됨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 

후기 단계를 향해 발전하는 양상이 드러났으나 모음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하였다. 김애화는 모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확도와 오류를 분석하여 1~3

학년에서 유의한 발달 패턴이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그는 한글의 

철자 발달에서 음운 변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를 통

해 한글 철자 발달에서 음운 변동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신가영 외(2015)는 베르닝어 외(Berninger et al., 2006)이 제

안한 3중 단어 구성 이론(triple word-form theory)을 활용하여 정확도와 오

류 비율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철자 쓰기 

정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자소-음소 일치어에 대한 

오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자소-음소 불일치어에 대한 오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상을 종합할 때, 한국어의 철자 능력 분석에 있어서도 헨더슨의 철자 발

달 이론이나 베르닝어 외의 3중 단어 구성 이론이 설명력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미권의 철자 발달 이론을 한국어에 적용하되, 

한국어의 철자 발달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어 철자에

서 음운 변동이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특징을 반영하여 맞춤법 오류를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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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한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의 공립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습자를 군집 표집하였으며, 2~6학년 학생으로 그 수는 39명이다9). 해당 학

교가 위치한 영등포구는 중국계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며10), 다양한 환경에서 성장한 학습자가 두루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이다11).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설문 조사, 오류 

분석, 분포 분석, 분산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Ⅱ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교육 실태를 확인

하였다. 맞춤법 교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전제로서 한국어 표기 체

계의 특징을 중국어와 대조하고, 맞춤법 오류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교육 실태 분석을 위해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분석하

고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 39명12)과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18명13)을 대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국어

과 교육과정과 한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9) 처음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학습자는 68명이었으나 연구 대상 선정 기준에 맞

지 않는 학습자 29명은 제외되었다(3장 참고).
10)  통계청. 「인구총조사」. 국가통계포털 누리집.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01&tblId=DT_1JD1501&vw_cd=MT_ZTITLE&list_id=A12_2015_1_10_20&seqNo=&lan

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18. 12. 11.>
11) 해당 학교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대다수의 다문

화 가정 학생이 중국계이며, 학습자의 한국 거주 기간이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따라서 군집으로서 해당 학교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표집 

집단이다. Teddlie & Tashakkori(2015)에 따르면 연구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목적에 부

합하는 대상의 표집을 통해 다른 선택으로는 불가능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2)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에 대하여 익명 처리를 위해 ‘SA-숫자’와 같이 일련번

호를 부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13)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담임교사에 대하여 익명 처리를 위해  ‘TS-숫자’와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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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장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맞춤법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 학습자의 

작문 자료와 사후 면담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학습자들이 산출한 자

유 작문 자료 355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21,305 어절의 분량이

다. 또한 작문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한국 거주 기간과 한국어 의

사소통 능력, 학년을 고려하였다. 작문 자료 분석을 위해서 오류 분석의 방법

을 사용하되, 작문 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후 면담 자료를 

활용하였다. 나아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백분율의 분포를 분석하고 크루

스칼 왈리스의 순위 일원 분산 분석(Kruskal–Wall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적용 가능한 맞춤법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구안하였다. 교육 방안의 실제를 보이기 위하여 중국계 다

문화 가정 초등학생 1명을 대상으로 구안한 목표와 내용, 방안을 적용하여 

교육을 실행하였다.14) 또한 교육 절차와 내용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교육의 실제를 상술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연구 대상과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주요 내용 연구 방법 연구 대상

Ⅱ. 맞춤법 교육의 

논의를 위한 전제

-문헌 연구

-설문 조사

-관련 문헌 및 국가 수준 교육과정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 39명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담임교사 18명

Ⅲ.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맞춤법 오류 분석

-오류 분석

-분포 분석

-분산 분석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 39명

-전체 21,305 어절 분량의 자유 작문 

자료 355편 및 사후 면담 자료

Ⅳ. 오류 양상을 고려한 

맞춤법 교육의 실제

-문헌 연구

-실행 연구

-관련 문헌 및 본고의 분석 결과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 1명

<표 Ⅰ-4> 주요 연구 대상 및 방법 요약

14) Ⅳ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구안하는 맞춤법 교육 방안은 개별화를 지

향한다. 즉, 개인의 특성에 따라 교육의 각 요소가 선택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개인

마다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보일 수 없음을 전제한다면, 1명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

가 이 연구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실제를 보이기에 가장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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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맞춤법 교육 논의를 위한 전제

1. 문자 표기 체계와 철자 능력의 발달

1.1. 문자 표기 체계에 관한 이론

  언어마다 사용하는 문자가 다르고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표기 

체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각 언어의 문자 표기 체계에는 표기 

체계를 구성하는 원리 또는 구조가 있다. 학습자가 문자 표기 체계를 익히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기 체계의 자체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문자 표기 체계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표음 심도 

이론과 읽기의 보편 문법에 대한 주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1.1.1. 표음 심도 이론

  카츠와 프로스트(Katz & Frost, 1993)의 표음 심도 이론(Theory of 

Orthographic Depth)15)은 자소와 음소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표음 문자 체

계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모든 표음 문자는 각 언어마다 자소(grapheme)와 음소(phoneme)가 일대

일로 대응 관계를 이루는 일관성의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예컨대, 영어의 모

음자 ‘a’는 상황에 따라 여러 음소를 나타내므로 일대일 대응이 일어나지 

않지만, 한국어의 모음자 ‘ㅏ’는 하나의 음소로 실현되므로 일대일 대응이 

일어난다. 만일 어떤 언어 체계에서 각 자소가 하나의 음소에만 대응된다면 

15) 이양(1995)에서 ‘orthographic depth hypothesis’를 ‘표음 심도 가설’이라고 번

역하여 사용한 것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theory of orthographic depth’를 ‘표음 

심도 이론’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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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대응의 일관성이 매우 높은 것이며, 하나의 자소에 여러 음소가 대응

되거나 여러 자소가 한 음소에 대응된다면 일대일 대응이 일관적이지 않다.

  카츠와 프로스트는 자소와 음소 사이의 상관성, 즉 자소와 음소 사이에 나

타나는 일대일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표음 문자 체계를 둘로 나누었다. 일대

일 대응 관계가 일관적이며 비교적 자소와 음소 사이의 상관성이 밀접한 경

우를 표음 문자 체계를 ‘표면 철자 체계(shallow orthography)’라고 하며, 

대응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소와 음소의 상관성이 낮은 경

우를 ‘심층 철자 체계(deep orthography)’라고 한다.16) 표면 철자 체계를 

투명한 철자 체계(transparent orthography), 심층 철자 체계를 불투명한 철자 

체계(nontransparent orthography)라고 부르기도 한다(양민화, 2006). 

  언어별로 문자 표음성의 심도는 읽기와 쓰기 능력의 습득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무어 외(Seymour et al., 2003)는 표음 문자를 사용

하는 14개 언어를 모어로 하는 아동들에게 실제 단어와 무의미 단어를 읽도

록 실험하였는데, 표음 심도가 얕을수록 아동의 읽기 정확도가 높고, 표음 심

도가 깊을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한글은 대체로 자소와 음소가 일대일 대응하기 때문에 투명도가 높은 표

면 철자 체계로 분류된다(김애화, 2009; 양민화, 2006). 한글은 비교적 일관적

인 대응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읽고 쓰기 쉬운 문자로 인식된

다.17) 그러나 민현식(2001)에 따르면 한글에서도 자소와 음소가 일대일로 대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자음은 초성과 종성에서 서로 다른 소리로 

실현되며, ‘ㅚ, ㅟ’ 등은 각각 하나 이상의 발음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표기를 위해 자모를 교육할 때에는 한글과 한국어의 표음 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대체로 한국어의 표기 체계는 투명도가 높으므로 음가에 

맞게 자모를 적는 능력을 확실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부 자

16) ‘shallow orthography’와 ‘deep orthography’에 대한 용어의 번역은 박창호 외

(2008)을 따랐다.
17) 민현식(2008)은 이러한 인식 때문에 모어 화자를 위한 국어교육에서 자모 교육이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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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경우 자소와 음소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 유의하

여 교육해야 한다.

1.1.2. 읽기의 보편 문법

  퍼페티(Perfetti, 2003)의 읽기의 보편 문법(Universal Grammar of Reading)

은 표기 체계에서 나타나는 음성학적 구조와 형태학적 구조의 관계를 설명하

는 이론이다. 그는 읽기의 보편 문법을 통해 문자 체계의 범언어적인 구조를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도식화하여 옮기면 다음과 같다.

(1) Reading: Writing System → Language

(2) Language → Grammar + Phonology + Pragmatics

Grammar → Syntax + Morphology

Morphology → Lexical Roots + Inflections

Lexical Roots → Syntactic Categories + Meaning

(3) Writing System → Mapping Principles + Orthography

Mapping Principles → Graphic Units + Language Levels

Orthography → Mapping Details

<그림 Ⅱ-1> 읽기의 보편 문법(Perfetti, 2003)

  (1)에서는 읽기(Reading)의 개념을 언어(Language)와 이를 부호화하는 표

기 체계(Writing System)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2)에서는 언어의 

구성 요소를 문법(Grammar)과 음운(Phonology), 화용(Pragmatics)으로 나타

내고 있다. 세부적으로 문법에는 통사론(Syntax)과 형태론(Morphology)이 있

으며, 그 중 형태론은 다시 어근(Lexical Roots)과 접사(Inflections)로 구성되

고, 또 어근은 다시 품사(Syntactic Categories)와 의미(Meaning)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3)에서는 다시 표기 체계(Writing System)를 연결 원리(Mapping 

Principles)와 정서법(Orthography)의 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결 

원리란 표상 단위(Graphic Units), 즉 문자를 언어 수준(Language Level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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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법은 연결 세부 사항(Mapping Details)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어를 표상하기 위해 문자를 표기할 때의 세부 규칙을 의미한다.

  범언어적인 읽기 과정을 설명하려는 퍼페티의 견해는 (3)에서 나타나는 연

결 원리와 연결 세부 사항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음성적인 언어와 표상을 

연결하는 것을 ‘연결 원리’라고 설명하였으며 모든 언어에 적용된다고 보

았다. 반면 연결의 세부 사항을 뜻하는 정서법은 언어마다 상이하게 나타난

다고 하였다. 또한 (1)에서 (3)을 종합하면 문자 체계의 언어화와 언어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전제로 인해, 모든 문자 체계는 음성적 언어와 문자를 연결시키

는 음성학적 구조와 언어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표현하는 형태학적 구조를 

동시에 포함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때, 문자 체계가 나타내야 하는 음성

학적 표식과 형태소의 표식이 종종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모든 문자 체

계는 두 요소의 절충을 추구하게 된다. 어떤 문자 체계에서는 음성학적 표식

의 일관성을 위해 형태소의 표식을 다소 간과하고, 다른 문자 체계에서는 형

태소의 표현을 위해 음성학적 표식의 일관성을 다소 포기한다. 

  한국어의 표기에서도 이러한 절충이 나타난다. 한글 맞춤법 제 1장 총칙

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리대로 적는다’와 ‘어법에 맞도록 한다’의 

상호 관계와 각각의 해석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되지 않았다(이익

섭, 1992; 구본관, 2008). 그러나 대체로 한글 표기에서 표음주의적 표기와 표

의주의적 표기의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하며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를 조화하

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억(1983)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음성적 표식과 

형태적 표식의 두 방향에 대해서 맞춤법에 관여하는 두 가지 원칙과 방향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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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음주의 발음 위주
음소적 

표기법
어원 무시

소수의 

받침자

↕ ↕ ↕ ↕ ↕

표의주의 형태 고정
형태음소적 

표기법
어원 표시

다수의 

받침자

<그림 Ⅱ-2> 맞춤법에 관여하는 두 가지 원칙과 그 방향

  즉, 표음주의 표기법을 지향할 경우 발음 위주로 표기하는 음소적 표기법

을 취하며, 역사적인 어원을 무시하여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소수의 받침자

를 사용한다. 반대로 표의주의 표기법을 지향한다면 형태를 고정하여 표기하

는 형태 음소적 표기법을 취하며 어원을 표시하고 이를 위해 다수의 받침자

를 사용한다. 한국어의 표기에서 표의주의적 원리와 표음주의적 원리가 공존

하는 양상은 표기와 발음의 불일치로 이어진다. 이러한 불일치는 한국어의 

음운 규칙으로 해소된다(이현숙, 2014). 또한 퍼페티의 이론을 적용할 때 음

운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를 바르게 표기하는 것은 한국어 표기의 특수성이 

관여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한국어 맞춤법의 교육을 위해서는 음운 현상으로 

설명되는 표기와 발음의 불일치 양상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철자 능력 발달에 관한 이론

  철자 능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는 아동의 철자 오류를 분석한 리드(Read, 

1971)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양민화, 2014). 리드는 취학 이전 유아들이 산

출한 철자 오류를 분석하면서 아동들이 소리와 글자를 어떠한 논리로 대응

시킬 수 있는지 철자 오류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철자 오류

들이 단순히 잘못된 표기가 아니라 아동의 철자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에서 ‘발명된 철자(invented spelling)’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발

명된 철자들은 아동의 사고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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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의 연구는 철자 능력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철자 오류가 영어 음운

에 대한 아동들의 지식을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주목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리드의 연구에서 나아가 철자 오류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음운학적 지식 외

의 다른 영역의 사고들을 함께 포착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헨더슨의 철

자 발달 이론과 베르닝어의 3중 단어 구성 이론, 미셀리의 이중 경로 이론을 

살펴보고 종합하고자 한다.

1.2.1. 철자 발달 이론

  이후 헨더슨은 리드의 연구를 철자 발달 이론(Developmental Spelling 

Theory)으로 발전시킨다. 헨더슨(Henderson, 1990)에 따르면 영어의 철자 발

달과 관련하여 세 가지 원리가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

와 같다.

명칭 의미 예시

(1) 자모 원리

(alphabetic 

principle)

소리와 글자의 대응 관계에 따라 

철자하는 원리

‘milk’의 

‘m’

(2) 단어 내 유형 

원리(with-in word 

pattern principle)

소리와 글자의 대응 관계가 어긋나는 

유형을 이해하여 철자하는 원리

‘ghost’와 

‘rough’의 

‘gh’

(3) 의미 원리

(meaning principle)

같은 형태소는 여러 단어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어원이나 그 형태를 밝혀 적는 원리

‘incline’과 

‘inclination의 

‘i’

<표 Ⅱ-1> 철자 발달 이론(Henderson, 1990)의 세 가지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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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원리는 자모 원리(alphabetic principle)18), 단어 내 유형 원리

(within-word pattern), 의미 원리(meaning principle)이다.

  첫째, 자모 원리란 소리와 글자의 대응 관계에 따라 표기하는 원리이다. 

예컨대 영어에서 알파벳 ‘m’은 ‘milk(우유, [mɪlk])’, ‘mom(어머니, 

[mám])’과 같은 단어에서 [m] 발음을 나타낸다. [m]의 소리를 나타내기 위

해 알파벳 ‘m’을 표기하는 것은 음운적 원리에 따른 것이다. 영어의 표기

는 대체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순서대로 글자와 소리가 대응한다는 

점에서 자모 원리에 따라 철자할 수 있다.

  둘째, 단어 내 유형 원리는 소리와 글자의 대응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 그 

유형을 이해하여 표기에 반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영어에서 이중자음

(digraph) ‘gh’는 두 개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며, ‘ghost(유령)’

와 ‘rough(대략적인)’와 같이 단어에 따라 나타내는 소리가 다르다. 그러

나 ‘gh’가 나타내는 소리는 완전히 임의적이지 않고 음절에서 ‘gh’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19) 이와 같이 소리와 글자의 일대일 대응 관계가 일치

하지 않는 유형을 파악하여 그 지식을 표기에 활용하는 것이 단어 내 유형 

원리이다.

  셋째, 의미 원리란 같은 형태소는 여러 단어에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는 것을 이해하고 어원이나 그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다. 예컨대 영어 단어 

‘incline’과 ‘inclination’에서 ‘i’가 나타내는 발음은 [ａɪ]와 [ɪ]로 다르

지만 같은 의미를 나타내므로 동일한 형태로 적는다. 이처럼 같은 의미가 유

지된다면 표기에서도 같은 형태가 유지된다는 것이 의미 원리이다.

18) 선행 연구에서는 ‘alphabetic principle’을 ‘음운(적)’, ‘음운론(적)’, ‘음운 처

리’ 등으로 번역하였다(김애화, 2009; 김애화 외, 2010; 양민화·윤보은, 2008; 양민화 

외, 2014, 2016; 김보배, 2017 등).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해당 원리가 음운 인식 능력에 

한정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본고에서는 소리에 맞는 자음과 모음을 쓴다

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alphabetic’을 ‘자모’로 번역한다.
19) 이중자음 ‘gh’를 ‘g’와 ‘h’의 두 글자라고 본다면, 두 개의 문자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글자와 소리가 일대

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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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더슨은 영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이 이 세 가지 원리를 순차적으로 발달

시켜 나간다고 보았다. 처음에는 자모 원리에 따라 소리에 대응하는 알파벳

을 적다가, 소리와 글자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유형들을 파악하여 표기

하고, 나아가 형태소를 인식하여 의미에 따른 형태를 고정하여 표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원리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때때로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의미 원리를 습득한 아동이라도 경우에 따라 자모 원리나 

유형 원리를 사용하여 단어를 철자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Henderson & 

Templeton, 1986).20)

  이러한 헨더슨의 이론은 본래 영어권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다른 

언어의 철자 발달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자들은 알파벳을 사용하는 프랑스어(Gill, 1980), 스페인어(Estes & Herbert, 

2002)는 물론, 문자 체계가 다른 히브리어(Ravid & Bar-on, 2005), 한국어

(Yang, 2005), 표의 문자를 대표하는 중국어(Shen & Bear, 2000)에서도 아동의 

철자 발달 과정이 헨더슨의 철자 발달 이론을 따른다고 보고하고 있다.21)  

20) 헨더슨은 세 가지 원리와 관련지어 아동들이 철자 능력을 발달시킬 때 거치는 다섯 

단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1)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일부 인식하는 ‘전 음성 

단계(prephonetic stage)’, (2) 소리와 문자를 대응시켜 쓸 수 있는 ‘음성 혹은 문자 

이름 인지 단계(phonetic or letter-name stage)’, (3)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와 대

응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단어 내 패턴 인지 단계(within-word pattern stage)’, 

음운 변동을 이해하는 ‘음절 연접 단계(syllable juncture stage)’, (5) 형태소 조건을 

이해하는 ‘의미 파생 단계(meaning derivation stage)’이다.
21) 그러나 헨더슨의 철자 발달 이론이 모든 언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언어의 특성에 맞추어 수정된다. 예컨대, 세 가지 원리 중 ‘단어 내 유형 원리’는 영

미권이나 불어권에서만 설정되고 있다. 한국어에서 철자 발달 이론을 적용하는 연구들

은 그 일부를 수정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양민화·윤보은, 2008; 김애화, 2009; 김

애화 외 2010 등). 한국어에서 모음 패턴이나 복합 자음군(‘st’ 등)을 설정하기가 어

렵고 단어 내 유형 원리와 형태소 원리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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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3중 단어 구성 이론

  헨더슨의 철자 발달에서 더 나아가 베르닝어 등(Berninger et al., 2010)은 

3중 단어 구성 이론(Triple Word-Form Theory)을 제안하였다. 아동의 철자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단어 구성 요소로 (1) 음운 지식(phonological 

knowledge), (2) 형태소 지식(morphological knowledge), (3) 철자 표기 지식

(orthographical knowledge)이 있다는 이론이다.

명칭 의미

(1)음운 지식(phonological 

knowledge)

음소를 인식하고 이를 표상으로 부호화할 

수 있는 능력

(2)형태소 지식(morphological 

knowledge)

각 형태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표상할 수 있는 능력

(3)철자 표기 지식(orthographical 

knowledge)

표기 체계마다 허용되는 글자 조합의 

형태나 순서에 대한 지식

<표 Ⅱ-2> 3중 단어 구성 이론

  첫 번째로 음운 지식은 소리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음소를 인식하고 이를 

표상으로 부호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음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음소와 자소의 대응 규칙을 안다는 것으로, 소리와 글자가 대응되는 단어를 

쓰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로 형태소 지식은 각 형태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형태소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표기를 

단순히 소리와 글자의 대응 관계로 이해하지 않으며, 의미와 형태의 관련성

을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 형태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소리와 표기

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의미에 따라 고정된 형태를 표기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철자 표기 지식은 표기 체계마다 허용되는 글자 조합의 형태나 

순서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소리와 표기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글자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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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고 이에 따라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한다.

  베르닝어의 3중 단어 구성 이론에서 말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와 헨더슨

의 철자 발달 이론에서 말하는 세 가지 원리는 유사한 점이 많다. 베르닝어

가 말하는 철자에 필요한 음운 지식은 헨더슨이 말하는 자모 원리와 유사하

다. 또한 베르닝어의 형태소 지식은 헨더슨의 의미 원리와, 베르닝어의 철자 

표기 지식은 헨더슨의 단어 내 유형 원리와 관련이 있다. 헨더슨이 세 원리

의 순차적인 발달에 주목하여 이를 바탕으로 철자 발달 과정을 단계화했다

면, 베르닝어는 하나의 단어를 표기하기 위해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지식을 

포착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베르닝어 등에서는 헨더슨의 특정 단계명이 음

운, 철자 표기, 형태소 지식이 통합적으로 작용할 때의 주요 특징을 포착하고

는 있지만 한 단계에서 하나의 지식(또는 원리)만 사용된다고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1.2.3. 이중 경로 모형

  개별 단어를 표기할 때 사용되는 지식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여 단어 철자 

경로를 설명하는 논의도 있다. 미셀리(Miceli, 1989)은 이중 경로 모형

(Dual-Route Model of Spelling)을 통해 학생들이 철자할 때 사용하는 사고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그는 철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 (1) 어휘적 경로와 

(2) 비어휘적 경로가 있으며 두 경로는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어휘적 경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들로 구성된 심상 어휘집(mental 

lexicon)에서 인출하여 철자하는 직접 경로이다. 비어휘적 경로는 음소와 자

소의 대응 규칙을 기반으로 철자하는 간접적인 경로로 새로운 단어를 표기

할 때 사용된다.

  미셀리의 이중 경로 모형은 개별 단어를 사용할 때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사고의 경로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자신이 정확한 표기를 알고 있는 단어

는 형태를 기억해서 쓰고, 형태가 기억나지 않거나 새로운 단어는 소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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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철자한 경험은 일상적으로 납득하기 쉽다. 그러나 미셀리의 이중 경로 

모형은 학습자들이 심상 어휘집에 바른 형태를 기억하는 과정이나 두 개의 

경로를 동시에 활용하는 일은 설명하지 못한다. 학습자들은 개별 단어의 표

기를 각각 따로 기억해서 저장한다고 보기 어려우며(Henderson & 

Templeton, 1986), 하나의 단어를 쓰기 위해 어휘적 경로와 비어휘적 경로를 

동시에 거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세 가지 연구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된다.

<그림 Ⅱ-3> 철자 능력 발달을 설명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

  앞에서 논의한 철자 발달 이론과 3중 단어 구성 이론과 관련지어 살펴보

면, 어휘적 경로로 철자하는 것은 의미 원리와 형태소 지식을 활용하여 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어휘적 경로로 철자하는 것은 자모 원리와 음운 지식, 

단어 내 유형 원리와 철자 표기 지식을 활용하여 철자하는 것을 뜻한다. 이

중 경로 이론에 따르면 심상 어휘집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단어를 표

시할 때 비어휘적 경로를 사용한다. 이는 철자 발달 이론에서 초기에 자모 

원리를 활발하게 사용한다는 것과 통한다. 초기 문자 학습자들은 많은 단어

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자모 원리에 의존하여 비어휘적 경로로 단어를 

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자에 대한 노출이 늘어날수록 학습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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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들에서 소리와 표기가 불일치하는 유형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고, 나아가 

많은 단어들을 심상 어휘집에 저장하게 된다. 문자 학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습자들은 의미 원리를 표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어휘적 경로를 

통해 바른 철자를 인출하는 것과 연결된다. 

2. 한국어와 중국어의 표기 대조

  한국어 표기의 특징을 중국어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

기에서는 한글의 자모 체계를 자음자와 모음자 순으로 살펴본 후, 한국어의 

표기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검토한다. 한국어의 표기에 대한 고찰은 맞

춤법 오류에 대한 분석의 바탕이 된다.

2.1. 자모 대조

  한글 맞춤법 제 2장 제 4항에서는 한글 자모의 24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자음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의 14개

이고, 모음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10자이다. 여기에 

붙여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는 복합자들이 단일 자모처럼 사용된

다(민현식, 2008). 이들 중 복합 자음자은 ‘ㄲ, ㄸ, ㅃ, ㅆ, ㅉ’의 5자이고, 

복합 모음자는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의 11자가 있다. 

2.1.1. 자음

  한국어의 자음자는 음소와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한 초성과 종성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된다.22)23) 자음자를 음운론적으로 조음 

22) 한국어 화자에게 자음자가 나타내는 초성과 종성은 하나의 음운으로 인식되지만 실

제로 자음자가 나타내는 초성과 종성은 서로 다른 변이음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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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이익섭, 2011; 구본관 외, 

2015; 배주채, 2007 참고).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ㅂ[p] ㄷ[t] ㄱ[k]

경음 ㅍ[pʰ] ㅌ[tʰ] ㅋ[kʰ]
격음 ㅃ ㄸ ㄲ[k’]

파찰음

평음 ㅈ[tʃ]
경음 ㅊ[tʃʰ]
격음 ㅉ[tʃ’]

마찰음

평음 ㅅ[s]

격음 ㅎ[h]

경음 ㅆ[s’]

공명음
비음 평음 ㅁ[m] ㄴ[n] ㅇ[ŋ]

유음 평음 ㄹ[ɾ]

<표 Ⅱ-3> 한국어의 자음

  한국어에서 자음자는 초성과 종성의 표기를 위해 사용된다. 먼저 초성자

의 대조를 위해 중국어의 성모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는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습자들에게 

초성과 종성이 서로 다른 소리로 인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어지는 음운 대

조는 초성과 종성을 구별하여 서술하였다.
23) 단, ‘ㅇ’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ㅇ’이 초성 표기를 위해 사용될 경우에는 

음가가 없음을 나타내고, 종성 표기를 위해 사용될 경우에는 [ŋ]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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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음 순치음 설첨음 권설음 설면음 설근음

파열음
평음 b[p] d[t]

격음 p[ph] t[th]

파찰음
평음 z[ts] zh[tʂ] j[tɕ] g[k]

격음 c[tʂh] ch[tʂh] q[tɕh] k[kh]

마찰음 s[s] sh[ʂ] x[ɕ]
비음 m[m] n[n] ng[ɧ]

설측음 l[l]

유음 r[ɽ]

<표 Ⅱ-4> 중국어의 성모(김성란, 2012)

  한글의 자음 체계와 비교해 보면, 한국어와 중국어에 공통적으로 있는 음

과 중국어 또는 한국어에만 있는 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레이

터(Prator, 1967)의 언어 학습 난이도 위계24)에 따라 한국어 초성의 난이도 

위계를 결정하면 다음 표와 같다.

24) 프레이터(Prator, 1967)의 언어 학습 난이도 위계는 모국어와 목표어의 유사점과 차

이점에 근거하여 설정된 것이다. 난이도 위계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여섯 단계로 

구성된다. 0단계인 ‘전이’는 두 언어 간의 차이가 없어 모국어 지식이 제2언어로 옮

겨질 수 있는 경우로 학습이 가장 쉽다고 보았다. 1단계인 ‘합체’는 모국어에서는 

두 요소인 것이 제2언어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이다. 2단계는 ‘구별 부족’으로 

모국어에는 있는 항목이 제2언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3단계인 ‘재해석’

은 모국어에 있는 항목이 제2언어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이며, 4단계 ‘과잉 구

별’은 모국어에 없는 항목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마지막 5단계는 ‘분리’인데, 모국

어에서 하나의 요소인 것이 제2언어에서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뉘는 경우를 뜻한다. 

그는 난이도 위계를 통해 0단계에서 5단계로 향할수록 해당하는 요소의 학습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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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초성

0단계 전이 ㄴ, ㅁ, ㅋ, ㅌ, ㅍ25)

1단계 합체 ㅊ

2단계 구별 부족 -

3단계 재해석 ㄹ, ㅎ

4단계 과잉 구별 -

5단계 분리 ㄱ, ㄲ, ㄷ, ㄸ, ㅂ, ㅃ, ㅅ, ㅆ, ㅈ, ㅉ

<표 Ⅱ-5> 중국어 대조를 통한 한국어 초성의 난이도 위계

  난이도 위계에 따르면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들은 전이 단계인 ‘ㄴ, 

ㅁ, ㅋ, ㅌ, ㅍ’나 합체 단계인 ‘ㅊ’을 초성 위치에 표기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ㄹ’과 ‘ㅎ’은 다소 어

려워할 것으로 예상되며, 분리 단계의 초성인 평음과 경음을 구별하여 표기

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성자의 대조를 위해 중국어의 운미를 살펴보면, 종성에 해당

하는 중국어의 운미는 ‘-n’과 ‘-ng’뿐이다.26) 따라서 프레이터의 언어 

학습 난이도 위계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의 종성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25) 전이 단계에 있는 음운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의 차이를 고려

하면 재해석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중국어의 격음이 가지는 기식성은 한국

어의 평음과 격음의 중간 정도이므로(추이진단, 2002), 한국어의 ‘ㅍ’와 중국어의 ‘p’

를 전이가 아닌 재해석 단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어와 한국어가 서로 다른 언

어임을 고려한다면 완벽하게 동일한 음운은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음가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각 언어에서 단일한 음운으로 나타나는 경우 전이 단계로 분류하였다. 
26) 한국어에서는 음절의 구조를 초성, 중성, 종성 셋으로 나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성모와 운모 둘로 나누며, 운모를 다시 개음인 운두와 주요 모음인 운복, 주요 모음 뒤

에 결합하는 운미로 나눈다(黄伯荣·廖序东, 2017). 운미 중 비운미(鼻韻尾)로 ‘-n’과 

‘-ng’가 있는데, 이들이 한국어의 종성과 대응한다(엄익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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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종성

0단계 전이 ㅇ

1단계 합체 -

2단계 구별 부족 -

3단계 재해석 ㄴ

4단계 과잉 구별 ㄱ, ㄷ, ㄹ, ㅁ, ㅂ

5단계 분리 -

<표 Ⅱ-6> 중국어와의 대조를 통한 한국어 종성의 난이도 위계

  종성 ‘ㅇ’과 ‘-ng’는 음가가 유사하여 전이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종성 ‘ㄴ’과 중국어의 ‘-n’은 조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27) 

재해석 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어의 종성 ‘ㄱ, ㄷ, ㄹ, ㅁ, ㅂ’은 중국

어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잉 구별 단계로 분류된다. 중국어의 운미와 대

조할 때 한국어의 종성은 난이도 위계에서 대체로 높은 단계에 해당하기 때

문에,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종성을 인식하고 표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1.2. 모음

  한국어의 모음자는 자음자와 마찬가지로 음소의 일대일 대응을 원칙으로 

하나 현실 발음에서 대응의 일관성이 잘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28) 먼저, 

이익섭(2011)와 구본관 외(2015)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단모음자와 이중모음

자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29)

27) 한국어의 종성 ‘ㄴ’은 단어 경계나 자음 앞에서 파열되지 않으므로 발음 시 혀가 

치조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어의 ‘-n’을 발음할 때에는 혀가 치조에서 

떨어진다(위국봉, 2014).
28) 모음자와 음소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는 ‘ㅐ, ㅒ, ㅔ, ㅖ, ㅙ, ㅚ, ㅞ, ㅢ’ 

등이며, 음운 체계의 혼란이나 허용 발음과 관련된다.
29) ‘ㅟ’와 ‘ㅚ’는 표준 발음법에서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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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 모음 중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i) ㅟ(ü)30) ㅡ(ɯ/ɨ) ㅜ(u)

중모음 ㅔ(e) ㅚ(ö) ㅓ(ʌ/ə) ㅗ(o)

저모음 ㅐ(ɛ) ㅏ(a)

<표 Ⅱ-7> 한국어의 단모음

  모음의 대조를 위해 먼저 중국어의 단모음32)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한국어에 없는 단모음이 중국어에는 있기도 하고, 중국어에는 없는 단모음이 

한국어에도 있기도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음으로 발음함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모음자 체계와 이중 모음자 체계 각각에 

포함하여 제시하고 각 경우의 발음을 괄호 안에 적는다.
30) 국제 음성 기호로는 ‘ㅟ’는 ‘y’, ‘ㅚ’는 ‘ø’이나 구본관 외(2015)를 따라 

실제 한국어 교육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을 택하여 표기하였다.
31) ‘ㅢ’에서만 쓰이는 반모음 ‘ɰ’를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ㅢ’의 성절음을 ‘ㅣ’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익섭(2011)의 견해를 받아들여 이중 

모음 ‘ㅢ’를 반모음 ‘ɰ’와 단모음 ‘ㅣ’의 결합으로 분석하였다.
32) 대체로 중국어의 운모가 한국어의 중성에 대응한다(엄익상, 2012). 그러나 중국어의 

운모는 한국어의 중성과 종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대조의 

편의를 위해 중성에 한정하여 운모를 다루고 ‘단운모’나 ‘복운모’ 대신 ‘단모

음’, ‘중모음’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반모음의 종류 이중모음자의 종류

j-계 ㅑ[ja], ㅒ[jɛ], ㅕ[jʌ], ㅖ[je], ㅛ[jo], ㅠ[ju]

w-계 ㅘ[wa], ㅙ[wɛ], ㅝ[wʌ], ㅞ[we], ㅚ[we], ㅟ[wi]

ɰ-계31) ㅢ[ɰi]

<표 Ⅱ-8> 한국어의 이중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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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비원순 원순 비원순 원순 비원순 원순

고모음 i[i] ü[ü33)] u[u]

중고모음 e[ɤ] o[o]

중저모음 e[ɛ] er[ɚ]
저모음 a[a]

<표 Ⅱ-9> 중국어의 단모음(김성란, 2012)

  다음으로, 중국어의 중모음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한국어의 중모음

에는 이중 모음만 있지만, 중국어의 중모음에는 이중 모음과 삼중 모음이 있

다. 또한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이지만 중국의 중모음은 

모음과 모음의 결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된 이중 모음에서 각 모음의 발

음이 한국어의 반모음에 비해 길고 강한 특징이 있다(김성란, 2012). 단모음

과 마찬가지로 중국어와 한국어의 중모음에서도 서로 유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합 모음의 수 결합 방향 모음

이중복모음
전향복모음 ai, ei, ao, ou

후향복모음 ia, ie, ua, uo, üe
삼중복모음 중향복모음 iao, iou, uai, uei

<표 Ⅱ-10> 중국어의 중모음

  전체 모음에 대하여 프레이터의 언어 학습 난이도 위계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를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33) ‘ü’의 발음을 국제 음성 기호대로 표기하면 ‘y’이다. 앞에서 한국어 이중모음 

‘ㅚ’의 발음을 ‘ü’로 표기한 것과 통일하기 위해 ‘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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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중성

0단계 전이 ㅏ, ㅜ, ㅓ(장모음), ㅚ(단모음), ㅟ(단모음)

1단계 합체 ㅣ

2단계 구별 부족 ㅐ

3단계 재해석 ㅑ, ㅒ, ㅕ, ㅔ, ㅗ, ㅛ, ㅠ, ㅖ, ㅘ, ㅙ, ㅝ, ㅞ, ㅢ

4단계 과잉 구별 ㅚ(이중모음), ㅟ(이중모음)

5단계 분리 ㅓ(단모음), ㅡ

<표 Ⅱ-11> 중국어 대조를 통한 한국어 중성의 난이도 위계

  난이도 위계에 따라 한국어의 중성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음을 배

치했을 때, 대다수의 중성이 4~6단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이 

단계인 ‘ㅏ, ㅜ’를 제외하고는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들이 모음 학습

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ㅓ’와 ‘ㅡ’의 발음을 어려

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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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음운 현상 대조

2.2.1. 표준 음운 현상

  한국 어문 규정34)에 근거하여 한국어의 소리와 표기의 불일치에 관한 표

준적인 음운 현상을 배주채(2007)와 구본관 외(2015)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

음 표와 같다.35)

34) 한국 어문 규정 중 「한글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2017.3.28.)]」, 

「표준어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3호(2017.3.28.)」을 바탕으로 하였다.
35) 한국어의 음운 현상 중 표기에 반영되어 표기와 실제 발음이 일치하는 두음 법칙

(예: 녀성→여성), 모음 조화(예: 막아⇔먹어), 반모음화(예: 보+아라→봐라), 모음 탈락

(예: 크+어서→커서), 유음 탈락(예: 알+는→아는)은 제외하였다.

분류 음운 현상 설명 예시

대치

평파열음화
음절 종성에서 발음될 수 없는 장애음이 

‘ㅂ, ㄷ, ㄱ’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앞[압]

비음화

장애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또는 ‘ㄹ’이 ‘ㄹ’이 아닌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뀌는 현상

입는[임는]

유음화
유음에 인접한 ‘ㄹ’에 인접한 

‘ㄴ’이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
불놀이[불로리]

경음화

장애음인 평음이 일정한 평파열음 뒤, 

비음 뒤, 유음 뒤, 관형사형 어미 뒤, 

사잇소리 환경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

입고[입꼬]

‘ㄷ’ 

구개음화

‘ㄷ, ㅌ, ㄸ’가  ‘ㅣ’나 ‘j’ 앞에서 

경구개음 ‘ㅈ, ㅊ, ㅉ’로 바뀌는 현상
밑이[미치]

<표 Ⅱ-12> 한국어의 표준적인 음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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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위에서 살펴본 한국어의 표준적인 음운 현상을 프레이터의 언

어 학습 난이도 위계에 따라 강석진(2010)과 黄伯荣·廖序东(2017)을 바탕으

로 중국어와 대조하였다.36)37) 음운 현상에 대한 대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36) 연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음운 변동은 아니지만(배주채, 2007) 음운이 이동하는 현상

이고 중국어와는 차이가 나므로 다룬다. 한편, 표준적 음운 현상 중 반모음 ‘j’의 첨

가 현상에 대해서는 관련된 선행 연구가 없어 다루지 못했다.
37) 중국어에는 여섯 가지의 필수적인 음운 변동과 열두 가지의 수의적인 음운 변동이 

있다(강석진, 2010). 성조의 음운 변동은 현대 한국 표준어에 성조가 없어 대조가 불가

능하므로 제외하였다. 

탈락

자음군 

단순화

음절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있을 때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삶[삼]

어간 말 

후음 탈락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올 때 

‘ㅎ’이 탈락하는 현상

놓아[노아]

첨가

‘ㄴ’ 첨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나 

‘j’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 ‘ㄴ’이 

덧붙는 현상

색연필[생년필]

‘j’ 첨가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반모음 

‘j’가 첨가되는 현상

피어도[피어도

~피여도]

축약 유기음화
‘ㅎ’과 ‘ㄱ, ㄷ, ㅂ, ㅈ’이 만날 때 

하나의 유기음으로 실현되는 현상
낳고[나:코]



- 34 -

단계 종성

0단계 전이 -

1단계 합체 -

2단계 구별 부족 -

3단계 재해석 ‘ㄴ’ 첨가, 연음

4단계 과잉 구별
평파열음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자음군 단순화, 

어간 말 후음 탈락, 유기음화

5단계 분리 경음화

<표 Ⅱ-13> 중국어 대조를 통한 한국어의 표준 음운 현상의 난이도 위계

  한국어의 표준적인 음운 현상을 중국어와 대조했을 때 대체로 4단계 과잉 

구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에서 중국어에는 없는 음운 현상이 다수 

나타나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의 종성이 일

곱 가지인 것과 달리 중국어의 종성(비운미)은 ‘[n], [ŋ]’ 두 가지로 제한되

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는 각 음절을 분절하여 독립적

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로 인해 평파열음화, 비음화, 자음군 단순화, 어간 말 후음 탈

락, 유기음화가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운미가 ‘[n], [ŋ]’밖에 없기 떄

문에 여러 자음이 ‘[ㄱ̚], [ㄷ̚], [ㅂ̚]’으로 중화되거나 ‘[ㄱ̚], [ㄷ̚], [ㅂ̚]’ 등

이 같은 조음 위치의 유성 자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날 수 없으며, 종성 

위치에 두 개의 자음이 올 수 없고, ‘ㄱ, ㄷ, ㅂ, ㅈ’이 ‘ㅎ’과 결합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첫 번째 이유로 인해 ‘ㄴ’ 첨가의 

양상이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어에서는 ‘難阿
[nan’a]’가 수의적으로 ‘[nan’na]’로 발음되는 것과 같이 종성 ‘[n]’ 

뒤에서 ‘[n]’이 첨가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중국어에 없는 선행 자음 

‘ㄱ, ㄷ, ㅂ’ 뒤에서 ‘ㄴ’이 첨가되므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낯

설게 느껴진다(진루·김영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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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이유로 인해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연음이 어기 조사 ‘阿’

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중국어는 절음하여 발음하

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유음화가 일어나는 대신 인접한‘[n]’고 ‘[l]’을 

각각 발음하며, 연음이 일어나는 대신 음절 간의 경계를 분명하게 발음한다.

  위의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음화, 구개음화에 관한 설명을 덧

붙이면 아래와 같다. 경음화는 분리 단계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어에서는 

한 요소인 것이 한국어에서는 두 요소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어에는 경음과 평음의 대립이 존재하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

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구개음화의 경우 중국어에서도 통시적으로 일

어났으나 현재에는 각각 독립된 음운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시적으로는 존

재하지 않는다(강석진, 2010). 

2.2.2. 비표준 음운 현상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서 비표준적으로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비표준적인 음운 현상을 정

리하기 위하여 노대규(1996), 유필재(2006), 배주채(2007), 이현희(2014), 구본

관 외(2015), 김성옥(2016)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을 고려하여 

지방 방언에서만 나타나고 수도권 화자에게 관찰되지 않은 음운 현상은 제

외하였다.38)

38) 예컨대, ‘ㅣ’ 모음 역행 동화는 수도권에서도 관찰되는 음운 현상이므로 포함한 

반면, ‘ㄱ, ㅎ’ 구개음화는 지방 방언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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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음운 현상 설명 예시

대치

조음 위치 

동화

선행 음절의 종성에 놓인 자음의 

조음 위치가 후행 음절의 초성에 

놓인 자음과 닮아가는 현상

감기→[강기]

어두 경음화 어두 초성의 평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 작다→[짝다]

‘ㅣ’ 모음 

역행 동화

후행하는 음절의 ‘ㅣ’나 ‘j’에 

동화하여 선행하는 음절의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

아비→[애비]

‘ㅏ’→‘ㅐ’ 

변이

후행하는 음절이 ‘ㅣ’나 ‘j’가 아닐 

때, ‘ㅏ’가 ‘ㅐ’로 나타나는 현상
같아→[같애]

‘ㅏ’→‘ㅓ’ 

변이

어미 ‘-아’가 ‘-어’로 나타나는 

현상
같아→[같어]

‘ㅗ’→‘ㅜ’ 

변이

어미 등에서 ‘ㅗ’가 ‘ㅜ’로 

나타나는 현상

치웠다고→[치웠

다구]

탈락

초성 ‘ㅎ’ 

탈락

앞 음절의 종성이 공명음일 때 뒤 

음절의 ‘ㅎ’이 탈락하는 현상
더하다→[더아다]

‘w’ 탈락
‘w’계 이중 모음이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현상
백화점→[배카점]

첨가

ㄴ 첨가
‘i/y’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이 아닌 

경우에 구어에서 ‘ㄴ’이 첨가되는 현상

하니까요→[하니

깐요]

‘ㄹ’ 첨가

‘르’ 불규칙 동사나 연결 어미 

‘-려고’ 등에서 음절초 ‘ㄹ’ 

앞에 ‘ㄹ’이 첨가되는 현상

하려고→[할려고]

‘w’ 첨가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반모음 ‘w’가 첨가되는 현상

부어도→[부워도]

축약 ‘ㅝ’ 축약

‘ㅜ’ 용언에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w 반모음화가 일어난 음절의 

‘ㅝ’가 ‘ㅗ’로 축약되는 현상

주어→줘→[조]

<표 Ⅱ-14> 한국어의 비표준적인 음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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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의 비표준적인 음운 현상을 프레이터의 언어 학습 난이도 위계에 

따라 강석진(2010)과 黄伯荣·廖序东(2017)을 바탕으로 중국어의 비표준적인 

음운 현상과 대조하였다. 그 결과, 조음 위치 동화의 경우 유일하게 0단계 전

이에 해당하여 중국어와 한국어에 모두 존재하는 음운 현상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외의 음운 현상에 대해서는 중국어에서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

아 모두 4단계 과잉 구별로 분류되었다.

단계 종성

0단계 전이 조음 위치 동화

1단계 합체 -

2단계 구별 부족 -

3단계 재해석 -

4단계 과잉 구별

조음 위치 동화, 어두 경음화, ‘ㅣ’ 모음 역행 동화, 

‘ㅏ’→‘ㅐ’ 변이, ‘ㅏ’→‘ㅓ’ 변이, 

‘ㅗ’→‘ㅜ’ 변이, 초성 ‘ㅎ’ 탈락, ‘w’ 탈락, 

ㄴ 첨가, ‘ㄹ’ 첨가, ‘w’ 첨가, ㅝ 축약

5단계 분리 -

<표 Ⅱ-15> 중국어 대조를 통한 한국어 비표준 음운 현상의 난이도 위계

3. 맞춤법 오류 분석의 틀 설정

3.1. 기존 분석 틀의 검토

  선행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맞춤법 오류를 수집하여 분석한 틀을 검토하고 

본고의 틀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국어가 모어인 학습

자를 대상으로 맞춤법 오류를 분석한 연구로는 류준형(1979), 위호정(1990), 

박수자(2002), 조명숙(2002), 강민정(2008), 박혜옥·정용석(2008), 양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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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이창근(2013), 문정은(2017) 등이 있었다. 각 연구에서 오류를 분류한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를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분류 체계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조명숙과 

이창근을 제외하면 대체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서 낱자의 오

류를 살펴보고,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를 따로 분류하

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구자에 따라 그 외에 방언(혹은 사투리), 통사 

및 규정 오류, 유추, 준말, 구어적 발음 변이 등의 범주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국어가 모어가 아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맞춤법 오류를 분석한 연

구에는 김미옥(2001), 이소영(2003), 이동은(2007), 최인실(2007), 장경미(2016), 

앨리스 주·신성철(2016)이 있다. 각 연구에서 오류를 분류한 방법을 요약하

면 다음 표와 같다.

선행 연구 오류 분류 방법

류준형(1979) (1) 자음의 오용 (2)모음의 오용 (3)조사의 오용 (4)사투리

위호정(1990)
(1)음운론적 오류 (2)형태음운론적 오류 (3)통사론적 오류 

(4)규정적 오류

박수자(2002) (1)음운 현상 오류 (2)모음 표기 오류 (3)소리 탈락 오류

조명숙(2002) (1)발음 규칙 오류 (2)표기법 오류

박혜옥·정용석 

(2008)
(1)된소리 (2)구개음화 (3)ㄷ대표소리 받침 (4)모음 (5)연음 규칙

양민화(2009) (1)모음 (2)초성 (3)종성 (4)음운 변동

이창근(2013) (1)준말 오류 (2)어미 오류 (3)기타 오류 (4)어간 오류

강민정(2008) (1)음운 체계 (2)음운 변동 (3)방언 (4)유추

문정은(2017) (1)음운 체계 (2)음운 변동 (3)연음 현상 (4)구어적 발음 변이

<표 Ⅱ-16> 모어 학습자의 맞춤법 오류 분석에 사용된 분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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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오류 분류 방법

김미옥(2001)

(1)발음 문제로 인한 자음과 모음 오류 

(2)음운 변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음운의 첨가와 생략 

(3)문법적 지식 부족으로 인한 연철과 분철 오류 

(4)맞춤법의 이원성으로 인한 기타 오류

이소영(2003) (1)첨가 (2)누락 (3)대치

이동은(2007)
(1)문법 요소의 미습득 (2)어휘의 미습득 

(3)발음 위주의 표기 (4)과잉 교정 (5)영어 및 구어의 영향

최인실(2007)
(1)들려준 소리를 바로 쓰지 못한 답

(2)들려준 소리를 바로 쓴 답

장경미(2016) (1)띄어쓰기 (2)소리에 관한 것 (3)형태에 관한 것 (4)어순

앨리스 주·

신성철(2016)

(1)모음 (2)경음과 격음 자음 (3)재음절화 

(4)유음화 (5)‘ㅎ’ 관련 (6)끝소리 규칙

<표 Ⅱ-17> 한국어 학습자의 맞춤법 오류 분석에 사용된 분류 방법

  국어교육에서 오류를 분류한 방법과 비교할 때 한국어 교육에서의 오류 

분류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국어교육계의 연구와 유사하게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는 경우와 불

일치하는 경우로 오류를 나누어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김미옥, 최인실, 장경

미, 앨리스 주·신성철의 분류 방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소리대로 쓰는 경우의 오류에서 모음뿐만 아니라 자음 초성 오류도 

분석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국어교육에서 소리와 표기가 일치

하는 경우, 즉 자음과 모음으로 대표되는 음운 체계에 관한 오류는 모음이나 

자음 중 종성에 대한 것이 많았다. 이는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학습자들

이 자음 초성을 누락하거나 대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국어가 모어가 아닌 학습자들은 초성 자음자를 소리에 맞게 적는 일에서 어

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김미옥, 2001; 이소영, 2003; 최인실, 

2007; 장경미, 2016; 앨리스 주·신성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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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모음의 경우에도 국어교육의 분류에 비해 단모음의 오류에 대한 범

주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모어 학습자들에 비해 

다양한 모음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모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오류에서는 대개 ‘ㅔ/ㅐ’, ‘ㅖ/ㅔ’, ‘ㅢ/ㅣ/ㅔ’, ‘ㅚ/ㅙ/ㅞ’ 등 현실 

발음에서 음가가 유사하여 혼동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오류가 나타난다. 그러

나 한국어 학습자들은 ‘ㅡ’나 ‘ㅓ/ㅗ’같은 단모음 표기에서도 오류를 많

이 보인다. 이는 모어 학습자에게는 변별하기 쉬운 모음이라고 하더라도 한

국어 학습자에게는 자신의 제1언어의 모음 체계와 달라 혼동되는 모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서 활용된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점을 보완하여 오류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오류 분류 과정에서 범주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선행 연

구에서의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은 각 범주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장경미(2016)는 소리에 관한 것과 형태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면서 형태에 관

한 것 중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오류의 예로 ‘젬미세요(ü재밌어요)’, ‘때

모내(ü 때문에)’, ‘그래소(ü그래서)’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

들은 자모 표기에서 실패한 것이므로 소리에 관한 것에 포함시킬 수 있다.39) 

  이처럼 오류 분석을 위해 설정한 범주들 간에 중복이 나타나는 까닭은 하

나의 바른 표기 형태에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표기를 위해서는 음운적, 어휘적, 통사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하나의 어절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체언과 조사를, 어간과 어미를 함께 밝혀 

적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단어에서 나타나는 오류라고 하더라도 표기하

는 데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로 이를 분류하는 일이 

쉽지 않다. 

39)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중복이 포함되어 있다(류준형, 1979; 위호정, 1990; 김미옥, 

2001; 박수자, 2002; 조명숙, 2002; 강민정, 2008; 문정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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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오류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모두 확인하여 

범주 간 중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사례를 하나의 요소

로 분류하지 않고, 하나의 사례에 관련된 여러 요소를 모두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여러 분석 요소들을 최대한 포함한다. 선행 연구에서 분석한 요소들

을 살펴보면 서로 중첩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연구에서 확인된 것이 다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각 연구의 목적과 분석의 편리

성을 고려하여 각 연구에서 살펴본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학습

자들이 범하는 표기 오류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 목표가 있으므로 선행 연

구에서 확인된 요소를 최대한 포함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 

요소 중 본 연구에 반영된 것을 나열하면 자음 초성, 자음 종성, 단모음, 이중 

모음, 연철, 과분철(과잉 교정, 재음절화), 구개음화, 유음화, 경음화, 겹받침, 

끝소리 규칙, ‘ㅎ’약화, 발음 위주 표기, 구어의 영향(구어적 축약, 준말) 등

이다.

3.2. 본 연구의 맞춤법 오류 분석 틀

3.2.1. 영역 및 범주

  먼저, 오류와 관련되는 요소를 아우르는 두 가지 영역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자모 오류’ 영역으로 소리 나는 대로 자모를 쓰지 못하는 오

류를 포함한다. 두 번째 영역은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영역으로 음

운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과 관련하여 형태소를 바르게 표기하지 못한 오류

를 포함한다. 

  이러한 영역 설정에는 읽기의 보편 문법 이론과 철자 능력 발달에 관한 

이론을 반영하였다. 읽기의 보편 문법 이론에 따르면 모든 문자 체계에서 음

성적 표식과 형태소의 표현 사이의 절충이 나타난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소

리와 표기가 일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음성 표기에 관

한 것과 형태소의 표기에 관한 것으로 영역을 양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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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영역의 명칭에 있어서는 한국어의 표기 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였

다. 철자 발달 이론이나 3중 단어 구성 이론에서는 음성적 표식에 관련된 능

력을 자모 요소로, 형태소의 표현에 관련된 능력을 형태소 요소로 설명하고 

그 중간에 유형 요소를 설정한다. 그러나 영미권 표기 체계에서 모음 패턴이

나 자음군이 형태소에 대한 지식과 별개로 설정될 수 있는 반면, 한국어에서 

음운 변동과 개별 형태소의 지식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영역

으로 설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리와 글자의 일대일 대응 관

계에 따라 자모를 쓰는 것과 관련된 ‘자모 오류’ 영역과, 음운 현상으로 

인해 소리와 표기가 대응하지 않는 경우 형태소를 바르게 적는 것과 관련된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후 영역 내 범주의 설정에 있어서는 표음 심도 이론과 한국어 표기 체

계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자모 오류’ 영역에는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 따

라 ‘초성 오류’, ‘중성 오류’, ‘종성 오류’의 세 범주를 설정하였다. 

표음 심도 이론에 따르면 한국어는 문자와 소리의 대응이 비교적 일관적인 

표층 문자 체계이므로, 음가에 맞는 자모를 적는 능력이 표기에서 큰 역할을 

한다. 또한 본고의 대상인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경우 모어 학습자와 

달리 자모의 표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음절을 구성하는 세 가

지 요소를 소리에 맞게 적을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범주를 설정하였다.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영역에서는 한국어의 음운 현상이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적

인 것과 비표준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이때,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자음에 관한 

음운 현상과 모음에 관한 음운 현상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영역의 범주는 ‘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비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비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로 설정하였다. 

  더불어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에 소리와 글자의 일대일 대응이 지켜

지지 않는 유형을 포함하였다. 이는 표음 심도 이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자모 중에도 소리와 일대일 대응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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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것이다. 모음 중‘ㅖ’와 ‘ㅢ’, ‘ㅚ’의 허용 발음과 ‘ㅐ’와 

‘ㅔ’의 혼란으로 인해 글자와 소리의 일대일 대응이 지켜지지 않는다. 자

모 영역은 소리와 글자의 일대일 대응 관계에 따라 표기하는 것과 관련되므

로, ‘ㅖ, ㅢ, ㅚ’의 허용 발음으로 인한 오류와 ‘ㅐ’와 ‘ㅔ’의 혼란으

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는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영역’에서 다룬다.

3.2.2. 세부 요소

  먼저, 자모 영역에 대해서 범주별 세부 요소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앞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모 오류 영역에서는 (1) 초성 오류, (2) 중성 오류, (3) 

종성 오류의 세 범주를 설정하였다.

  (1) 초성의 오류는 초성을 음가에 맞게 적지 못한 경우이다. 한국어에서 

초성을 표기하기 위해 쓰일 수 있는 자음자는 총 19개(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이다. 이중 ‘ㅇ’은 표기로

는 나타나지만 소릿값은 없다. 자음 소리가 없는 음절의 초성을 ‘ㅇ’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 요소에 포함하였다. 초성을 음가에 맞

게 적지 못한 경우 초성 오류로 다룬다.

  (2) 중성의 오류는 중성을 음가에 맞게 적지 못한 경우이다. 한국어에서 

중성을 표기하기 위해 쓰일 수 있는 모음자는 총 21개(‘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이다. 규범적으

로 21개의 모음자는 모두 구별되는 음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현실에서는 ‘ㅐ’와 ‘ㅔ’의 구별이 약해지면서 ‘ㅒ’와 

‘ㅖ’ 또한 음가가 비슷해지고 있다. 더불어 ‘ㅚ’와 ‘ㅟ’가 이중 모음

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ㅚ’와 ‘ㅞ’의 음가([we])가 비슷해지

고 ‘ㅙ([wɛ])’와의 혼동도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실 발음(배주채, 

2007)을 고려하여 ‘ㅐ/ㅔ’, ‘ㅒ/ㅖ’, ‘ㅙ/ㅞ/ㅚ’의 발음이 같다고 가정

하고, ‘ㅚ’와 ‘ㅟ’를 이중모음으로 본다. 따라서 ‘ㅐ’와 ‘ㅔ’, 



- 44 -

‘ㅒ’와 ‘ㅖ’, ‘ㅚ’와 ‘ㅙ’와 ‘ㅞ’를 대치하여 쓴 경우에는 중성 

오류로 보지 않는다.

  (3) 종성의 오류는 종성을 음가에 맞게 쓰지 못한 경우이다. 한국어에서 종

성을 표기하기 위해 쓰일 수 있는 자음자 7개 유형(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다. 한국어의 종성자로는 거의 모든 자음자와40) ‘ㄳ, ㄵ, ㄶ,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ㅄ’과 같은 겹받침이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음 

중 받침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가지이다. 여기에서는 위 일곱 가지 받침소리를 적절한 종성자로 표기하지 못

한 경우 종성 오류로 본다. 예컨대, 종성에서 [ㄱ]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ㄱ, 

ㄲ, ㅋ’ 중 한 가지를 택했다면 종성 오류로 보지 않는다. 반면, 종성에서 

[ㄱ]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ㄴ’을 택했다면 종성 오류로 다룬다.41)

  다음으로,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영역에 대해서 범주별 세부 요소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영역에서는 (4) 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5) 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6) 비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7) 비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의 네 범주를 설정하였다.

  (4) 표준 자음 현상에 관한 오류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자음 변동과 

관련하여 바른 형태로 적지 못한 경우이다. 표준 자음 변동에 관한 요소는 

연음42), 자음의 대치가 일어나는 평파열음화,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

화, 자음의 탈락이 일어나는 자음군 단순화, 후음 탈락, 자음의 첨가가 일어

나는 ‘ㄴ’ 첨가, 자음의 축약이 일어나는 유기음화가 있다. 

40) ‘ㄸ, ㅃ, ㅉ’는 받침으로 쓰이지 않는다.
41) 한국어 표기의 특성 상 종성은 뒤에 이어지는 음절과 함께 다양한 음운 현상이 나

타나는 경우가 많다. 음운 현상과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음절의 종성을 음가에 맞게 

표기하지 못한 경우 모두 종성 오류로 보았다.
42) 엄밀한 의미에서 연음은 음운의 변동으로 볼 수 없다(배주채, 2007). 그러나 연음이 

소리와 글자의 일대일 대응 관계를 성립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자모 영역보다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영역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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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표준 모음 현상에 관한 오류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모음 변동과 

관련하여 바른 형태로 적지 못한 경우이다. 표준적인 모음 변동에 관한 것으

로는 모음의 허용 발음으로 인한‘ㅚ-ㅞ’, ‘ㅖ-ㅔ’, ‘ㅢ-ㅣ/ㅔ’ 사이의 

대치, 반모음 ‘j’의 첨가와 탈락이 있다. 

  (6) 비표준 자음 현상에 관한 오류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음 

현상과 관련하여 바른 형태로 적지 못한 경우이다. 비표준적인 자음 현상에 

관한 요소로는 어두 경음화, 조음 위치 동화, ‘ㄴ’과 ‘ㄹ’의 첨가, 초성 

후음 탈락이 있다. 

  (7) 비표준 모음 현상에 관한 오류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모음 

현상과 관련하여 바른 형태로 적지 못한 경우이다. 비표준적인 모음 현상에 

관한 것으로는 모음의 혼동으로 인한 ‘ㅐ-ㅔ’, ‘ㅚ-ㅙ-ㅞ’, ‘ㅒ-ㅖ’ 

대치가 있고, 음운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는 ‘ㅣ’ 모음 역행 동화, ‘ㅏ-

ㅐ’ 모음 변이, ‘ㅏ-ㅓ’ 모음 변이, ‘ㅗ-ㅜ’ 모음 변이,  반모음 ‘w’

의 첨가와 탈락과 축약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고에서 사용하는 맞춤법 오류 분석을 위한 틀

을 정리하여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43) 한국어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7개를 든 것으로, 중화되어 나타나는 대표음으로

서의 성질과 폐쇄음으로서의 성질을 반영하여 표기한다면 [ㄱ̚], [ㄴ̚], [ㄷ̚], [ㄹ̚], [ㅁ̚], 

[ㅂ̚], [ㅇ̚]과 같이 적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기술의 편의를 위해 ‘ㄱ, ㄴ, ㄷ, ㄹ, ㅁ, 

영역 범주 요소

자모 

영역

(1) 초성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ㅋ, ㅌ, ㅍ, ㅊ, 

ㅎ, ㄲ, ㄸ, ㅃ, ㅆ, ㅉ

(2) 중성
ㅏ, ㅐ(ㅔ), ㅑ, ㅒ(ㅖ), ㅓ, ㅕ,  ㅗ, ㅘ, ㅙ(ㅚ, ㅞ), 

ㅛ, ㅜ, ㅝ,  ㅟ, ㅠ, ㅡ, ㅢ, ㅣ 

(3) 종성
ㄱ(ㄲ, ㅋ), ㄴ, ㄷ(ㅌ, ㅅ, ㅆ, ㅈ, ㅊ), ㄹ, ㅁ, ㅂ

(ㅍ), ㅇ43)

<표 Ⅱ-18> 맞춤법 오류 분석을 위한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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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 가정 학습자 대상 맞춤법 교육의 실태

맞춤법 교육의 실태를 국가 교육과정 수준과 교사 및 학습자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어과 및 한국어 교육과정을 검토하

고 교사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맞춤법 교육에 대한 인식

을 조사하였다. 

4.1. 국가 교육과정 수준

4.1.1.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의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에 나타난 맞춤법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였다. 

  먼저, 문법 영역의 내용 체계에서 맞춤법 교육과 관련된 내용 요소를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1~2학년(군)에서는 (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

값, (2) 낱말의 소리와 표기가 다루어지고,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 (3) 바른 

국어 사용이 내용 요소로 나타난다. 중학교 1~3학년(군)에서 (4) 음운의 체계

ㅂ, ㅇ’과 같이 적고자 한다.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영역

(4) 표준 자음 오류 

현상

연음, 평파열음화,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구개음

화, 자음군 단순화, 어간 말 후음 탈락, ‘ㄴ’ 첨

가, 유기음화

(5) 표준 모음 현상 ㅖ-ㅔ, ㅚ-ㅞ, ㅢ-ㅣ, ㅢ-ㅔ, ‘j’ 탈락, ‘j’ 첨가

(6) 비표준 자음 현상
조음 위치 동화, 어두 경음화, 초성 후음 탈락, 

‘ㄴ’ 첨가, ‘ㄹ’ 첨가

(7) 비표준 모음 현상
ㅚ(ㅞ)-ㅙ, ㅐ-ㅔ, ㅒ-ㅖ, ㅣ 모음 역행 동화, ㅏ-

ㅐ, ㅏ-ㅓ, ㅗ-ㅜ, w 탈락, w 첨가, w 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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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특성, (5)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가 나타난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6) 

음운의 변동, (7)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급별 성취 기준을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맞

춤법 교육과 관련하여 세 가지 성취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중 두 가지

는 입문기의 문자 교육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반적인 국어 사용에 대

한 것이다. 

[2국04-0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2국04-0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6국04-06] 일상생활에서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1~2학년(군)에서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배운 후 소리와 표기가 다른 경

우를 학습한다. 교육과정에서는 해당 성취 기준에 대해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는 쉬운 낱말부터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낱말로 점차 학습 범

위를 확장하며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낱말을 어법에 맞게 적을 수 있

도록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한글 표기에는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는 것

보다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모의 소릿값을 익

힌 후에 소리와 표기가 다른 경우를 정확하게 읽고 쓰는 학습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과연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학습이 

1~2학년(군)에서 모두 완료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상이한 유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

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3~4학년(군)에서는 관련 성취 기준이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5~6학년(군)에

서도 독립적인 성취 기준이 아니라 ‘바른 국어 생활’의 일종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 [6국-04-06]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에서 서술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살펴보면 “바른 국어 사용을 지도할 때에는 발음, 표

기, 어휘 등의 기본적인 요소와 함께 어법, 언어 예절 등의 화용적인 측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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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 해당 성취 기준에서 다루

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전의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2)과 비교해 볼 때, 최근 국어과 교

육과정에서는 맞춤법 교육의 범위와 비중이 축소되었다. 2012년에 고시된 국

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마다 1개 이상의 성취 기준이 단계적으로 설정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44)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1~2학년(군)에서는 자모를 익

히는 데 중점을 두고, 3~4학년에서는 소리와 표기의 불일치를 이해하며 맞춤

법에 맞게 쓰는 학습을 하고, 5~6학년(군)에서는 혼동되는 경우에 대한 학습

을 하도록 짜여 있었다. 특히 3~4학년(군)에서 쓰기 영역에서도 맞춤법을 강

조하여 교육하였다. 그러나 현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군)에서 맞춤법 교육

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으며, 1~2학년(군)에서 소리와 표기가 다른 경우를 학

습한 후, 5~6학년(군)에서 바른 국어 사용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만 맞춤법을 

다룬다.

  다음으로, 중학교 1~3학년(군)에서는 발음과 표기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성

취 기준이 나타난다.

[9국04-03]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한다.45)

  이전의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2)과 비교하면 맞춤법 교육에 관한 

학습 범위가 축소되었다.46)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44) 이전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맞춤법 교육 관련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학년(군) 문법 (1)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3~4학년(군) 쓰기 (1) 맞춤법에 맞게 문장을 쓴다.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45) 해당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에서는 “표준어 규정 중 제2부 ‘표준 발음법’의 제2

장과 제4장에서 학습자가 자주 틀리는 잘못된 발음이나 잘못된 표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설명하고 있다.
46)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3학년(군) 문법 (3)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와 내용

을 이해한다.”라는 성취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해설에서는 “한글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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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어문 규정 전반에 대한 원리와 내용

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2015년에 고시된 교육과정에서는 어문 

규정 중 표준어 규정만을 중심으로 학습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맞춤법 교육과 관련하여 두 가지 성취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10국04-02] 음운의 변동을 탐구하여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한다.

[10국04-04]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발음 측면과 표기 측면에서 각각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집대성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또한 음운의 변동을 표기와 관련

지어서 올바른 발음과 표기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바

람직하다.47)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맞춤법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불충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4.1.2. 한국어 교육과정 분석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숙달도를 중심으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되 

학교급별로 성취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였다.48) 초급, 중급, 고급은 각 2단계

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주요 어문 규범의 기본 원

리를 중요한 조항을 중심으로 탐구”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현행 교육과정보다 다루는 

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
47) 2012 고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국어 과목이 모두 선택 과목으로 편제되

어 있어 공통 교육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 절의 범위에서는 다소 벗어나지만 편의를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Ⅰ, Ⅱ에서 관련 성취 기준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13)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48) 이러한 내용 체계의 구성은 한국어 교육과정이 학습자가 속한 공교육의 교육과정과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

육과정에서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은 같은 학년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어 구사 능력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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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언어 기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져 있다. 맞춤법 교육과 

관련된 한국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읽기

한글 자음과 모음, 

받침 등의 글자를 

식별하여 읽을 수 

있다.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쉬운 낱말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한글 자음과 모음, 

받침 등의 글자를 

식별하여 읽을 수 

있다.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낱말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한글 자음과 모음, 

받침 등의 글자를 

식별하여 읽을 수 

있다.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낱말과 짧은 문장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쓰기

한글 자모를 보고 

따라 쓸 수 있다.

그림이나 실물을 보고 

그에 대응하는 낱자나 

낱말을 쓸 수 있다.

한글 자모 결합 원리 

및 획순에 맞게 

바르게 쓸 수 있다.

그림을 보고 그에 

대응하는 낱말이나 

짧은 표현을 쓸 수 

있다.

한글 자모 결합 원리 

및 획순에 따라 

바르게 쓸 수 있다.

그림이나 실물, 동작 

등을 나타내는 

낱말이나 어구를 쓸 

수 있다.

<표 Ⅱ-19> 초급 1단계 성취 기준 중 맞춤법 교육 관련 내용

이가 있을 수 있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비슷한 수준이더라도 속한 학교급이나 학

년이 달라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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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듣기 49)

한국어의 음운 변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의 복잡한 음운 

변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식별할 수 

있다.

쓰기

글씨를 획순에 맞게 

바르게 쓸 수 있다.

짧고 쉬운 낱말을 

받아쓸 수 있다.

글씨를 획순에 맞게 

바르게 쓸 수 있다.

어휘나 짧고 쉬운 

표현을 받아 쓸 수 

있다.

글씨를 획순에 맞게 

바르게 쓸 수 있다.

어휘나 짧고 쉬운 

표현을 받아쓸 수 

있다.

<표 Ⅱ-20> 초급 2단계 성취 기준 중 맞춤법 교육 관련 내용

  초급에서는 입문기 문자 지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모의 음가, 획순, 결합 원리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며 쉽고 짧은 문

장을 읽거나 받아쓰는 학습이 주를 이룬다. 초급 2단계의 듣기 영역에서 중, 

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음운 변화에 대한 이해를 성취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중, 고등학교에서 음운 체계 및 변동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범위가 

확대되거나 내용이 심화된 성취 기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쓰기
문장을 받아 쓸 수 

있다.

문장을 어려움 없이 

받아쓸 수 있다.

문장을 어려움 없이 

받아쓸 수 있다.

<표 Ⅱ-21> 중급 3단계 성취 기준 중 맞춤법 교육 관련 내용

  중급에서는 3단계 쓰기 영역에서는 문장 받아쓰기에 관한 성취 기준이 설

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급 3단계 이후 4~6단계에서 맞춤법 교육에 관한 내용

을 찾아볼 수 없다. 한국어 교육과정이 공교육 교육과정에 진입하기 위한 디

49) 한국어 교육과정 중 초급 2단계의 듣기 영역에서는 맞춤법 교육과 관련된 성취 기

준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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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교육부, 2017),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입문기 문

자 지도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다루고 심화된 맞춤법 교육의 내용은 목표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들

이 위에서 살펴본 성취 기준의 내용만으로 모어 화자에게도 어려운 맞춤법

을 공교육에서 요구하는 만큼 터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4.2. 교사 및 학습자 수준

4.2.1. 교사 설문 조사

  교사 설문 조사는 군집 표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인 학습자를 가

르치는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맞춤법 능

력과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맞춤법을 가르칠 때의 어려움, 맞춤법 

교육 시 활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설문 

조사 대상인 교사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순번 일련 번호 교육 경력 담임 학습자

1 TS-01 7년 SA-26, 36, 39

2 TS-02 17년 SA-22, 28, 32

3 TS-03 33년 SA-09, 15, 34

4 TS-04 8년 SA-15, 19

5 TS-05 24년 SA-06, 08, 18, 35

6 TS-06 31년 SA-11

7 TS-07 9년 SA-27

8 TS-08 27년 SA-03, 17, 20, 32

9 TS-09 4년 SA-12, 13

10 TS-10 12년 SA-05, 23, 24

<표 Ⅱ-22> 교사 설문 대상의 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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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맞춤법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

아보기 위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맞춤법 능력에 대해 질문하였다. 교사들은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맞춤법 능력에 대하여 개인차가 크다고 답하거나 대

체로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맞춤법 능력이 부족하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

다. 구체적인 답변 사례는 다음과 같다.50)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맞춤법 능력이 부족하다는 견해

[TS-09] 다문화 가정 자녀라고 무조건 맞춤법 능력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 학생 중에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있듯이 다문화 가정 자녀 중에

도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다. 그렇지만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

생의 비율을 생각하면,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 중에 다문

화 학생의 비율이 높을 것 같다. 

[TS-03] 가정에서 돌봄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체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일반 

가정에 비해 맞춤법을 더 많이 틀리는 것 같다.

[TS-08] 똑똑한 아이인데도 나이에 비해 말이 무척 어눌하고 한글을 못하는 경

우가 있다. 가정에서 언어적으로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맞춤법 또

한 많이 틀릴 수밖에 없다.

[TS-18] 못하는 아이들은 정말 손을 대기 어려울 만큼 못한다. 6학년이 되었는

데도 한글을 소리대로 못 쓰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50) 기술의 편의를 위해 주요 내용을 발췌한 후 문어의 형식으로 편집하여 제시하였다. 

11 TS-11 13년 SA-31

12 TS-12 6년 SA-10, 37

13 TS-13 28년 SA-04, 07, 38

14 TS-14 29년 SA-14, 21

15 TS-15 3년 SA-29

16 TS-16 6년 SA-01, 02

17 TS-17 25년 SA-16

18 TS-18 27년 S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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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별 개인차가 크다는 견해

[TS-02] 다문화 가정 자녀라고 해서 다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국어도 잘하고 다

른 과목 성적도 우수해서 다문화라는 것이 전혀 티가 안 나는 학생도 있다.

[TS-10] 학생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어떤 학생은 일반 한국 학생보다 잘하

고, 어떤 학생은 쉬운 단어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

  교사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국어 능력이나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습자의 

경우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나 맞춤법을 어려워

하는 학습자의 경우 또래 학생들보다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는 능력이 부족

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다문화 가정 학습자 중 맞춤법을 어려워하지 않

는 학습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다문화 가정 학습자 중 맞춤법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더 많고 대체로 또래 학생들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태어난 고학년 학습자를 지도하는 교사가 담임하

고 있는 학습자의 맞춤법 능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있었다.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도 맞춤법 능력이 부진한 학습자의 상태

를 개선할 수 없었던 사례로,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위한 맞춤법 교육이 필

요한 까닭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맞춤법을 교육할 때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어려움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대체로 학습자의 국

어 실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오류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교육과정과 교재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인 답변 사례

는 다음과 같다.

대상 학습자의 국어 실력 부족

[TS-01] 학생의 국어 실력이 정말 낮다. 국어가 안 되니 맞춤법을 가르치는 것

이 더 어렵다.

[TS-11] 맞춤법을 틀린다는 것은 전체적인 국어 능력과 관계가 깊다. 책을 많

이 읽고 국어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보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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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오류에 대한 지식 부족

[TS-04] 왜 헷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걸 틀린다. 예를 들어 ‘ㅐ’랑 

‘ㅔ’를 헷갈리거나 받침을 잘못 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ㅇ’과 ‘ㄴ’을 헷갈리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학생이 왜 어려워하

는지 알 수 없으니 어떻게 설명하고 가르쳐야 할지 난감하다.

교육과정이나 교재로 인한 어려움

[TS-13] 요즘은 받아쓰기도 잘 안 하고 예전보다 교과서에서 맞춤법을 덜 강조

하는 편이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잘못 쓰는 것들을 고쳐주기가 더 어려워졌다.

[TS-07] ‘국어 활동’ 교과서의 일부51)만으로 맞춤법을 가르치기 역부족이다. 

예를 들어, ‘내가 할게.’와 ‘내가 할까?’ 등에서 ‘ㄱ’을 쓰는지 ‘ㄲ’

을 쓰는지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오히려 배우고 나서 더 헷갈려 한다. 너무 단

편적인 연습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기억하

지 못한다. 고학년이 되면 국어 교과서에 맞춤법 관련 단원이 나오긴 하지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모두 가르치지는 않는다.

  학습자의 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어려움과 오류에 대한 이해 부족

으로 인한 어려움은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언어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 학습자나 부모의 강세 언어 또는 모어가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학습자들이 국어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은 모어 화자와 겪는 어려움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자의 오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교사의 

호소는 맞춤법 교육과 관련하여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한 

연구가 필요한 까닭을 잘 보여준다. 더불어 교육과정이나 교재로 인한 문제

를 지적하는 교사도 있었다. 현행 교육과정이나 교재만으로 학습자의 어려움

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응답을 통해서도 효과적인 맞춤법 

교육의 방안이 구안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51) 2015년 고시된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국어 과목 보조 교과서 ‘국어 활

동’ 중 ‘기초 다지기’ 부분에서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에 대한 학습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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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맞춤법을 교육할 때에 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교사마다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자들의 작문에서 오류가 관찰될 경우 교사가 

바른 형태를 지적하여 준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TS-05] 학년에서 편집한 받아쓰기 자료를 활용한다.

[TS-08] 학기 초부터 책상 위에 국어사전을 두도록 하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TS-12] 그때그때 어려워하거나 틀리는 단어를 알려 준다.

[TS-14] 아이들이 자주 틀리는 ‘않’과 ‘안’, ‘되’와 ‘돼’에 대해서는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되’나 ‘돼’자리에 

‘하’를 넣을 수 있으면 ‘되’, ‘해’가 들어가야 하면 ‘돼’라고 알려주

는 식이었다.

[TS-15] 글쓰기 공책이나 독서 기록장에 학생이 틀린 부분을 고쳐서 돌려준다. 

그리고 학생에게 바르게 고친 문장을 다섯 번 반복해서 쓰도록 한다.

[TS-16] 글쓰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맞춤법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

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맞춤법 교육을 시도하는 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의 교사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법 교육의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는 같은 나이의 모어 

학습자에 비해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둘째,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법 교육이 요구된

다. 중국어의 부정적 전이로 인한 오류를 교정하고 국어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 

방법이 구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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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학습자 설문 조사

  연구 대상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식 조사에 참

여한 학습자의 정보는 연구 대상의 정보와 같다. 맞춤법과 관련된 학습자의 

태도는 남지애(2008)을 참고하여 (1) 맞춤법의 중요성, (2) 맞춤법에 대한 자

신감, (3~4) 맞춤법에 관한 수행 태도, (5~6) 맞춤법에 관한 문제 해결 방법, 

(7) 맞춤법 학습에 대한 의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설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들이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맞춤법의 중요성에 대한 평균값은 

4.33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맞춤법에 맞게 낱말을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맞춤법에 맞게 낱말을 정확하게 적는 일에 대한 자신감은 다소 낮게 

나타난다. 맞춤법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평균값은 3.65로 보통 수준이다. 학

습자들이 맞춤법에 맞게 단어를 적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비해 맞춤

법에 맞는 표기에 대한 자신감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춤법을 수

행하는 정도도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글을 쓸 때나 통신 언어 생활에

문항 평균 표준 편차

낱말을 정확하게 적는 것은 중요하다. 4.33 1.24

나는 낱말을 정확하게 적는 것에 자신이 있다. 3.65 1.19

나는 낱말을 정확하게 적었는지 생각하면서 글을 쓴다. 3.62 1.33

나는 휴대 전화나 컴퓨터를 쓸 때 낱말을 정확하게 적는다. 3.64 1.29

나는 낱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헷갈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여쭈어 본다.
3.44 1.50

나는 낱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헷갈릴 때 

국어사전을 찾아본다.
2.51 1.60

나는 낱말을 정확하게 잘 적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3.51 1.64

<표 Ⅱ-23> 학습자 설문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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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맞춤법을 수행하는 정도는 각각 평균값이 3.62와 3.64로 장면에 따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학습자들이 주로 부모나 교

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물어본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3.44로 ‘그렇다’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이와 

반대로 국어사전을 찾아본다는 평균값은 2.51로 다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정확한 지식을 찾기보다

는 주위 사람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맞춤법에 대한 학습 의지는 평균 3.51로 ‘보통’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

다. 맞춤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학습 의지가 다소 떨어지는 것은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학습자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법 교육의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은 맞춤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

습자들이 맞춤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맞춤법 교육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둘째, 맞춤법에 대한 자신감이나 수행 태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

다. 높은 중요성 인식 정도에 비해 자신감과 수행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셋째, 학습자들은 맞춤법 관련 문

제를 자기주도적으로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는다. 학습자들이 주변 사람의 불

확실한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태도

를 길러주어야 한다. 넷째,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법 교육이 필

요하다. 수준에 맞는 교육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고, 흥미를 고려한 교

육을 통해 학습 동기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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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맞춤법 오류 분석

1. 분석 방법

1.1. 분석 대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는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 

39명의 작문 자료에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였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1) 

어머니의 모어가 중국어이며, (2) 초등학교 2~6학년이고, (3) 20어절 이상의 

작문 자료를 5편 이상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1) 어머니의 모어를 중국어로 한정한 것은 언어적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서이다.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이 모어 학습자와 차이가 날 경우, 

주된 원인은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가족 구성원

의 출신지에 따라 그 언어는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학습자라는 범주에는 여러 언어권이 속할 수 있으나, 

언어마다 특징이 상이하므로 한국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언어권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중 가장 많은 수를 차

지하는 중국계로 한정하였다.52)

  또한 부모 중 어머니를 기준으로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판단한 것은 일반

적으로 아동의 언어 발달에 어머니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최미숙 외(2016)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언어에 아동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강세 언어가 모두 중국어

인 학습자와 어머니의 강세 언어가 중국어인 학습자는 연구 대상에 포함하

였고, 아버지의 강세 언어만 중국어인 학습자는 제외하였다. 

52) 중국계 설정함에 있어 광둥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배제하였다. 다만 중국 내에서 지

역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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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초등학교 2~6학년으로 한정한 것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교육 정책

을 고려하였다. 전 학년 중 1학년이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은 조사 대상 학

교가 소속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 때문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2018)에

서는 1학년 학생들이 입학 전 한글을 해득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하고 있으

며, 기초적인 한글의 읽고 쓰기를 1학년 시기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2학년 

시기까지 교육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적인 한글 표기 능력이 갖추

어지지 않은 1학년 학생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기본적인 표기 능력은 초등학교 5~6

학년군에서 모두 완성되며, 중·고등학교에서는 발음과 표기에 관한 원리의 

이해나 어문 규범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낱말을 어문 규범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개별 낱말을 바르게 표기하는 능

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연구 내용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일치하는 초

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3)에서 밝힌 것과 같이 한 사람 당 5편 이상의 

작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글 한 편 당 20어절 이상인 것만 대상으로 하였

다. 각 학습자의 전반적인 표기 오류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분량의 자료

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0어절 이상의 글을 5편 이상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해당 학습자와 그 작문 자료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39명

의 학습자가 산출한 전체 21,305 어절 분량의 자유 작문 자료 355편이 연구

를 위해 확보되었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구 대상에 대하여 본인의 한국 거주 기간과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학년53)을 조사하였다. 한국 거주 기간은 한국어에 대

한 노출 정도와 학습 경험을 고려하기 위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한국

53)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특성으로 개인의 교우 관계나 학습 태도 등 사회적, 정서적 변

인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가정과 관련하여서도 주 양육자의 모어와 강세 언어, 

양육 태도 등 다양한 변인을 설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언어적, 인지적 특성

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하였으므로 한국 거주 기간과 한국어 의사소통 능

력, 학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른 변인들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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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숙달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년은 학습자의 인지 발달에 대한 지표로 설

정하였다. 이때 본인의 한국 거주 기간과 학년에 관한 정보는 본인을 대상으

로 설문하여 조사하였으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정보는 담임 교사

의 평정을 따랐다.54) 연구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요약하여 표로 보이면 다음

과 같다.

54) 해당 학습자가 있는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평소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능

력을 평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해당 학습자를 많은 시간 동안, 다양한 장면에서 

관찰한 교육자가 내린 평정이라는 것이 장점이나, 검사 도구에 의한 평정이 아니기 때

문에 평정의 단계와 절차가 정밀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담임교사에게 의사소통 능

력에 대한 평정을 요청할 때에는 한국어 교육과정(교육부, 2017)의 초, 중, 고급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한 수준이다.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과 주제나 상황에 의사소통에 전혀 무리가 없으며,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주제나 상황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표현함.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고, 낯선 표현과 소재

를 중심으로 한 대화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함.

-교과별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학습 활동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짐.

보통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보통 수준이다.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주제나 상황에 대해서는 의사

소통에 문제가 없으나,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주제나 상황에 대한 의사소

통 상황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일상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음.

-학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음.

부족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수준이다.

-자주 접하는 간단한 대화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주제나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음.

-쉽고 간단하며, 친숙한 어휘나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음.

-학습 내용을 이해하거나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55) 괄호 안에 쓴 숫자는 학습자가 태어난 이후 생활한 전체 기간 중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기간은 모두 일의 자리 미만에서 올림 처리하여 표시하였으므

로 햇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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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한국 거주 기간55)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학년

SA-01 국내 출생(13/13) 우수 6

SA-02 학령기 중도 입국(3/13) 부족 6

SA-03 학령기 중도 입국(3/11) 부족 4

SA-04 학령기 중도 입국(4/12) 부족 5

SA-05 학령기 이전 입국(5/12) 부족 4

SA-06 학령기 이전 입국(7/10) 우수 3

SA-07 국내 출생(13/13) 보통 6

SA-08 국내 출생(11/11) 우수 4

SA-09 학령기 중도 입국(1/9) 부족 2

SA-10 학령기 이전 입국(6/11) 보통 4

SA-11 국내 출생(11/11) 부족 4

SA-12 학령기 이전 입국(8/11) 보통 4

SA-13 국내 출생(11/11) 보통 4

SA-14 국내 출생(12/12) 부족 5

SA-15 국내 출생(10/10) 우수 3

SA-16 국내 출생(13/13) 우수 6

SA-17 국내 출생(11/11) 보통 4

SA-18 국내 출생(11/11) 보통 4

SA-19 국내 출생(11/11) 부족 4

SA-20 학령기 이전 입국(8/11) 부족 4

SA-21 국내 출생(12/12) 보통 5

SA-22 학령기 이전 입국(3/9) 보통 2

SA-23 학령기 이전 입국(9/11) 우수 4

SA-24 국내 출생(11/11) 보통 4

SA-25 학령기 이전 입국(7/9) 보통 2

SA-26 국내 출생(9/9) 보통 2

<표 Ⅲ-1> 연구 대상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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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먼저, 한국 거주 기

간에 대해 학령기 중도 입국 집단과 학령기 이전 입국 집단, 국내 출생 집단

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부족 집단과 보통 집

단, 우수 집단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속한 학년에 따라 저학년 

집단, 중학년 집단, 고학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기준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

다. 학령기 중도 입국 집단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학령기가 시작된 

이후(초등학교 입학 이후) 중도에 입국하여 한국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이

다. 학령기 이전 입국 집단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한 경우로, 해당 집단의 학습자들은 초등학교 입학 시

기부터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모어 학습자와 동일한 공교육을 제공

받았다. 국내 출생 집단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경우로 다문화가 아닌 가

정의 모어 학습자와 가장 유사한 환경이다.56) 학령기 중도 입국 집단의 평균

56) 단순히 한국에 거주한 기간의 길고 짧음보다는 한국의 교육 기관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소속되어 학습한 기간이 학습자의 한국어 노출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

SA-27 학령기 이전 입국(9/11) 보통 4

SA-28 국내 출생(9/9) 보통 2

SA-29 학령기 중도 입국(4/12) 부족 5

SA-30 국내 출생(13/13) 부족 6

SA-31 학령기 중도 입국(4/12) 보통 5

SA-32 학령기 중도 입국(1/11) 부족 4

SA-33 학령기 이전 입국(5/9) 보통 2

SA-34 학령기 이전 입국(5/9) 보통 2

SA-35 학령기 이전 입국(5/10) 우수 3

SA-36 국내 출생(9/9) 보통 2

SA-37 국내 출생(12/12) 보통 5

SA-38 학령기 이전 입국(9/12) 보통 5

SA-39 국내 출생(9/9) 보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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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한국 거주 기간은 2.86년(표준 편차 1.35)으로 가장 짧고, 학령기 이전 

입국 집단의 평균 한국 거주 기간은 6.62년(표준 편차 1.94)으로 중간에 해당

하며, 국내 출생 집단의 평균 한국 거주 기간은 11.63년(표준 편차 1.80)으로 

가장 길다.

  이상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집단을 나누었을 때, 학습자들의 분포를 보

이면 다음 표와 같다.57)

1.2. 분석 절차

  분석 절차는 크게 세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1) 조사 및 수집, (2) 자료 

정리, (3) 자료 분석이다. 전체 분석 과정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부모 및 가정 관련 변인을 통제하지 않았으므로 학습자의 

한국어 노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에서 교사나 또래에 의해 제공되는 

한국어 입력의 정도이다. 따라서 단순한 거주 기간이 아니라 교육 기관에서의 학습 여

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 단, 본문에서 볼 수 있듯 각 집단은 한국 

거주 기간을 단순히 계산하였을 때에도 차이를 보인다.
57) 본 연구의 대상은 군집 표집을 통해 정해졌으므로 각 집단별 분포가 고르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원인 분석에서 사후 면담을 통해 개인 특성이 반영되도

록 하였고, 집단별 비교에서 비모수적 통계 기법을 활용하였다.

학령기 중도 입국 학령기 이전 입국 국내 출생 계

한국 거주 기간 7 13 19 39

미흡 보통 우수 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12 20 7 39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계

학년 9 17 13 39

<표 Ⅲ-2> 연구 대상의 집단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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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조사 및 수집 절차

  먼저 7월 한 달 동안 연구 대상을 모집하고 작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담임 

교사를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습자에게 설문

을 통해 기초 정보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학습자가 사용하는 교과서나 글쓰

기 공책을 제공받아 최소 20어절 이상의 글을 수집하였다. 이때, 학습자가 작

문 자료를 제출하기 전 스스로 글을 검토하여 실수가 있을 경우 고쳐서 제출

하도록 하였다. 스스로 정정할 수 있는 단순한 실수는 제외하고 오류만을 분

석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였다. 작문 자료를 수집한 뒤에는 학습자가 생산

한 오류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다58). 면담 상황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오류

를 발견하고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류가 아닌 실수로 보아 분석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58) 실제 연구 진행 과정에서는 오류 원인 설명에 활용하기 위해 사후 면담을 실시하였

으므로 정리 절차 이후에 사후 면담이 이루어졌다.

분석 절차 세부 내용

조사 및 수집

Ÿ 참여자 모집

Ÿ 기초 정보 조사

Ÿ 작문 자료 수집

Ÿ 사후 면담

자료 정리
Ÿ 작문 자료 데이터화

Ÿ 오류 어절 확인

자료 분석

Ÿ 오류 유형화

Ÿ 오류 원인 설명

Ÿ 오류 학습자의 분포 분석

Ÿ 오류 빈도에 대한 분산 분석

<표 Ⅲ-3> 분석 절차 요약



- 66 -

1.2.2. 자료 정리 절차

  먼저, 학습자들이 산출한 작문 자료와 기초 정보 조사를 위한 설문 결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액세스(Access)와 액셀(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

이터화하였다. 이때, 작문 자료는 어절별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다. 또

한 입력된 데이터 전체에 대하여 어절별로 오류 유무를 표시하고, 오류 어절

인 경우 교정 어절을 함께 입력하였다. 

  다음으로, 분석에 앞서 (1) 목표 어절과 오류 어절이 한 음절 이상 차이나

는 경우, (2) 외래어나 외국어의 표기에서 오류를 범한 경우, (3) 고유 명사의 

표기에서 오류를 범한 경우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목표 어절과 오류 어절이 한 음절 이상 차이나는 경우를 제외한 까닭

은 개별 어휘나 문법 요소 전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표기 오류를 표기에 나타난 모든 오류로 정의한다면, 

본질적으로 표기에 나타나는 모든 측면의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표

기 오류가 나타날 경우 그 원인이 음운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형태 

지식이나 부족, 통사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여

기에서 분석하는 오류는 표기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오류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오류 어절에 포함된 음절에서 전체 음절이 목표 음절과 

다른 경우는 제외하고, 음절 중 일부에서만 오류가 발견된 경우만을 포함하

였다. 이 기준에 의해 ‘맛는(ü맛있는)’, ‘않으시(ü않으시는)’, ‘제(ü제

일)’, ‘귀시라(ü귀신이란)’, ‘청을(ü처음)’ 등의 오류가 제외되었다. 

  (2) 외래어나 외국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까닭은 외래어의 바른 표기

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의해 ‘탠트에(ü텐트에)’, ‘슬러쉬(ü슬러시)’, ‘로봇트(ü로봇)’, ‘핀

크(ü핑크)’, ‘매가(ü메가)’ 등의 오류가 제외되었다. 

  (3) 고유 명사에 대한 표기 오류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까닭은 표기에 

대한 지식을 다른 경우에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의해 인명, 

상호, 지명 등이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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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모든 오류 사례에 대하여 오류와 관련 범주를 표시하였다. 이때 하

나의 오류 사례가 여러 범주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복수의 범주로 표시하여 

관련 범주에 대한 분석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였다.59) 오류와 관련된 요소

를 표시한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1.2.3. 자료 분석 절차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오류를 유형화한 뒤 원인을 설명하고, 집단별 비교

를 위해 오류 학습자의 비율을 백분율 분포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집단별로 

오류 빈도에 대한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오류의 유형화와 원인 설명에 있어서는 나타난 오류의 사례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오류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 사례를 모두 수집하고 계

량하였다.60) 이후 관련 요소가 같은 오류끼리 범주화하여 오류 원인을 설명

하였다.61)

59)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는 하나의 오류 사례에 하나의 관련 범주

만을 배타적으로 적용하여 분석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60) 오류의 종류에 대한 계량과 개별 사례에 대한 계량은 흔히 타입(type)과 토큰(token)

의 수로 표현된다. 강현화(2014)에 따르면 타입은 종류의 수를 뜻하고, 토큰은 타입(종

류)의 수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총 개수를 의미한다.
61) 기술의 편의를 위해 동일한 유형의 오류가 다수 발견된 경우 본문에서 최대 3개까

지 오류 사례를 제시하였다.

오류 어절 관련 요소

나의개(ü나에게)
표준 모음 현상(ㅢ-ㅔ), 비표준 모음 

현상(ㅐ-ㅔ)

월요이이였다(ü월요일이었다) 종성(ㄹ 누락), 표준 모음 현상(j 첨가)

튀기(ü뛰기) 초성(ㅌ-ㄸ)

<표 Ⅲ-4> 오류 관련 요소 표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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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집단별 비교를 위해서 오류 학습자의 비율에 대한 분포 분석과 

오류 빈도에 대한 분산 분석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하였다. 오류 학습

자의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집단별 전체 학습자에 대해 오류를 나타낸 학습

자의 수를 계산한 후 백분율로 환산하였다.62) 또한 분산 분석을 위해 개인별 

오류 빈도를 계산할 때에는 전체 어절 수에 대해 해당 유형의 오류가 나타난 

수를 구하되, 모든 학습자의 평균 전체 오류 어절 수에 대한 값으로 환산하

였다.63) 이와 같이 오류 빈도를 계산한 까닭은 단순한 오류 횟수가 아니라 

전체 어절 수에 대한 빈도를 고려하면서, 전체 어절 수에 대한 학습자의 개

인차를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이후 오류 빈도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크루스칼 왈리스의 순위 일원 분산 분석(Kruskal–Wall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활용하였다.64) 이후 사후 분석에는 만-휘트니의 U 검

정(Mann-Whitney U test)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1종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본페로니 교정(Bonferroni 

correction)을 적용하였다. 통계의 실행을 위해서는 IBM SPSS Statitics 25를 

사용하였다. 

62) 집단별 오류 학습자의 비율을 계산한 방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별오류학습자의비율 집단별전체학습자의수
집단별오류학습자의수

×

63) 개인별 오류 빈도를 계산한 방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별오류빈도 개인의전체어절수
해당유형에대한개인의오류횟수

× 모든학습자의평균전체어절수
64) 크루스칼 왈리스의 순위 일원 분산 분석은 비모수 통계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으며 2개 이상의 집단을 비교하고자 하므로 크루스칼 왈

리스의 일원 분산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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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결과 및 분석

2.1. 자모 오류

2.1.1. 초성 오류

2.1.1.1. 오류 유형 및 원인 설명

  초성 표기에 관한 오류 유형으로는 ‘ㄱ’과 ‘ㄲ’, ‘ㄲ’과 ‘ㅋ’, 

‘ㄷ’과 ‘ㄸ’, ‘ㄷ’과 ‘ㅌ’, ‘ㄸ’과 ‘ㅌ’, ‘ㅁ’과 ‘ㅂ’, 

‘ㅂ’과 ‘ㅃ’, ‘ㅅ’과 ‘ㅆ’, ‘ㅈ’과 ‘ㅉ’, ‘ㅈ’과 ‘ㅊ’의 대

치 오류, ‘ㄹ’의 첨가 오류가 나타났다. 유형별로 오류 사례를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65) 학습자가 쓴 원문은 ‘블의(ü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톡(ü똑) 부러지는 성격.’이

유형 세부 사례

ㄱ-ㄲ
ㄱ→ㄲ 지내야께네요(ü지내야겠네요)

ㄲ→ㄱ 긑났고(ü끝났고), 가갑고(ü가깝고), 구러기(ü꾸러기)

ㄲ-ㅋ
ㄲ→ㅋ 킅(ü끝)

ㅋ→ㄲ 만끔(ü만큼)

ㄷ-ㄸ
ㄷ→ㄸ 때한(ü대한), 부뜨럽고(ü부드럽고)

ㄸ→ㄷ 어덯게(ü어떻게), 뒤기(ü뛰기), 도(ü또)

ㄷ-ㅌ
ㄷ→ㅌ 타투고(ü다투고), 자토차(ü자동차)

ㅌ→ㄷ 엄마한데(ü엄마한테)

ㄸ-ㅌ
ㄸ→ㅌ 때어나면(ü태어나면), 뜰릴(ü틀릴)

ㅌ→ㄸ 깡똥에(ü깡통에), 톡(ü똑)65)

<표 Ⅲ-5> 초성 오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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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성 오류에서는 삼지적 상관속 내의 평음, 경음, 격음 간의 대치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이소영(2003), 양민화·윤보은(2008)에서 중국

인 한국어 학습자의 표기 오류를 연구한 결과와 일치한다. 한국어와 중국어

의 음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다. 한국어의 장애음은 

평음, 경음, 격음 세 종류의 소리가 대립하지만 중국어의 장애음에는 무성음

과 유기음의 대립만 있다(허용·김선정, 2018).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들

이 중국어의 음운 체계에 의한 간섭 때문에 평음과 경음, 격음 사이에 다수

의 대치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오류를 생산한 학습자들을 대상

으로 사후 면담을 실시하였을 때, 학습자들은 해당 자음이 포함된 음절을 구

별하여 인식하거나 발음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특히, 삼지적 상관속에 포함된 자음 중 평음과 격음보다는 평음과 경음을 

혼동하는 학습자가 많았고, 경음과 격음의 대치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황

효성(2017)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분절음에 대한 지각 능력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평음에 대한 정확도가 가장 낮고, 경음이 그 다음이며, 격음

에 대한 지각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초

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의성어 ‘톡’을 쓴 것이 아니라 ‘똑’을 잘못 쓴 것이다.

ㄹ-∅ 중복 길리는(ü길이는), 실렀다(ü싫었다), 필려했다(ü필요했다)

어휘 리유는(ü이유는)

ㅁ-ㅂ
ㅁ→ㅂ 때분입니다(ü때문입니다), 발이다(ü말이다)

ㅂ→ㅁ 무추전을(ü부추전을)

ㅂ-ㅃ
ㅂ→ㅃ 뿥여다(ü붙였다), 뿔상이였는(ü불쌍이었는)

ㅃ→ㅂ 바지게(ü빠지게)

ㅅ-ㅆ
ㅅ→ㅆ

보씨겠습니까(ü보시겠습니까), 싸고(ü사고), 

박앴어(ü밖에서)

ㅆ→ㅅ 속다져(ü쏟아져), 섰다(ü썼다), 사우지(ü싸우지)

ㅈ-ㅉ
ㅈ→ㅉ 간찍하고(ü간직하고)

ㅉ→ㅈ 장증났다(ü짜증났다) 

ㅈ-ㅊ ㅊ→ㅈ 줌도(ü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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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대조한 바와 같이, 격음은 대체로 난이도가 낮은 항목이나 평음과 경음

은 가장 높은 난이도 위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상대적으

로 격음 관련 대치 오류보다는 평음과 경음에 관련된 대치 오류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국어와 한국어가 유사하여 난

이도가 낮은 격음의 경우에도 평음과 혼동하는 오류 사례가 나타난다. 중국

어의 유기 파열음 p[p’], t[t’], k[t’]가 한국어의 평음과 격음의 중간 정도

의 기식성을 가지기 때문에(추이진단, 2002) 학습자들이 혼동하는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 

  평음과 경음의 대치 오류 중 ‘박앴어(ü밖에서), 했어(ü해서)’와 같이 

‘ㅆ’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되는 상황에서 ‘ㅅ’ 대신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66) 해당 오류를 범한 학습자들은 어두에 ‘ㅅ’이나 ‘ㅆ’이 

오는 경우에도 둘을 혼동하여 대치하였으며, 사후 면담에서 초성 ‘ㅅ’과 

‘ㅆ’의 차이를 인식하거나 구별하여 발음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과거 시

제 선어말 어미 ‘-았/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형태를 

과잉 일반화하여 이러한 오류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한다. 예컨대, ‘공부

를 했어.’의 ‘했어’와, ‘공부를 해서 힘들었어.’의 ‘해서’는 소리도 

다르고 표기도 다르지만, 평음과 경음 구별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학습자들

에게는 두 어절의 소리가 비슷하게 인식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습자들

은 연결 어미 ‘-아서/어서’나 이를 어원으로 하는 ‘그래서’, 부사격 조

사 ‘-에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소리 ‘서’를 표기하기 위해 학습

자들은 그 앞 음절의 종성에 ‘ㅆ’을 대신 첨가하고, 본 음절의 초성에서 

‘ㅅ’을 누락하는 오류를 보인다.

  삼지적 상관속은 아니지만 동일한 조음 위치의 자음인 ‘ㅁ’와 ‘ㅂ’가 

대치되는 양상 또한 발견된다.  ‘ㅂ’과 ‘ㅁ’은 모두 양순음이다. ‘ㅁ’

66) 이는 연음의 과잉 일반화 오류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습자가 종성에 ‘ㅆ’을 적음

으로써 의도한 것은 다음 음절의 초성음의 표기라는 점, 학습자의 오류 교정을 위해서

는 연음 현상의 이해가 아니라 평음과 경음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초성 오류에

서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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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리 낼 때의 입술 상태와 ‘ㅂ’을 소리 낼 때의 입술 상태는 동일하며, 

비강으로 숨을 계속 내보내는지의 여부에서만 차이가 난다(이익섭, 2011). 이

러한 유사성 때문에 ‘ㅁ’과 ‘ㅂ’이 대치되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초성에서 ‘ㄹ’이 첨가되는 오류가 나타나는데, 오류의 세부적인 

원인은 다소 다르다. 우선 종성 ‘ㄹ’ 뒤의 초성에서 ‘ㄹ’을 중복하여 적

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l] 발음이 다르게 때문에 발생하

는 현상이다. 중국어와 한국어에 모두‘[l]’ 자음이 존재하지만 그 발음 방

법은 다소 다르다. 중국어의 ‘l’은 언제나 설측음으로 실현되지만, 한국어

의 ‘ㄹ’은 환경에 따라 탄설음으로 실현되거나 설측음으로 실현된다(김성

란, 2011). 따라서 한국어에서 ‘일어나다’에서는 ‘ㄹ’이 연음되어 모음

과 모음 사이에서 탄설음([ɾ])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이러나다]로 발음된다. 

이때의 ‘ㄹ’을 설측음([l])으로 발음한다면 [일러나다]와 유사한 소리가 된

다. 이와 같은 ‘ㄹ’ 발음의 혼란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오류를 나타내는 것

으로 보인다.67)

  한편, ‘리유’와 같이 어두에 ‘ㄹ’을 첨가한 오류는 중국어 또는 조선

어 어휘의 부정적인 전이로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68) 한자어 

‘이유(理由)’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해당 

어휘의 발음은 ‘[lǐyóu]’이다. 따라서 중국어 어휘를 한국어의 어휘로 전이

하면서, 중국어 발음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두음 법

칙이 없는 북한과 연변 지역의 조선어 어휘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북한과 연변 지역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67) 이와 유사한 오류가 종성 오류와 연음 오류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어의 특성 상 연

음되는 상황에서 바른 표기 형태와 비교했을 때 동일 자음이 초성에 첨가될 수도 있고, 

종성에 첨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8)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학습자의 출신 지역과 종족을 통제하지 못

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가 중국어의 영향인지 조선어의 영향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가능한 해석을 모두 제시하고, 두 경우 모두 한자어 ‘理’의 

발음과 관련된 부정적 전이로 인해 오류가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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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리유’라고 표기한다. 이처럼 학습자가 중국어 또는 조선어의 어휘 

발음의 영향으로  학습한 상태에서 ‘이유’를 ‘리유’로 잘못 표기한 것

으로 보인다. 

2.1.1.2. 한국 거주 기간별 비교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집단별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ㄱ-ㄲ ㄲ-ㅋ ㄷ-ㄸ ㄷ-ㅌ ㄸ-ㅌ ㄹ 첨가

(1) 학령기 중도 입국 42.86 14.29 14.29 14.29 0.00 42.86

(2) 학령기 이전 입국 23.08 7.69 23.08 15.38 7.69 15.38

(3) 국내 출생 10.53 0.00 15.79 0.00 5.26 0.00

ㅁ-ㅂ ㅂ-ㅃ ㅅ-ㅆ ㅈ-ㅉ ㅈ-ㅊ

(1) 학령기 중도 입국 28.57 28.57 57.14 28.57 14.29

(2) 학령기 이전 입국 0.00 0.00 7.69 7.69 0.00

(3) 국내 출생 0.00 5.26 10.53 0.00 0.00

<표 Ⅲ-6> 한국 거주 기간별 초성 오류 학습자의 비율

  한국 거주 기간이 가장 긴 학습자들도 오류를 범한 유형은 ‘ㄱ’과 

‘ㄲ’, ‘ㄷ’과 ‘ㄸ’, ‘ㄸ’과 ‘ㅌ’, ‘ㅅ’과 ‘ㅆ’의 대치 오류이

다.69) 한편, ‘ㄲ’과 ‘ㅋ’, ‘ㄷ’과 ‘ㅌ’, ‘ㅁ’과 ‘ㅂ’, ‘ㅈ’과 

‘ㅉ’, ‘ㅈ’과 ‘ㅊ’의 대치 오류, ‘ㄹ’의 첨가 오류는 비교적 한국 거

주 기간이 짧은 집단에서만 나타났다.70)

69) 이 중 ‘ㄱ’과 ‘ㄲ’, ‘ㄷ’과 ‘ㄸ’, ‘ㅅ’과 ‘ㅆ’의 대치 오류는 한국 거

주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오류가 나타났으며, ‘ㄸ’과 ‘ㅌ’, ‘ㅂ’과 

‘ㅃ’의 대치 오류의 경우 국내 출생 집단을 포함하여 두 집단에서 오류가 나타났다. 
70)  ‘ㄲ’과 ‘ㅋ’, ‘ㄷ’과 ‘ㅌ’, ‘ㅈ’과 ‘ㅉ’의 대치 오류, ‘ㄹ’의 첨가 

오류는 학령기 중도 입국 집단과 학령기 이전 입국 집단 모두에서 나타났다. ‘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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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ㅂ’, ‘ㅈ’과 ‘ㅊ’의 대치 오류는 한국 거주 기간이 가장 짧은 학령기 중도 입

국 학습자 집단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ㄱ-ㄲ

(1) 학령기 중도 입국 3.997 7.641

4.061 0.131(2) 학령기 이전 입국 1.233 2.669

(3) 국내 출생 0.151 0.456

ㄲ-ㅋ

(1) 학령기 중도 입국 2.976 7.874

2.416 0.299(2) 학령기 이전 입국 0.700 2.426

(3) 국내 출생 0.000 0.000

ㄷ-ㄸ

(1) 학령기 중도 입국 5.952 15.749

0.525 0.769(2) 학령기 이전 입국 1.216 2.559

(3) 국내 출생 0.192 0.414

ㄷ-ㅌ

(1) 학령기 중도 입국 0.221 0.584

3.034 0.219(2) 학령기 이전 입국 2.304 7.248

(3) 국내 출생 0.000 0.000

ㄸ-ㅌ

(1) 학령기 중도 입국 0.000 0.000

0.567 0.753(2) 학령기 이전 입국 1.401 4.852

(3) 국내 출생 0.540 2.353

ㄹ 첨가

(1) 학령기 중도 입국 12.415 31.284

8.014 0.018*(2) 학령기 이전 입국 1.464 3.222

(3) 국내 출생 0.000 0.000

ㅁ-ㅂ

(1) 학령기 중도 입국 3.650 7.778

9.383 0.009**(2) 학령기 이전 입국 0.000 0.000

(3) 국내 출생 0.000 0.000

<표 Ⅲ-7> 한국 거주 기간별 초성 오류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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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ㄹ’의 첨가 오류(p=0.018), ‘ㅁ’과 ‘ㅂ’의 대치 오류

(p=0.009), ‘ㅅ’과 ‘ㅆ’의 대치 오류(p=0.008), ‘ㅈ’과 ‘ㅉ’의 대치 

오류(p=0.049)에 대해서는 유형별 오류 비율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p<0.05).7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각 유형별로 오류 학습

자의 비율과 오류 어절의 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ㄱ’과 ‘ㄲ’, ‘ㄷ’과 ‘ㄸ’, ‘ㄸ’과 ‘ㅌ’, ‘ㅂ’과 

‘ㅃ’의 대치 오류는 국내 출생 집단에서도 발견되며, 오류 빈도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들 오류는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자동적으로 수정되지 못하고 화석화될 가능성이 있다. 

71)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ㄹ’ 첨가 오류(p=0.015)와 ‘ㅈ’과 ‘ㅉ’의 

대치 오류(p=0.043)는 학령기 중도 입국 집단과 국내 출생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ㅁ’과 ‘ㅂ’((p=0.019, 0.012), ‘ㅅ’과 ‘ㅆ’(p=0.012, 0.014)의 대

치 오류는 학령기 중도 입국 집단과 다른 두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ㅂ-ㅃ

(1) 학령기 중도 입국 0.586 1.025

5.066 0.079(2) 학령기 이전 입국 0.000 0.000

(3) 국내 출생 0.168 0.731

ㅅ-ㅆ

(1) 학령기 중도 입국 26.274 61.977

9.629 0.008**(2) 학령기 이전 입국 0.130 0.450

(3) 국내 출생 2.336 9.545

ㅈ-ㅉ

(1) 학령기 중도 입국 3.216 7.794

6.021 0.049*(2) 학령기 이전 입국 0.127 0.441

(3) 국내 출생 0.000 0.000

ㅈ-ㅊ

(1) 학령기 중도 입국 2.976 7.784

4.517 0.102(2) 학령기 이전 입국 0.000 0.000

(3) 국내 출생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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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ㄹ’의 첨가 오류, ‘ㅁ’과 ‘ㅂ’, ‘ㅈ’와 ‘ㅉ’의 대치 오

류는 한국 거주 기간이 비교적 짧은 집단에서만 발견되며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오류 빈도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해당 초성을 음가에 맞게 구별하여 

쓰는 능력은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질 경우 학습자들이 자연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ㅅ’과 ‘ㅆ’의 대치 오류는 모든 집단에서 발견되었으나 학령

기 중도 입국 집단에서 오류 빈도가 특히 높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 따라서 해당 오류는 학습자 스스로 교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

며, 특히 한국 거주 기간이 짧은 학습자가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다.72)

유형 집단별 비교
검정 

통계량

표준 

오류

유의 

확률

ㄹ 첨가

(1) 학령기 중도 입국 - (2) 학령기 이전 입국 5.137 3.106 0.294

(2) 학령기 이전 입국 - (3) 국내 출생 3.077 2.384 0.591

(1) 학령기 중도 입국 - (3) 국내 출생 8.214 2.929 0.015*

ㅁ-ㅂ

(1) 학령기 중도 입국 - (2) 학령기 이전 입국 5.571 2.043 0.019*

(2) 학령기 이전 입국 - (3) 국내 출생 0.000 1.569 1.000

(1) 학령기 중도 입국 - (3) 국내 출생 5.571 1.927 0.012*

ㅅ-ㅆ

(1) 학령기 중도 입국 - (2) 학령기 이전 입국 10.302 3.577 0.012*

(2) 학령기 이전 입국 - (3) 국내 출생 -0.783 2.746 1.000

(1) 학령기 중도 입국 - (3) 국내 출생 9.519 3.373 0.014*

ㅈ-ㅉ

(1) 학령기 중도 입국 - (2) 학령기 이전 입국 4.291 2.470 0.247

(2) 학령기 이전 입국 - (3) 국내 출생 1.423 1.897 1.000

(1) 학령기 중도 입국 - (3) 국내 출생 5.714 2.330 0.043*

72) ‘ㄲ’과 ‘ㅋ’, ‘ㄷ’과 ‘ㅌ’, ‘ㅈ’와 ‘ㅊ’의 대치 오류의 경우, 오류 학

습자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오류 빈도에 대해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오류 유형이 나타난 빈도가 

높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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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

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집단별로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ㄱ-ㄲ ㄲ-ㅋ ㄷ-ㅌ ㄷ-ㄸ ㄸ-ㅌ ㄹ 첨가

(1) 한국어 능력 부족 41.67 8.33 8.33 16.67 8.33 33.33

(2) 한국어 능력 보통 15.00 5.00 10.00 25.00 5.00 5.00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 0.00 0.00 0.00 0.00 0.00

ㅁ-ㅂ ㅂ-ㅃ ㅅ-ㅆ ㅈ-ㅉ ㅈ-ㅊ

(1) 한국어 능력 부족 16.67 25.00 50.00 25.00 8.33

(2) 한국어 능력 보통 0.00 0.00 5.00 0.00 0.00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 0.00 0.00 0.00 0.00

<표 Ⅲ-8>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초성 오류 학습자의 비율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우

수한 집단에서는 초성 오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이 부족하다고 판정된 학습자들에게서만 나타난 오류는 ‘ㅁ’과 ‘ㅂ’, 

‘ㅂ’과 ‘ㅃ’, ‘ㅈ’과 ‘ㅊ’, ‘ㅈ’과 ‘ㅉ’의 대치 오류였다. 그 외

의 오류 유형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집단과 보통 수준인 집단에

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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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ㄱ-ㄲ

(1) 한국어 능력 부족 2.864 5.952

5.656 0.041(2) 한국어 능력 보통 0.594 1.945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 0.00

ㄲ-ㅋ

(1) 한국어 능력 부족 1.736 6.015

0.652 0.722(2) 한국어 능력 보통 0.442 1.928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ㄷ-ㄸ

(1) 한국어 능력 부족 3.726 11.980

1.989 0.370(2) 한국어 능력 보통 0.779 2.008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ㄷ-ㅌ

(1) 한국어 능력 부족 0.203 0.702

0.720 0.698(2) 한국어 능력 보통 1.408 5.775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ㄸ-ㅌ

(1) 한국어 능력 부족 0.855 2.961

0.583 0.747(2) 한국어 능력 보통 0.885 3.856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ㄹ-∅
(1) 한국어 능력 부족 8.005 23.867

6.432 0.040(2) 한국어 능력 보통 0.442 1.928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ㅁ-ㅂ

(1) 한국어 능력 부족 2.129 6.044

4.618 0.099(2) 한국어 능력 보통 0.000 0.000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ㅂ-ㅃ

(1) 한국어 능력 부족 0.607 1.145

7.111 0.029*(2) 한국어 능력 보통 0.000 0.000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표 Ⅲ-9>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초성 오류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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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ㄱ’과 ‘ㄲ’(p=0.041), ‘ㅂ’과 ‘ㅃ’(p=0.029), ‘ㅅ’과 

‘ㅆ’(p=0.002), ‘ㅈ’과 ‘ㅉ’(p=0.029)의 대치 오류에 대해서는 유형별 

오류 비율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73)7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각 유형별로 오류 

학습자의 비율과 오류 어절의 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73) ‘ㄱ’과 ‘ㄲ’의 대치 오류, ‘ㄹ’의 첨가 오류와 관련하여 사후 검정에서 모든 

대응 간 차이의 유의 수준이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ㄹ’ 첨가 오류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른 오류 빈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유형 집단별 비교 검정 통계량 표준 오류 유의 확률

ㄱ-ㄲ

(1) 한국어 능력 부족 - (2) 한국어 능력 보통 6.067 2.938 0.117

(2) 한국어 능력 보통 - (3) 한국어 능력 우수 2.600 3.533 1.000

(1) 한국어 능력 부족 - (3) 한국어 능력 우수 6.067 2.938 0.071

ㄹ-∅
(1) 한국어 능력 부족 - (2) 한국어 능력 보통 5.525 2.419 0.067

(2) 한국어 능력 보통 - (3) 한국어 능력 우수 0.975 2.090 1.000

(1) 한국어 능력 부족 - (3) 한국어 능력 우수 6.500 3.150 0.117

74) 사후 검정 결과에 따르면, ‘ㅂ’과 ‘ㅃ’(p=0.034), ‘ㅈ’과 ‘ㅉ’(p=0.034)의 대

치 오류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집단과 보통인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ㅅ’과 ‘ㅆ’의 대치 오류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집단이 

다른 두 집단 사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4, 0.034). 

ㅅ-ㅆ

(1) 한국어 능력 부족 18.928 47.975

12.328 0.002**(2) 한국어 능력 보통 0.143 0.623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ㅈ-ㅉ

(1) 한국어 능력 부족 2.003 5.962

7.111 0.029*(2) 한국어 능력 보통 0.000 0.000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ㅈ-ㅊ

(1) 한국어 능력 부족 1.736 6.014

2.250 0.325(2) 한국어 능력 보통 0.000 0.000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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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한 집단에서는 초성을 음가에 맞게 쓰

지 못한 오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일상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

을 만큼 우수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학습자들은 초성을 음가에 맞

게 표기하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ㅂ’과 ‘ㅃ’, ‘ㅈ’과 ‘ㅊ’, ‘ㅈ’과 ‘ㅉ’의 대치 오류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집단에서만 나타나며 오류 빈도에서도 한국

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다. 학습자들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

우에만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해당 초성의 표기는 비교적 학습이 쉬운 유

형으로 보인다.75)

유형 집단별 비교 검정 통계량 표준 오류 유의 확률

ㅂ-ㅃ

(1) 한국어 능력 부족 - (2) 한국어 능력 보통 4.875 1.924 0.034*

(2) 한국어 능력 보통 -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2.314 1.000

(1) 한국어 능력 부족 - (3) 한국어 능력 우수 4.875 2.506 0.155

ㅅ-ㅆ

(1) 한국어 능력 부족 - (2) 한국어 능력 보통 9.042 2.786 0.004*

(2) 한국어 능력 보통 - (3) 한국어 능력 우수 0.875 3.351 1.000

(1) 한국어 능력 부족 - (3) 한국어 능력 우수 9.917 3.629 0.019*

ㅈ-ㅉ

(1) 한국어 능력 부족 - (2) 한국어 능력 보통 4.875 1.924 0.034*

(2) 한국어 능력 보통 -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2.314 1.000

(1) 한국어 능력 부족 - (3) 한국어 능력 우수 4.875 2.506 0.155

75) ‘ㅂ’과 ‘ㅃ’, ‘ㅈ’과 ‘ㅊ’, ‘ㅈ’과 ‘ㅉ’의 대치 오류 외의 다른 초성 

오류에 대해서는 오류 학습자의 분포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오류 빈도의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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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학년별 비교

  학년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의 비율을 확

인하였다. 집단별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ㄱ-ㄲ ㄲ-ㅋ ㄷ-ㄸ ㄷ-ㅌ ㄸ-ㅌ ㄹ-∅
(1) 저학년 11.11 11.11 22.22 0.00 0.00 11.11

(2) 중학년 35.29 5.88 23.53 11.76 11.76 17.65

(3) 고학년 7.69 0.00 7.69 7.69 0.00 7.69

ㅁ-ㅂ ㅂ-ㅃ ㅅ-ㅆ ㅈ-ㅉ ㅈ-ㅊ

(1) 저학년 11.11 0.00 22.22 11.11 11.11

(2) 중학년 5.88 5.88 23.53 11.76 0.00

(3) 고학년 0.00 15.38 7.69 0.00 0.00

<표 Ⅲ-10> 학년별 초성 오류 학습자의 비율

   학년이 높은 학습자들도 오류를 범한 유형은 ‘ㄱ’과 ‘ㄲ’, ‘ㄷ’과 

‘ㄸ’, ‘ㄷ’과 ‘ㅌ’, ‘ㅂ’과 ‘ㅃ’, ‘ㅅ’과 ‘ㅆ’의 대치 오류, 

‘ㄹ’의 첨가 오류이다.76) 한편, 학년이 비교적 낮은 집단에서만 나타난 유

형은 ‘ㄲ’과 ‘ㅋ’, ‘ㄸ’과 ‘ㅌ’, ‘ㅁ’과 ‘ㅂ’, ‘ㅈ’과 ‘ㅉ’, 

‘ㅈ’과 ‘ㅊ’의 대치 오류이다.77)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76) 이 중 ‘ㄱ’과 ‘ㄲ’, ‘ㄷ’과 ‘ㄸ’, ‘ㅅ’과 ‘ㅆ’의 대치 오류, ‘ㄹ’의 

첨가 오류는 학년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오류가 관찰되었으며, ‘ㄷ’과 ‘ㅌ’, 

‘ㅂ’과 ‘ㅃ’의 대치 오류의 경우 고학년 집단을 포함한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77) ‘ㄲ’과 ‘ㅋ’, ‘ㅁ’과 ‘ㅂ’, ‘ㅈ’과 ‘ㅉ’의 대치 오류는 저학년과 중학

년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ㄸ’와 ‘ㅌ’의 대치 오류는 중학년 집단에서만 

나타나며, ‘ㅈ’과 ‘ㅊ’의 대치 오류는 저학년 집단에서만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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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ㄱ-ㄲ

(1) 저학년 2.604 7.376

3.507 0.173(2) 중학년 1.317 2.418

(3) 고학년 0.187 0.673

ㄲ-ㅋ

(1) 저학년 2.604 7.366

1.404 0.496(2) 중학년 0.494 2.038

(3) 고학년 0.000 0.000

ㄷ-ㄸ

(1) 저학년 5.600 14.614

1.564 0.458(2) 중학년 0.802 2.113

(3) 고학년 0.084 0.304

ㄷ-ㅌ

(1) 저학년 0.000 0.000

1.178 0.555(2) 중학년 1.626 6.119

(3) 고학년 0.119 0.429

ㄸ-ㅌ

(1) 저학년 0.00 0.00

2.656 0.265(2) 중학년 1.59 4.64

(3) 고학년 0.00 0.00

ㄹ-ㅇ

(1) 저학년 10.417 29.463

0.648 0.723(2) 중학년 1.132 2.911

(3) 고학년 0.145 0.524

ㅁ-ㅂ

(1) 저학년 2.604 7.366

1.404 0.496(2) 중학년 0.277 1.144

(3) 고학년 0.000 0.000

ㅂ-ㅃ

(1) 저학년 0.000 0.000

1.998 0.368(2) 중학년 0.987 0.407

(3) 고학년 0.432 1.065

<표 Ⅲ-11> 학년별 초성 오류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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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모든 유형에 대해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다(p>0.05). 

  오류 학습자에 대한 분포 분석 결과와 오류 빈도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

를 종합할 때, ‘ㄱ’과 ‘ㄲ’, ‘ㄷ’과 ‘ㄸ’, ‘ㄷ’과 ‘ㅌ’, ‘ㅂ’

과 ‘ㅃ’, ‘ㅅ’과 ‘ㅆ’ 대치 오류, ‘ㄹ’의 첨가 오류가 학년에 관게없

이 발견되며 오류 빈도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유형은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으며 다문화 

가정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요소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78) 

78) ‘ㄲ’과 ‘ㅋ’, ‘ㄸ’과 ‘ㅌ’, ‘ㅁ’과 ‘ㅂ’, ‘ㅈ’과 ‘ㅉ’, ‘ㅈ’과 

‘ㅊ’의 대치 오류의 경우, 오류 학습자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오류 빈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오류 유형이 나타난 빈도가 높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ㅅ-ㅆ

(1) 저학년 21.173 58.796

1.341 0.512(2) 중학년 3.215 10.094

(3) 고학년 0.448 1.615

ㅈ-ㅉ

(1) 저학년 2.604 7.376

1.581 0.454(2) 중학년 0.189 0.533

(3) 고학년 0.000 0.000

ㅈ-ㅊ

(1) 저학년 2.604 7.366

3.333 0.189(2) 중학년 0.000 0.000

(3) 고학년 0.000 0.000



- 84 -

2.1.2. 중성 오류

2.1.2.1. 오류 유형 및 원인 설명

  중성과 관련하여 ‘ㅏ’와 ‘ㅐ’, ‘ㅏ’와 ‘ㅓ’, ‘ㅓ’와 ‘ㅔ’, 

‘ㅓ’와 ‘ㅣ’, ‘ㅗ’와 ‘ㅓ’, ‘ㅗ’와 ‘ㅜ’, ‘ㅜ’와 ‘ㅡ’의 대

치 오류가 나타난다. 유형별로 오류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러한 오류는 대체로 학습자들이 해당 모음자를 음가에 맞게 쓸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후 면담에서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들은 자신이 대치 오

류를 범한 중성자를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거나, 해당 중성자가 포함된 어

휘를 듣고 소리에 맞게 쓰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ㅏ’와 ‘ㅐ’의 혼동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모음 체계의 차이와 용언의 

불규칙한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에는 ‘ㅐ’에 대응

유형 세부 오류 사례

ㅏ-ㅐ
ㅏ→ㅐ 왜냐해면(ü왜냐하면), 좋아핸다(ü좋아한다), 지내갔다(ü지나갔다)

ㅐ→ㅏ 다양하요(ü다양해요), 하도(ü해도), 번짜(ü번째)

ㅏ-ㅓ
ㅏ→ㅓ 꾸지럼을(ü꾸지람을), 출판서(ü출판사), 너에게(ü나에게)

ㅓ→ㅏ 관잘(ü관절), 느잤다(ü늦었다)

ㅓ-ㅔ ㅔ→ㅓ 거기어(ü거기에), 더려다(ü데려다), 집어(ü집에)

ㅓ-ㅣ
ㅓ→ㅣ 인징(ü인정), 맛있있다(ü맛있었다)

ㅣ→ㅓ 어럴(ü어릴)

ㅗ-ㅓ
ㅗ→ㅓ 피렸한다(필요하다), 필려했다(ü필요했다), 음려수도(ü음료수도)

ㅓ→ㅗ 먹으로(ü먹으러), 타로(ü타러), 존도(ü정도)

ㅗ-ㅜ
ㅗ→ㅜ 지금부다(ü지금보다), 뭇(ü못), 물눌이를(ü물놀이를)

ㅜ→ㅗ 모려(ü무려), 아모(ü아무), 소지폼이(ü소지품이)

ㅜ-ㅡ
ㅜ→ㅡ 노습자(ü노숙자), 교흔(ü교훈), 믈도(ü물도)

ㅡ→ㅜ 부루면서(ü부르면서), 둥굴게(ü둥글게), 나뿐(ü나쁜)

<표 Ⅲ-12> 중성 오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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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음이 없으며, ‘ㅏ’의 경우 ‘a’와 대응하나 혀의 위치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어의 ‘a’는 한국어의 ‘ㅏ’보다 혀가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ㅏ’를 중국어와 유사하게 발음할 경우 ‘ㅐ’와 ‘ㅏ’의 차이가 

줄어든다.79) 이러한 혼란은 ‘-아/어’가 결합하는 동사의 활용형의 습득과 

관련하여 심화,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ㅏ’와 ‘ㅐ’를 대치한 오류 중 

대부분이 ‘-하다’류 용언의 활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하다’ 및 ‘-하다’가 포함된 합성 동사와 합성 형용사는 모두 ‘ㅏ’ 불

규칙 용언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ㅐ’가 된다(배

주채, 2007). 이처럼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불규칙성이 글자와 음가에 대

한 혼동과 연관되어 ‘-하다’류 용언이 아닌 경우에도 ‘ㅏ’와 ‘ㅐ’의 

대치가 나타나고 있다.80)

  ‘ㅏ’와 ‘ㅓ’의 대치 또한 중국어의 영향으로 두 모음의 차이가 줄어

들면서, 학습자들이 구별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ㅏ’와 ‘ㅓ’는 

모두 중설 모음이며 평순 모음이지만 혀의 위치와 높이에서 차이가 있다. 발

음 시 혀의 위치를 살펴보면 ‘ㅏ’가 ‘ㅓ’보다 다소 앞에 위치하고, 혀의 

높이는 ‘ㅏ’가 ‘ㅓ’보다 낮다. 한국어의 ‘ㅏ’는 중국어의 모음 ‘a’

와 유사하지만, ‘ㅏ’는 중국어의 저모음 ‘a’보다 뒤에서 발음된다. 한국

어의 ‘ㅓ’는 중국어 모음 ‘e[ɤ]’과 대응시킬 수 있으나, 중국어의 

‘e[ɤ]’는 후설 중고모음으로 혀의 위치가 ‘ㅓ’보다 높게 발음된다.81) 이

79) 한국어의 ‘ㅏ’와 ‘ㅐ’는 모두 평순 모음이며 저모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두 

모음을 발음할 때의 혀의 위치에서 차이가 있는데, ‘ㅐ’를 발음할 때는 혀가 앞에 

위치하고, ‘ㅏ’를 발음할 때에는 혀가 뒤에 위치한다. 
80) 사후 면담에서 SA-27, 39 학습자는 ‘다양해다’와 ‘다양하다’, ‘다양하요’와 

‘다양해요’ 등을 혼동하였지만 ‘차’와 ‘채’를 구별하여 쓰거나 발음할 수 있었

다. 반면, SA-02, 03, 32 학습자는 ‘-하다’류 용언이 아닌 경우에도 ‘ㅏ’와 ‘ㅐ’

를 혼동하였다. ‘-하다’류 용언에서만 ‘ㅏ’와 ‘ㅐ’를 혼동한 학습자는 한국 거

주 기간이 길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보통 수준인 반면,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은 

한국 거주 기간이 짧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81) 다만 중국어의 ‘e’가 비모음과 결합할 때의 변이음([ə])은 한국어 ‘ㅓ’와 유사

하다. 이러한 변이음이 실현되는 예로는 ‘能(neng, [nəɧ])’이나 冷(leng, [ləɧ])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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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한국어의 ‘ㅏ, ㅓ’와 중국어의 ‘a, e’를 대조하면 ‘a’와 ‘e’가 

‘ㅏ’와 ‘ㅓ’보다 혀의 높낮이와 위치 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학습자의 경우 ‘ㅏ’와 ‘ㅓ’의 변

별이 중국어의 ‘a, e’의 변별보다 어려울 수 있다. ‘ㅏ’와 ‘ㅓ’를 대

치하는 오류를 보인 학습자들은 사후 면담에서 ‘ㅏ’와 ‘ㅓ’를 구별하거

나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82)

  ‘ㅓ’와 ‘ㅔ’ 또한 중국어의 영향으로 학습자들이 구별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ㅓ’와 ‘ㅔ’는 모두 중모음이며 평순 모음이다. 또한 중

국어 음운 중에는 ‘ㅓ’와 ‘ㅔ’와 1 대 1로 대응하는 음운이 없고 변이음

으로만 존재한다.83) 따라서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두 모음의 음가를 정확

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태적인 유사성에 이끌려 대치 오류를 범하는 것

으로 추측된다. 

  ‘ㅓ’와 ‘ㅣ’의 대치 오류는 모음을 적는 과정에서 구어적 변이를 과

잉 일반화하거나 선행 혹은 후행 모음에 쉽게 이끌려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에서 ‘ㅣ’와 ‘ㅓ’는 모어 화자들에게는 쉽게 구별되는 음운이다. 

그러나 ‘네’가 ‘니’로, ‘제’가 ‘지’로 읽히는 것과 같이 구어에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ㅓ’와 ‘ㅔ’가 ‘ㅣ’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노

대규, 1996)84). 이러한 현상이 실생활에서 매우 빈도가 높은 인칭 대명사와의 

결합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모음자와 음가의 

대응 관계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행 또는 후행 

82) 학습자에 따라 정확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SA-02 학습자는 단음절에서도 

‘ㅓ’와 ‘ㅏ’를 구별하지 못했으나, SA-22, 23, 38 학습자는 단음절에서는 ‘ㅓ’와 

‘ㅏ’를 구분할 수 있는 반면 오류 사례의 어휘에 대해서는 ‘ㅓ’와 ‘ㅏ’를 혼동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들은‘ㅓ’와 ‘ㅏ’의 기본적인 음가는 알고 있으

나 그 지식이 완전하지 않아 어휘에 따라 이를 혼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83) ‘ㅓ’는 ‘e’이 비운미와 결합할 때의 변이음 [ə]과 유사하고, ‘ㅔ’는 ‘e’이 

‘i’와 결합하여 복운모일 경우의 변이음 [ie]와 유사하다.
84) 노대규(1996)에서 제시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지/저]는 아무 것도 몰라요.”, 

“[니/너]는 몰라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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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에 이끌려 ‘ㅓ’와 ‘ㅣ’를 대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유형 가운

데 인접 음절과 같은 모음으로 대치하는 오류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

향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해 이소영(2003)은 “인접한 음절과 동일한 모음을 쓰려는 의도에서 발생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ㅗ’와 ‘ㅓ’의 대치 오류는 학습자들이 중국어 ‘o’의 영향으로 음가

를 혼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의 ‘ㅗ’와 달리 중국어

의 ‘o’는 원순성이 약하기 때문에 ‘多(duo, [t’uə])’나 ‘火(huo, 

[xuə])’처럼 ‘o’가 ‘[ə]’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김성란, 2012). 한국어

에서 ‘ㅗ’와 ‘ㅓ’가 모두 혀가 뒤쪽에서 발음되는 중모음으로 입술 모양

의 차이에 의해서만 구별되기 때문에, 중국어 ‘o’와 같이 ‘ㅗ’의 원순성

을 약하게 인식한다면 한국어에서 ‘ㅓ’와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학습자들

의 오류 양상에서는 ‘ㅗ, ㅓ’의 대치는 물론 ‘ㅛ, ㅕ’의 대치도 확인할 

수 있다. ‘ㅛ’와 ‘ㅕ’는 ‘ㅓ’와 ‘ㅗ’에 반모음 ‘y’가 결합한 것이

므로 ‘ㅗ’와 ‘ㅓ’의 구별이 어렵다면 ‘ㅛ’와 ‘ㅕ’에서도 유사한 오

류를 범하기 쉽다.

  모음 ‘ㅗ’와 ‘ㅜ’의 대치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국어의 모음 

‘ㅗ’는 중국어의 모음 ‘o’에, ‘ㅜ’는 ‘u’와 대응하며, 혀의 위치나 

높이도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어의 ‘ㅗ’와 중국어의 ‘o’는 큰 차이가 있

다. 김성란(2012)에 따르면 중국어의 ‘o’는 [o]로 음성 표기를 하지만 실제

로 한국어 모음으로는 ‘ㅗㅜ’처럼 발음되며, 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ㅗ’를 발음할 때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ㅗㅜ’로 발음하는 경

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중국계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에도 ‘ㅗ’와 ‘ㅜ’의 음가를 혼동하여 대치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ㅗ, ㅓ’와 유사하게 한국어의 ‘ㅜ’와 ‘ㅡ’또한 원순성의 유무로만 

구별된다는 점에서 구별이 어려운 모음이다. 혀의 위치에 관계없이 입술의 

모양을 둥글게 하면 ‘ㅜ’, 그렇지 않으면 ‘ㅡ’로 인식되기 때문이다(배

주채, 2007). 특히 ‘ㅡ’는 중국어의 모음 체계에는 없는 음운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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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습하기 어려운 모음으로 알려져 있다(이소영, 

2003). 따라서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들이 ‘ㅜ’와 ‘ㅡ’를 혼동하여 

서로 대치하는 오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2.1.2.2. 한국 거주 기간별 비교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중성 오류의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먼저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집단별 오류 학습자

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ㅏ-ㅐ ㅏ-ㅓ ㅓ-ㅔ ㅓ-ㅣ ㅗ-ㅓ ㅗ-ㅜ ㅜ-ㅡ

(1) 학령기 중도 입국 42.86 14.29 14.29 42.86 14.29 42.86 14.29

(2) 학령기 이전 입국 7.69 23.08 7.69 0.00 0.00 15.38 15.38

(3) 국내 출생 5.26 0.00 0.00 0.00 15.79 5.26 15.79

<표 Ⅲ-13> 한국 거주 기간별 중성 오류 학습자의 비율

  한국 거주 기간이 가장 긴 학습자들도 오류를 범한 유형은 ‘ㅏ’와 

‘ㅐ’, ‘ㅗ’와 ‘ㅓ’, ‘ㅗ’와 ‘ㅜ’, ‘ㅜ’와 ‘ㅡ’의 대치 오류이

다.85) 한편, 한국 거주 기간이 비교적 짧은 집단에서만 나타난 유형은 ‘ㅏ’

와 ‘ㅓ’, ‘ㅓ’와 ‘ㅔ’, ‘ㅓ’와 ‘ㅣ’의 대치 오류이다.86)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85) 이 중 ‘ㅏ’와 ‘ㅐ’, ‘ㅗ’와 ‘ㅜ’, ‘ㅜ’와 ‘ㅡ’의 대치 오류는 한국 거

주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오류가 관찰되었으며, ‘ㅗ’와 ‘ㅓ’의 대치 오

류는 중도 입국 집단과 국내 출생 집단에서 오류가 나타났다. 
86)  ‘ㅏ’와 ‘ㅓ’, ‘ㅓ’와 ‘ㅔ’의 대치 오류는 학령기 중도 입국 집단과 학령

기 이전 입국 집단에서 관찰되었으며, ‘ㅓ’와 ‘ㅣ’의 대치 오류는 한국 거주 기간

이 가장 짧은 중도 입국 집단에서만 포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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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ㅏ’와 ‘ㅐ’(p=0.030), ‘ㅓ’와 ‘ㅣ’(p=0.001)의 대치 오

류에 대해서 유형별 오류 비율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87) 

87) 사후 검정에서는 ‘ㅏ’와 ‘ㅐ’의 경우 학령기 중도 입국 집단과 국내 출생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p=0.034), ‘ㅓ’와 ‘ㅣ’의 경우 학령

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ㅏ-ㅐ

(1) 학령기 중도 입국 2.709 5.200

7.012 0.030*(2) 학령기 이전 입국 0.087 0.393

(3) 국내 출생 0.187 0.814

ㅏ-ㅓ

(1) 학령기 중도 입국 0.624 1.650

4.353 0.113(2) 학령기 이전 입국 0.636 1.178

(3) 국내 출생 0.000 0.000

ㅓ-ㅔ

(1) 학령기 중도 입국 0.416 1.100

2.416 0.299(2) 학령기 이전 입국 0.127 0.441

(3) 국내 출생 0.000 0.000

ㅓ-ㅣ

(1) 학령기 중도 입국 1.121 1.750

14.449 0.001**(2) 학령기 이전 입국 0.000 0.000

(3) 국내 출생 0.000 0.000

ㅗ-ㅓ

(1) 학령기 중도 입국 8.929 23.623

2.164 0.339(2) 학령기 이전 입국 0.000 0.000

(3) 국내 출생 0.413 1.033

ㅗ-ㅜ

(1) 학령기 중도 입국 6.569 15.511

5.431 0.066(2) 학령기 이전 입국 0.978 3.072

(3) 국내 출생 0.238 1.038

ㅜ-ㅡ

(1) 학령기 중도 입국 0.240 0.634

0.055 0.973(2) 학령기 이전 입국 1.663 4.854

(3) 국내 출생 0.653 1.603

<표 Ⅲ-14> 한국 거주 기간별 중성 오류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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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각 유형별로 오류 학습

자의 비율과 오류 어절의 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ㅗ’와 ‘ㅓ’, ‘ㅗ’와 ‘ㅜ’, ‘ㅜ’와 ‘ㅡ’의 대치 오류

는 국내 출생 집단에서도 발견되며, 오류 빈도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가 없

었다. 따라서 이러한 모음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적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화석화되거나 다른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둘째, ‘ㅓ’와 ‘ㅣ’의 대치 오류는 한국 거주 기간이 비교적 짧은 집단

에서만 발견되며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오류 빈도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해당 오류는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학습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ㅏ’와 ‘ㅐ’의 대치 오류는 모든 집단에서 발견되었으나 학령기 

중도 입국 집단에서 오류 빈도가 특히 높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따라서 해당 오류 유형은 한국 거주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어려운 

요소이며 특히 한국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88)

기 중도 입국 집단과 다른 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20, 0.001).

유형 집단별 비교
검정 

통계량

표준 

오류

유의 

확률

ㅏ-ㅐ

(1) 학령기 중도 입국 - (2) 학령기 이전 입국 7.154 3.106 0.064

(2) 학령기 이전 입국 - (3) 국내 출생 0.267 2.384 1.000

(1) 학령기 중도 입국 - (3) 국내 출생 7.421 2.929 0.034*

ㅓ-ㅣ

(1) 학령기 중도 입국 - (2) 학령기 이전 입국 8.357 2.470 0.002**

(2) 학령기 이전 입국 - (3) 국내 출생 0.000 1.879 1.000

(1) 학령기 중도 입국 - (3) 국내 출생 8.357 2.330 0.001**

88) ‘ㅏ’와 ‘ㅓ’, ‘ㅓ’와 ‘ㅔ’의 대치 오류의 경우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비교

했을 때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오류 빈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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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습

자의 수를 확인하였다. 집단별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ㅏ-ㅐ ㅏ-ㅓ ㅓ-ㅔ ㅓ-ㅣ ㅗ-ㅓ ㅗ-ㅜ ㅜ-ㅡ

(1) 한국어 능력 부족 25.00 8.33 16.67 25.00 8.33 41.67 25.00

(2) 한국어 능력 보통 10.00 10.00 0.00 0.00 15.00 5.00 10.00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 14.29 0.00 0.00 0.00 0.00 14.29

<표 Ⅲ-15>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중성 오류 학습자의 비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오류가 나타난 유형은 

‘ㅏ’와 ‘ㅓ’, ‘ㅜ’와 ‘ㅡ’의 대치 오류이다. 또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집단과 보통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유형은 ‘ㅏ’와 

‘ㅐ’, ‘ㅗ’와 ‘ㅓ’, ‘ㅗ’와 ‘ㅜ’의 대치 오류이다. 한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 집단에서만 나타난 유형은 ‘ㅓ’와 ‘ㅔ’, 

‘ㅓ’와 ‘ㅣ’의 대치 오류이다.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는 다

음 표와 같다. 

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ㅏ-ㅐ

(1) 한국어 능력 부족 1.580 4.086

2.814 0.245(2) 한국어 능력 보통 0.242 0.835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표 Ⅲ-16>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중성 오류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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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ㅓ’와 ‘ㅣ’(p=0.029), ‘ㅗ’와 ‘ㅜ’(p=0.008)의 대치 오

류에 대해서는 유형별 오류 비율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89) 그 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각 유형별로 오류 

학습자의 비율과 오류 어절의 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ㅏ’와 ‘ㅓ’, ‘ㅜ’와 ‘ㅡ’의 대치 오류는 모든 집단에서 오

류가 나타났으며 오류 빈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유형은 

89) 사후 검정 결과에 따르면, ‘ㅓ’와 ‘ㅣ’의 대치 오류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집단과 보통인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고(p=0.034), ‘ㅗ’와 ‘ㅜ’의 대치 오류는 한

국어 능력이 부족한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013, 0.043). 

ㅏ-ㅓ

(1) 한국어 능력 부족 0.364 1.260

0.086 0.958(2) 한국어 능력 보통 0.299 0.901

(3) 한국어 능력 우수 0.279 0.738

ㅓ-ㅔ

(1) 한국어 능력 부족 0.370 0.913

4.618 0.099(2) 한국어 능력 보통 0.000 0.000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ㅓ-ㅣ

(1) 한국어 능력 부족 0.654 0.415

7.111 0.029*(2) 한국어 능력 보통 0.000 0.000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ㅗ-ㅓ

(1) 한국어 능력 부족 5.208 18.042

1.198 0.549(2) 한국어 능력 보통 0.413 1.033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ㅗ-ㅜ

(1) 한국어 능력 부족 5.100 11.940

9.691 0.008**(2) 한국어 능력 보통 0.552 0.240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ㅜ-ㅡ

(1) 한국어 능력 부족 0.944 1.880

1.164 0.559(2) 한국어 능력 보통 1.050 3.883

(3) 한국어 능력 우수 0.39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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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도 어려운 유형이므로 학습의 어

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ㅗ’와 ‘ㅜ’의 대치 오류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보통이거

나 부족한 학습자들에게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경우 오류 빈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일상생활

에서 지장이 없을 정도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유형의 모음들을 서로 구별하여 음가에 맞게 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

며,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할 경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ㅓ’와 ‘ㅣ’의 대치 오류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집

단에서만 발견되며 오류 빈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해당 오류 유형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보통 수준 이상인 경

우에는 어려움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비교적 학습이 쉬운 요소로 보인다.90) 

2.1.2.4. 학년별 비교

  학년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의 비율을 확

인하였다. 집단별로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유형 집단별 비교
검정 

통계량

표준 

오류

유의 

확률

ㅓ-ㅣ

(1) 한국어 능력 부족 - (2) 한국어 능력 보통 4.875 1.924 0.034*

(2) 한국어 능력 보통 -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2.314 1.000

(1) 한국어 능력 부족 - (3) 한국어 능력 우수 4.875 2.506 0.155

ㅗ-ㅜ

(1) 한국어 능력 부족 - (2) 한국어 능력 보통 7.483 2.614 0.013*

(2) 한국어 능력 보통 - (3) 한국어 능력 우수 0.850 3.144 1.000

(1) 한국어 능력 부족 - (3) 한국어 능력 우수 8.333 3.405 0.043*

90) ‘ㅏ’와 ‘ㅐ’, ‘ㅗ’와 ‘ㅓ’, ‘ㅓ’와 ‘ㅔ’의 대치 오류는 한국어 의사소

통 능력이 부족하거나 보통인 학습자에게서만 발견되었으나 오류 빈도에 대해서는 한

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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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ㅏ-ㅐ ㅏ-ㅓ ㅓ-ㅔ ㅓ-ㅣ ㅗ-ㅓ ㅗ-ㅜ ㅜ-ㅡ

(1) 저학년 11.11 11.11 0.00 0.00 33.33 11.11 0.00

(2) 중학년 17.65 5.88 5.88 11.76 5.88 11.76 29.41

(3) 고학년 7.69 15.38 7.69 7.69 0.00 23.08 7.69

<표 Ⅲ-17> 학년별 중성 오류 학습자의 비율

   학년이 높은 학습자들도 오류를 범한 유형은 ‘ㅏ’와 ‘ㅐ’, ‘ㅏ’와 

‘ㅓ’, ‘ㅓ’와 ‘ㅔ’, ‘ㅓ’와 ‘ㅣ’, ‘ㅗ’와 ‘ㅜ’, ‘ㅜ’와 

‘ㅡ’의 대치 오류이다.91) 한편, 학년이 비교적 낮은 집단에서만 나타난 유

형은 ‘ㅗ’와 ‘ㅓ’의 대치 오류이다.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91) 이 중 ‘ㅏ’와 ‘ㅐ’, ‘ㅏ’와 ‘ㅓ’, ‘ㅗ’와 ‘ㅜ’의 대치 오류는 학년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오류가 관찰되었으며, ‘ㅓ’와 ‘ㅔ’, ‘ㅓ’와 ‘ㅣ’, 

‘ㅜ’와 ‘ㅡ’의 대치 오류는 중학년과 고학년 집단에서 나타났다. 

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ㅏ-ㅐ

(1) 저학년 0.443 1.254

0.697 0.706(2) 중학년 1.091 3.467

(3) 고학년 0.112 0.494

ㅏ-ㅓ

(1) 저학년 0.392 1.108

0.848 0.654(2) 중학년 0.115 0.474

(3) 고학년 0.532 1.350

<표 Ⅲ-18> 학년별 중성 오류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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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 분석 결과, ‘ㅗ’와 ‘ㅓ’의 대치 오류(p=0.026)에 대해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9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학년에 따라 오류 학습자의 분포와 오류 빈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ㅏ’와 ‘ㅐ’, ‘ㅏ’와 ‘ㅓ’, ‘ㅓ’와 ‘ㅔ’, ‘ㅓ’와 

‘ㅣ’, ‘ㅗ’와 ‘ㅜ’, ‘ㅜ’와 ‘ㅡ’의 대치 오류는 학년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며 오류 빈도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92) 사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ㅗ’와 ‘ㅓ’의 대치 오류(p=0.031)는 저학년과 고학년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있었다(p<0.05). 

유형 집단별 비교
검정 

통계량

표준 

오류

유의 

확률

ㅗ-ㅓ

(1) 저학년 - (2) 중학년 5.608 2.475 0.070

(2) 중학년 - (3) 고학년 1.059 2.212 1.000

(1) 저학년 - (3) 고학년 6.667 2.604 0.031*

ㅓ-ㅔ

(1) 저학년 0.000 0.000

0.684 0.710(2) 중학년 0.898 0.370

(3) 고학년 0.224 0.807

ㅓ-ㅣ

(1) 저학년 0.000 0.000

1.178 0.555(2) 중학년 0.376 1.190

(3) 고학년 0.112 0.404

ㅗ-ㅓ

(1) 저학년 8.595 21.828

7.297 0.026*(2) 중학년 0.093 0.383

(3) 고학년 0.000 0.000

ㅗ-ㅜ

(1) 저학년 5.208 14.731

0.734 0.693(2) 중학년 0.690 2.588

(3) 고학년 0.680 1.412

ㅜ-ㅡ

(1) 저학년 0.000 0.000

4.550 0.103(2) 중학년 1.736 4.167

(3) 고학년 0.34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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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들 모음을 혼동하는 경우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해당 요소를 표

기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며, 오류가 화석화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ㅗ’와 ‘ㅓ’의 대치 오류는 학년이 낮은 집단에서만 나타나며 

오류 빈도에 대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ㅗ’와 ‘ㅓ’를 음가에 맞게 쓰는 것을 어려워하더라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해당 유형의 표기를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3. 종성 오류

2.1.3.1. 오류 유형 및 원인 설명

  종성 오류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모든 종성과 관련하여 다양

하여 나타난다. 종성 오류의 유형으로는 ‘ㄱ’과 ‘ㄷ’, ‘ㄱ’과 ‘ㅇ’, 

‘ㄴ’과 ‘ㅁ’, ‘ㄴ’과 ‘ㅇ’, ‘ㅁ’과 ‘ㅂ’의 대치 오류, ‘ㄴ’의 

누락 오류, ‘ㄷ’과 ‘ㄹ’의 첨가 또는 누락 오류가 있었다. 유형별 오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유형 세부 사례

ㄱ-ㄷ
ㄱ→ㄷ 박다(ü봤다), 늑게(ü늦게), 약보는(ü얕보는)

ㄷ→ㄱ 멌었습니다(ü먹었습니다), 솔짓히(ü솔직히)

ㄱ-ㅇ
ㄱ→ㅇ 성경은(ü성격은), 동장(ü동작), 자작(ü자장)

ㅇ→ㄱ 색각해(ü생각해)

ㄴ-∅
ㄴ 누락 지화가(ü진화가), 같으(ü같은), 그데(ü근데)

ㄴ 누락

(비음화)
예날의(ü옛날의), 마는대(ü맞는데), 그래는데(ü그랬는데)

ㄴ-ㅁ
ㄴ→ㅁ 함참(ü한참), 느낌(ü느낀), 그럼(ü그런)

ㅁ→ㄴ 요즌에(ü요즘에), 마친(ü마침), 그런(ü그럼)

<표 Ⅲ-19> 종성 오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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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 오류는 ‘ㄱ’과 ‘ㄷ’, ‘ㄱ’과 ‘ㅇ’, ‘ㄴ’과 ‘ㅁ’, ‘ㄴ’

과 ‘ㅇ’, ‘ㅁ’과 ‘ㅂ’ 사이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오류는 모두 유사한 

특징이 있는 종성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ㄱ’과 ‘ㄷ’, 

‘ㄴ’과 ‘ㅁ’, ‘ㄴ’과 ‘ㅇ’은 조음 위치는 다르지만 조음 방법이 같

으며, ‘ㄱ’과 ‘ㅇ’, ‘ㄴ’과 ‘ㄹ’, ‘ㅁ’과 ‘ㅂ’은 조음 방법이 다

르지만 조음 위치가 같다. 

  ‘ㄱ’과 ‘ㄷ’은 모두 폐쇄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ㄱ’와 ‘ㅇ’, 

‘ㅁ’과 ‘ㅂ’은 각각 같은 조음 위치에서 발음되는 장애음과 공명음이

다.93) ‘ㄴ’과 ‘ㄹ’도 유사한 위치에서 조음되며 공명음이라는 성질을 공

유하고, ‘ㄴ’과 ‘ㅁ’은 조음 위치는 다르지만 공명음이라는 공통점이 있

다. 또한 이러한 오류에서 대치되는 종성 중 하나 이상이 중국어에는 없고 

한국어에만 존재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중국어에 없는 종성자의 음가를 정

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성 사이의 유사점으로 인해 해당 종성들의 

구별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3) ‘ㄱ’과 ‘ㅇ’, ‘ㅁ’과 ‘ㅂ’을 비교하여 보면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는 

동일하고 비강으로 숨이 통과하는지의 여부만 다르다(이익섭, 2011). 

ㄴ-ㅇ
ㄴ→ㅇ 작전한(ü작정한), 민만했다(ü민망했다), 엄천(ü엄청)

ㅇ→ㄴ 중중할(ü존중할), 하양색(ü하얀색)

ㄷ-∅
ㅅ 첨가 뭇번생이(ü모범생이), 뭇섭워다(ü무서웠다), 잇겨서(ü이겨서)

ㅆ 첨가 있었서(ü있어서), 돌았갔다(ü돌아갔다), 했었요(ü했어요)

ㅆ 누락 주어다(ü주었다), 좋게다고(ü좋겠다고), 맛이다(ü맛있다)

ㄹ-∅
중복 먹을러(ü먹으러), 라면을로(ü라면으로), 살러(ü사러)

ㄹ 첨가 팔(ü파), 넣얼(ü넣어)

ㄹ 누락 자(ü잘), 벼로(ü별로), 옷으(ü옷을)

ㅁ-ㅂ
ㅁ→ㅂ 힙들고(ü힘들고), 합께하니(ü함께하니), 지급가지(ü지금까지)

ㅂ→ㅁ 함참(ü한참), 탐(ü탑)

ㅇ-∅ ㅇ 누락 차의력(ü창의력), 엄처(ü엄청), 그냐(ü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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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ㄴ’과 ‘ㅇ’은 중국어에 모두 존재하는 종성인데도 서로 대치

하는 오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ㄴ, ㅇ’은 중국어에 있는 종성인데도 중국인 학습자들

이 대치 오류를 많이 범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전원해, 2005; 란효하, 2012; 위국봉, 2014 등). 위국봉(2014)은 한국어의 종성 

‘ㄴ’은 파열되지 않는 소리로 실현되지만, 중국어의 운미 ‘n’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음성적 차이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중국

어의 ‘-n’과 같이 발음하는 ‘ㄴ’ 종성은 한국인의 귀에는 ‘ㅇ’으로 

들리기 쉽다. 중국어 학습자들이 모어의 영향으로 이러한 발음 오류를 범한

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정 학습자들 또한 본인 혹은 부모의 제1언어

인 중국어의 간섭으로 ‘ㄴ’과 ‘ㅇ’을 모호하게 발음하면서 표기에서도 

서로 대치하는 오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94)

  다음으로, 표기에서 종성이 없는 경우와 종성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지 못

하여 ‘ㄴ, ㄷ, ㄹ, ㅇ’의 종성을 첨가하거나 누락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대

체로 누락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가 더 다양했으며, 첨가 오류는 ‘ㄷ’과 

‘ㄹ’에 대해서만 나타났다.95) 

  가장 많은 수의 학습자에게 다수의 오류가 나타난 것은 종성 ‘ㄷ’이다. 

‘ㄷ’과 관련하여서는 종성 ‘ㄷ’을 첨가하거나 누락하는 오류가 나타난

94) ‘ㄴ’과 ‘ㅇ’의 대치에 대해 음절 구조의 차이나 결합하는 모음의 혀의 위치의 

차이로 설명하기도 한다(김지혜, 2004; 위국봉, 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례

들은 음절 구조의 차이나 결합 모음에 의한 차이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예컨대, ‘존도(ü정도)’에서 ‘온’과 같은 음절 구조는 중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편범한(ü평범한)’과 ‘평했었(ü편해서)’는 모두 모음 ‘ㅕ’와 결합하는데 

대치 양상이 정반대로 나타난다.
95) 이소영(2007)의 견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누락 오류가 일어나는 까닭을 중국어의 

음절 구조와 연관지을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CVC’의 음절 구조가 보편적이지만, 

중국어에서는 ‘CV’의 음절 구조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CVC’의 구조로 이루어

진 음절들에서 종성을 누락시킴으로써 ‘CV’의 구조가 되도록 하여 중국어의 음절 

구조에서 자연스럽도록 수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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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ㄷ’으로 소리 나는 ‘ㅅ’ 종성을 첨가하기도 하고, ‘ㅆ’ 종성

을 첨가 또는 누락하기도 한다.

  ‘ㅆ’의 누락 오류는 ‘ㄷ’ 발음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 종성에 

‘ㅆ’이 있는 경우 그 발음은 ‘ㄷ’으로 실현된다. 그런데‘ㄷ’ 종성은 

중국어에는 없는 종성이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ㄷ’ 

종성 발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백경미, 2018; 손현미, 2010 등),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종성을 누락하여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고 알려져 있다(허용·김선정, 2018). ‘ㅆ’을 누락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사후 면담을 실시하였을 때, 학습자들은 발음에서도 ‘ㅆ’을 누락하는 경우

가 많았다. 한국어에서 선어말 어미 ‘-았/었-’과 ‘-겠-’은 상당히 널리 

쓰이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96)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선어말 어미 ‘-았/었-’과 ‘-겠-’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기 때문

에, 학습자들은 종성에서 자주 관찰되는 ‘ㅆ’을 불필요하게 첨가하기도 한

다. ‘ㅆ’을 첨가한 오류는 대체로 어간 말에서, 또는 인접한 음절에 ‘-았/

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 해당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들은 음

가와 관계없이 종성에 ‘ㅆ’을 첨가하여 적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성에 

학습자들에게 사후 면담에서 자신이 생산한 오류 어절을 읽도록 요청하였을 

때, 학습자들은 [ㄷ̚]을 첨가하지 않은 형태로 발음하였기 때문이다.97)  ‘-았

/었-’이나 ‘-겠-’은 사용 빈도가 높은 문법 형태소이기 때문에, 해당 형

태를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용언의 활용형에 첨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ㅆ’이 첨가된 대부분의 오류 사례가 용언의 활용형이라는 점이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ㅆ’의 누락 또는 첨가 오류는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류준형(1979)98)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국

96) 국립국어연구원(2002)에 따르면 ‘-았/었-’은 전체 어미 중 세 번째로 빈도가 높다. 

‘-겠-’은 빈도순으로 어미를 정렬하였을 때 스물두 번째에 해당한다.
97) 그러나 일부 학습자는 ‘있었서(ü있어서)’와 같은 오류 사례를 읽도록 요청하였을 

때 ‘있었서’를 ‘[이써서]’라고 발음하였고 ‘*있었서’와 ‘있어서’의 소리 차이

를 구별하지 못했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낮거나 ‘ㅅ’과 ‘ㅆ’

을 구별하지 못하는 학습자에게서 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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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초등학생도 표기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ㅆ’을 누락

하거나 첨가하는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와 달리 종성에 ‘ㅅ’을 첨가하는 오류는 학습자의 발음에 영향을 받

아 오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성에 ‘ㅅ’을 첨가한 학습자에게 자

신이 생산한 오류를 읽도록 요청하였을 때, ‘뭇섭다’와 ‘잇겨서’를 

‘[묻썹다]’와 ‘[이껴서]99)’와 같이 발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해당 학습자들이 자신이 인식하고 발음하는 대로 소리에 이끌려 표기 

오류를 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성 ‘ㄹ’과 관련해서는 ‘ㄹ’을 첨가하는 오류와 누락하는 오류가 모

두 나타난다. ‘ㄹ’을 첨가하는 오류는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초성 ‘ㄹ’ 앞에서 종성 ‘ㄹ’을 첨가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음가가 

실현되지 않는 ‘ㄹ’을 표기한 경우이다. ‘ㄹ’을 중복해서 적은 오류는 초

성 오류 중 ‘ㄹ’을 중복하여 적은 것과 같은 이유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

인다. ‘먹으러’와 같은 어절에서 ‘러’의 초성 ‘ㄹ’을 중국어의 ‘l’과 

같이 발음할 경우 ‘먹을러’와 유사한 소리가 된다. 사후 면담에서 해당 오

류를 생산한 모든 학습자들은 ‘먹으러’류와 ‘먹을러’류가 발음이 같다고 

대답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실제 발음에서도 ‘먹으러’와 같은 음절을 

‘[머그러]’가 아니라 ‘[머글러]’와 유사하게 발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가가 없는 ‘ㄹ’을 첨가한 오류는 종성 ‘ㄹ’의 음가를 명확히 

인식하고 발음할 수 없는 학습자에게서 관찰되었다. 음가가 없는 ‘ㄹ’을 

첨가한 모든 학습자들은 ‘ㄹ’을 탈락하는 오류 또한 공통적으로 생산하였

다. 또한 사후 면담에서 종성에 ‘ㄹ’을 첨가한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에게 

98) 류준형(1979)의 연구는 경남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약 40여 년 전에 수행된 연

구이기 때문에 2018년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

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모어 화자에게서 해당 유형의 

오류 사례가 발견된 유일한 연구이므로 언급해 두고자 한다. 
99) 사후 면담에서 SA-29 학습자는 ‘잇겨서’에서 두 번째 음절인 ‘겨’를 확실하게 

경음으로 발음한 반면, 첫 음절의 ‘[ㄷ]’ 종성은 명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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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생산한 오류 어절을 읽도록 요청하였을 때 종성에 ‘ㄹ’이 있는데

도 종성 ‘ㄹ’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로 발음하였다.100) 

  한편, 대응하는 중국어의 운미가 있는 종성 ‘ㄴ’과 ‘ㅇ’에 대해서도 

누락 오류가 나타나는 것은 연변 지역의 조선어 방언에서 나타나는 음운적 

특징과 관련된다101). 최명옥(2000)은 연변 지역에서 체언이 조사와 결합하거

나 어간이 어미와 결합할 때 ‘ㅇ’이나 ‘ㄴ’이 탈락하여 실현되는 현상

이 발견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02)

2.1.3.2. 한국 거주 기간별 비교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의 

수를 확인하였다. 집단별로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0) SA-09, 32 학습자에게 ‘넣얼 주었다’를 읽도록 요청하였을 때, 처음에는 ‘넣

얼’이라고 읽었다가 곧 ‘[너어 주얻따]’라고 정정하여 읽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

한  ‘[너어 주얻따]’라고 읽은 후에도 ‘넣얼’로 표기한 오류를 ‘넣어’로 정정하

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학습자는 종성 ‘ㄹ’의 음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경우

에 따라 ‘ㄹ’이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ㄹ’의 첨가 오류

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101)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출신 지역(방언권)을 통제하지 않았

으므로 해당 오류의 원인이 연변 지역 출신 학습자에게서만 나타나는지, 다른 중국 지

역 출신 학습자에게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중국계 내 방언권에 따른 맞춤

법 오류 양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102) 다만, 본 연구에서 수집한 오류 사례 중에는 어미나 조사에 포함된 ‘ㅇ’과 

‘ㄴ’가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최명옥(2002)의 논의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

서 ‘ㄴ’과 ‘ㅇ’의 탈락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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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ㄱ-ㄷ ㄱ-ㅇ ㄴ-∅ ㄴ-ㅁ ㄴ-ㅇ

(1) 학령기 중도 입국 42.86% 28.57% 42.86% 14.29% 14.29%

(2) 학령기 이전 입국 23.08% 7.69% 23.08% 15.38% 15.38%

(3) 국내 출생 0.00% 10.53% 15.79% 15.79% 21.05%

ㄷ-∅ ㄹ-∅ ㅁ-ㅂ ㅇ-∅
(1) 학령기 중도 입국 42.86% 42.86% 14.29% 28.57%

(2) 학령기 이전 입국 46.15% 30.77% 15.38% 7.69%

(3) 국내 출생 21.05% 21.05% 15.79% 0.00%

<표 Ⅲ-20> 한국 거주 기간별 종성 오류 학습자의 비율

  한국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오류 학습자가 나타난 유형은 

‘ㄱ’과 ‘ㅇ’, ‘ㄴ’과 ‘ㅁ’, ‘ㄴ’과 ‘ㅇ’, ‘ㅁ’과 ‘ㅂ’의 대치 

오류, ‘ㄴ’의 누락 오류, ‘ㄷ’과 ‘ㄹ’의 누락 혹은 첨가 오류이다. 한편, 

‘ㄱ’과 ‘ㄷ’의 대치 오류, ‘ㅇ’의 누락 오류는 한국 거주 기간이 비교적 

짧은 학령기 중도 입국 집단과 학령기 이전 입국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ㄱ-ㄷ

(1) 학령기 중도 입국 3.756 7.664

8.404 0.015*(2) 학령기 이전 입국 0.400 0.800

(3) 국내 출생 0.000 0.000

ㄱ-ㅇ

(1) 학령기 중도 입국 3.650 7.778

2.110 0.348(2) 학령기 이전 입국 0.087 0.303

(3) 국내 출생 2.251 9.548

<표 Ⅲ-21> 한국 거주 기간별 종성 오류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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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 분석 결과, 종성 ‘ㄱ’과 ‘ㄷ’의 대치 오류(p=0.015)에 대해서는 

오류 빈도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103) 그 

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집단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p>0.05).

103) 사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ㄱ’과 ‘ㄷ’의 대치 오류(p=0.015)가 나타난 빈도는 

학령기 중도 입국 집단과 국내 출생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p<0.05). 

ㄴ-∅
(1) 학령기 중도 입국 25.202 62.422

2.334 0.311(2) 학령기 이전 입국 1.121 2.742

(3) 국내 출생 0.798 1.901

ㄴ-ㅁ

(1) 학령기 중도 입국 2.976 7.874

0.018 0.991(2) 학령기 이전 입국 1.209 2.866

(3) 국내 출생 0.390 1.100

ㄴ-ㅇ

(1) 학령기 중도 입국 8.929 23.623

0.136 0.934(2) 학령기 이전 입국 0.282 0.662

(3) 국내 출생 0.564 1.327

ㄷ-∅
(1) 학령기 중도 입국 84.351 220.040

1.946 0.378(2) 학령기 이전 입국 1.988 3.950

(3) 국내 출생 2.091 5.594

ㄹ-∅
(1) 학령기 중도 입국 16.048 38.934

1.508 0.471(2) 학령기 이전 입국 0.789 1.428

(3) 국내 출생 2.549 9.514

ㅁ-ㅂ

(1) 학령기 중도 입국 0.674 1.783

0.003 0.999(2) 학령기 이전 입국 0.282 0.662

(3) 국내 출생 2.353 9.533

ㅇ-∅
(1) 학령기 중도 입국 6.160 15.666

5.719 0.057(2) 학령기 이전 입국 0.000 0.000

(3) 국내 출생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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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각 유형별로 오류 학습

자의 비율과 오류 빈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ㄱ’과 ‘ㅇ’, ‘ㄴ’과 ‘ㅁ’, ‘ㄴ’과 ‘ㅇ’, ‘ㅁ’과 

‘ㅂ’의 대치 오류, ‘ㄴ’의 누락 오류, ‘ㄷ’과 ‘ㄹ’의 누락 혹은 첨가 

오류는 한국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나타났으며 오류 빈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해당 유형은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학습자가 오류를 수정하지 못하고 오류가 화석화될 가

능성이 있다. 

  둘째, 종성 ‘ㄱ’과 ‘ㄷ’의 대치 오류는 한국 거주 기간이 비교적 짧은 

집단에서만 발견되었으며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해당 오류는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어에 대한 노출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04) 

유형 집단별 비교
검정 

통계량

표준 

오류

유의 

확률

ㄱ-ㄷ

(1) 학령기 중도 입국 - (2) 학령기 이전 입국 4.626 3.357 0.504

(2) 학령기 이전 입국 - (3) 국내 출생 4.231 2.557 0.302

(1) 학령기 중도 입국 - (3) 국내 출생 8.857 3.166 0.015*

104) ‘ㅇ’이 누락되는 오류의 경우 한국 거주 기간이 짧은 집단에서만 오류 학습자가 

나타났으나 오류 빈도의 차이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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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

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집단별로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ㄱ-ㄷ ㄱ-ㅇ ㄴ-∅ ㄴ-ㅁ ㄴ-ㅇ

(1) 한국어 능력 부족 41.67 25.00 50.00 25.00 25.00

(2) 한국어 능력 보통 5.00 10.00 10.00 15.00 10.00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 0.00 14.29 0.00 28.57

ㄷ-∅ ㄹ-∅ ㅁ-ㅂ ㅇ-∅
(1) 한국어 능력 부족 58.33 41.67 25.00 16.67

(2) 한국어 능력 보통 20.00 20.00 10.00 5.00

(3) 한국어 능력 우수 28.57 28.57 14.29 0.00

<표 Ⅲ-22>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종성 오류 학습자의 비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오류 학습자가 나타난 

유형은 ‘ㄴ’의 누락 오류, ‘ㄴ’과 ‘ㅇ’, ‘ㅁ’과 ‘ㅂ’의 대치 오류, 

‘ㄷ’과 ‘ㄹ’의 누락 및 첨가 오류이다. 한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

족한 집단과 보통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오류 학습자가 나타난 유형은 

‘ㄱ’과 ‘ㄷ’, ‘ㄱ’과 ‘ㅇ’, ‘ㄴ’과 ‘ㅁ’의 대치 오류, ‘ㅇ’의 

누락 오류이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집단에서만 발견된 오류 유

형은 없었다.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는 다

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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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ㄱ-ㄷ

(1) 한국어 능력 부족 2.521 5.902

9.691 0.008*(2) 한국어 능력 보통 0.441 0.192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ㄱ-ㅇ

(1) 한국어 능력 부족 5.601 12.848

3.105 0.212(2) 한국어 능력 보통 0.113 0.338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ㄴ-∅
(1) 한국어 능력 부족 15.760 47.578

6.631 0.036*(2) 한국어 능력 보통 0.547 2.144

(3) 한국어 능력 우수 0.787 2.082

ㄴ-ㅁ

(1) 한국어 능력 부족 2.622 6.100

2.261 0.323(2) 한국어 능력 보통 0.594 1.945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ㄴ-ㅇ

(1) 한국어 능력 부족 5.713 17.933

1.994 0.369(2) 한국어 능력 보통 0.129 0.404

(3) 한국어 능력 우수 0.800 1.471

ㄷ-∅
(1) 한국어 능력 부족 52.838 167.204

6.798 0.033*(2) 한국어 능력 보통 0.277 0.773

(3) 한국어 능력 우수 2.104 4.167

ㄹ-∅
(1) 한국어 능력 부족 13.215 30.983

2.914 0.233(2) 한국어 능력 보통 0.366 0.804

(3) 한국어 능력 우수 0.673 1.172

ㅁ-ㅂ

(1) 한국어 능력 부족 3.993 11.945

1.581 0.454(2) 한국어 능력 보통 0.160 0.485

(3) 한국어 능력 우수 0.265 0.701

<표 Ⅲ-23>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종성 오류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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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 분석 결과, ‘ㄱ’과 ‘ㄷ’의 대치 오류(p=0.008), ‘ㄴ’(p=0.036)과 

‘ㄷ’(p=0.033)의 누락 및 첨가 오류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10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각 유형별로 오류 

학습자의 비율과 오류 어절의 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ㄴ’의 누락 오류, ‘ㅁ’과 ‘ㅂ’의 대치 오류, ‘ㄹ’의 누락 

및 첨가 오류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며 

오류 빈도의 차이가 없었다. 해당 오류 유형과 관련된 표기는 한국어 능력이 

가장 우수한 집단에서도 까다로워하고 있으므로 가장 어려운 요소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ㄱ’과 ‘ㄷ’의 대치 오류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보통이거

나 부족한 집단에서 나타나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집단의 오류 

105)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ㄱ’과 ‘ㄷ’의 대치 오류는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이 부족한 집단과 다른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p=0.013, p=0.043), 

‘ㄴ’의 누락 오류(p=0.035)와 ‘ㄷ’의 누락 및 첨가 오류(p=0.028)는 한국어 의사소

통 능력이 부족한 집단과 보통인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유형 집단별 비교
검정 

통계량

표준 

오류

유의 

확률

ㄱ-ㄷ

(1) 한국어 능력 부족 - (2) 한국어 능력 보통 7.483 2.614 0.013*

(2) 한국어 능력 보통 - (3) 한국어 능력 우수 0.850 3.144 1.000

(1) 한국어 능력 부족 - (3) 한국어 능력 우수 8.333 3.405 0.043*

ㄴ-∅
(1) 한국어 능력 부족 - (2) 한국어 능력 보통 7.767 3.074 0.035*

(2) 한국어 능력 보통 - (3) 한국어 능력 우수 -1.171 3.697 1.000

(1) 한국어 능력 부족 - (3) 한국어 능력 우수 6.595 4.003 0.298

ㄷ-∅
(1) 한국어 능력 부족 - (2) 한국어 능력 보통 9.092 3.493 0.028*

(2) 한국어 능력 보통 - (3) 한국어 능력 우수 -2.800 4.201 1.000

(1) 한국어 능력 부족 - (3) 한국어 능력 우수 6.292 4.550 0.500

ㅇ-∅
(1) 한국어 능력 부족 3.594 11.997

2.090 0.352(2) 한국어 능력 보통 0.000 0.000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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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는 다른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해당 유

형은 다문화 가정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소이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일수록 표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ㄴ’과 ‘ㅇ’의 대치 오류, ‘ㄷ’의 누락 및 첨가 오류는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지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집단의 경우 다른 두 

집단과 오류 빈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해당 유형은 한

국어 의사소통에 관계없이 학습이 어려운 요소이며,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일수록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2.1.3.4. 학년별 비교

  학년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의 비율을 확

인하였다. 집단별로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ㄱ-ㄷ ㄱ-ㅇ ㄴ-∅ ㄴ-ㅁ ㄴ-ㅇ

(1) 한국어 능력 부족 11.11 11.11 22.22 11.11 11.11

(2) 한국어 능력 보통 17.65 17.65 35.29 23.53 29.41

(3) 한국어 능력 우수 15.38 7.69 7.69 7.69 7.69

ㄷ-∅ ㄹ-∅ ㅁ-ㅂ ㅇ-∅
(1) 한국어 능력 부족 33.33 22.22 0.00 22.22

(2) 한국어 능력 보통 35.29 41.18 35.29 0.00

(3) 한국어 능력 우수 30.77 15.38 0.00 7.69

<표 Ⅲ-24> 학년별 종성 오류 학습자의 비율

  학년이 가장 높은 고학년 집단에서도 오류가 발견되는 유형은 ‘ㄱ’과 

‘ㄷ’, ‘ㄱ’과 ‘ㅇ’, ‘ㄴ’과 ‘ㅁ’, ‘ㄴ’과 ‘ㅇ’의 대치 오류, 

‘ㄴ’과 ‘ㅇ’의 누락 오류, ‘ㄷ’과 ‘ㄹ’의 누락 및 첨가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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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비교적 학년이 낮은 학습자 집단에서만 오류가 나타나는 유형은 ‘ㅁ’

과 ‘ㅂ’의 대치 오류로, 중학년 집단에서만 발견되었다.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06) 이 중 ‘ㅇ’의 누락 오류는 고학년과 저학년 집단에서 나타나며, 그 외의 오류 

유형은 학년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 

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ㄱ-ㄷ

(1) 저학년 2.604 7.366

0.097 0.953(2) 중학년 0.332 0.758

(3) 고학년 0.355 1.055

ㄱ-ㅇ

(1) 저학년 2.604 7.366

0.697 0.706(2) 중학년 2.790 10.084

(3) 고학년 0.084 0.304

ㄴ-∅
(1) 저학년 22.002 58.545

2.919 0.232(2) 중학년 1.441 2.227

(3) 고학년 0.348 1.255

ㄴ-ㅁ

(1) 저학년 2.604 7.365

1.372 0.594(2) 중학년 1.023 2.428

(3) 고학년 0.348 1.255

ㄴ-ㅇ

(1) 저학년 7.813 22.097

1.866 0.393(2) 중학년 0.564 1.050

(3) 고학년 0.348 1.255

ㄷ-∅
(1) 저학년 73.309 206.084

0.114 0.945(2) 중학년 2.196 4.153

(3) 고학년 2.327 6.202

<표 Ⅲ-25> 학년별 종성 오류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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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 분석 결과, 종성 ‘ㅁ’과 ‘ㅂ’의 대치 오류(p=0.012)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10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학년에 따라 각 유형별로 오류 학습자의 비율과 

오류 어절의 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ㄱ’과 ‘ㄷ’, ‘ㄱ’과 ‘ㅇ’, ‘ㄴ’과 ‘ㅁ’, ‘ㄴ’과 

‘ㅇ’의 대치 오류, ‘ㄴ’과 ‘ㅇ’의 누락 오류, ‘ㄷ’과 ‘ㄹ’의 누락 

및 첨가 오류는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며 오류 빈도의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오류는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다문화 가정 학습자에

게 지속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며, 적절한 교육적 처치가 없을 경우 오류가 화

석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ㅁ’과 ‘ㅂ’의 대치 오류는 ‘ㅁ’과 ‘ㅂ’의 대치 오류는 고

학년 집단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학년에 따라 오류 빈도의 차이가 나타난

107) 사후 검정 결과에 따르면, ‘ㅁ’과 ‘ㅂ’의 대치 오류는 중학년과 고학년 집단 

사이에서 오류 빈도의 차이가 나타났다(p=0.027).

유형 집단별 비교 검정 통계량 표준 오류 유의 확률

ㅁ-ㅂ

(1) 저학년 - (2) 중학년 -6.882 2.952 0.059

(2) 중학년 - (3) 고학년 6.882 2.638 0.027*

(1) 저학년 - (3) 고학년 0.000 3.105 1.000

ㄹ-∅
(1) 저학년 13.361 36.704

3.101 0.212(2) 중학년 3.592 10.001

(3) 고학년 0.176 0.449

ㅁ-ㅂ

(1) 저학년 0.000 0.000

8.861 0.012*(2) 중학년 3.106 10.015

(3) 고학년 0.000 0.000

ㅇ-∅
(1) 저학년 5.208 14.731

4.191 0.123(2) 중학년 0.000 0.000

(3) 고학년 0.11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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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해당 유형은 오류가 나타나더라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습자

가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2.2.1. 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2.2.1.1. 오류 유형 및 원인 설명

  자음과 관련된 표준적인 음운 현상으로 인한 공통적인 오류는 연음, 평파

열음화, 경음화, 격음화, 유음화, 비음화, 어간말 후음 탈락,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되어 나타났다. 구체적인 오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8) 연음을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로 ‘위했어(ü위해서)’와 같이 자모 표기 능력의 부

유형 세부 사례

연음

소리대로 무너(ü문어), 거시(ü것이), 마즐까(ü맞을까)

과잉 

일반화
몰으실(ü모르실), 열어(ü여러), 짚으라기로(ü지푸라기로)108)

자음 중복
만들었섰겠지만(ü만들었었겠지만), 박께(ü밖에), 학권

에서(ü학원에서)

자음군 싧어(ü싫어), 젋을(ü젊을) 긁여(ü끓여)

평파열음화

과잉 

일반화
놀랕다(ü놀랐다), 깜밖하고(ü깜박하고), 찾다(ü찼다)

과잉 

일반화(연음)
갔이(ü같이), 깁은(ü깊은), 곱아서(ü고파서), 찼아서(ü찾아서)

경음화

소리대로 무섭깨(ü무섭게), 보았짜(ü보았자), 줄께(ü줄게)

과잉 

일반화
생길가(ü생길까), 색갈(ü색깔), 속으로박개(ü속으로밖에)

<표 Ⅲ-26> 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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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적인 자음 변동 현상은 종성에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으면서 발생

하기 때문에, 낱말을 표기할 때 같은 대표음으로 소리 나는 여러 종성자 중 

적절한 글자를 선택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받침의 표기는 한국어의 표

기에서 어려운 요소로 꼽히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선행 연구들(김애연, 

2002; 박수자, 2002; Yang, 2005; 강민정, 2008; 박혜옥·정용석, 2008; 김애

화, 2009; 김애화 외, 2010 등)에서도 국어가 모어인 학생들이 정서법에 익숙

해질 때 표준적인 자음 현상과 관련된 표기를 어려워한다고 보고하였다. 중

국계 다문화 가정의 학습자들에게서도 모어 학습자들과 유사한 오류 양상이 

나타났다. 

  먼저, 연음 현상과 관련해서는 연음 현상이 일어난 소리대로 쓰는 오류, 

연음 현상을 과잉 일반화 하는 오류, 불필요한 자음을 중복하여 쓰는 오류가 

나타났다. 

  연음이 일어난 소리대로 쓰거나, 연음을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동일한 자

음을 중복해서 쓴 오류는 한국어의 분철 문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오류를 보

이는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소리대로 적을 수는 있으나 여전히 연철하여 소

리대로 적을 것과 분철하여 형태를 밝혀 적을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족과 함께 나타나는 유형도 있다. 

격음화
소리대로 만타느(ü많다는), 추카(ü축하), 싫친(ü싫진)

무표 닫여(ü닫혀), 괜찬고(ü괜찮고), 안고(ü않고)

유음화 소리대로 월래는(ü원래는), 열락하고(ü연락하고)

비음화 소리대로 없슴니다(ü없습니다), 된는지(ü됐는지), 장년부터(ü작년부터)

구개음화 소리대로 붙쳤을(ü붙였을), 가치(ü같이)

어간 말 

후음 탈락
소리대로 일어버려서(ü잃어버려서), 너었다(ü넣었다), 조은(ü좋은)

자음군 

단순화
소리대로 만듬(ü만듦), 업지(ü없지), 안는다(ü않는다),

자음군 

단순화

과잉 

일반화
않쓰러워서(ü안쓰러워서), 옳였습니다(ü오렸습니다), 많큼(ü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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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한편, 자음군의 연음을 이해하지 못해 의도한 발음과 어긋난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학습자들은 한국어에서 종성에 자

음이 온다는 사실은 이해하고 있으나 자음군이 연음되는 현상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여 소리에 맞지 않는 종성을 자음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연음되는 자음을 중복하여 적는 오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음이 종

성에 있을 때 파열되지 않는 성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습자들이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평파열음화와 관련된 오류에서는 대표음이 같은 종성자를 대치하는 양상

이 나타난다. 학습자들은 ‘ㄱ’, ‘ㄷ’, ‘ㅂ’ 같은 대표음으로 받침을 쓰

기도 하고, ‘ㅆ’처럼 종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자음을 표기하기도 하며, 

‘ㄲ, ㅊ, ㅌ’등과 같이 다른 형태소에서 쓰인 종성자를 적기도 한다. 후행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할 경우, 이러한 대치는 발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오류 형태와 바른 형태가 실현하는 발음이 일치한다. 따라서 이

러한 오류는 학습자들이 소리를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대표음이 아닌 다른 자음으로 대치한 경우 학습자가 평파열음화 현

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후행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에도 유사한 오류가 나타

난다는 것이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평파열음화 현상 대

신 연음 현상이 일어나므로(양순임, 2007), 학습자들이 나타낸 오류 어절을 

소리 내어 읽는다면 학습자들이 목표한 소리와는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

러나 학습자들은 평파열음화가 일어나는 음절과 이어지는 어미 사이에 경계

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해당 음절 안에서 평파열음화가 적용된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음가에 부합하는 다른 종성을 표기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구

개음화가 일어나는 음절에서, 종성자인 ‘ㅌ’을 ‘ㅊ’이 아닌 ‘ㅆ’으로 

대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같이’에 대한 오류 사례로 

‘다가치’ 대신 ‘다갔이’가 나타났다.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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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결합할 때 ‘같’과 ‘갔’의 발음은 같기 때문에 ‘다같이’를 ‘다

갔이’로 적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109)

  경음화와 관련된 표기는 두 가지 유형이 관찰되었다. 먼저 경음화된 소리

대로 표기한 경우가 있었고 다음으로 경음화 규칙을 과잉 일반화한 경우가 

있었다. 경음화된 소리대로 표기한 경우는 폐쇄음과 유음 뒤에서 평음이 경

음으로 바뀐 것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면서 나타났다. 반대로 규칙을 과잉 

일반화한 경우에는 폐쇄음과 유음 뒤에서 나타난 경음을 경음화 현상에 의

한 것으로 과잉 일반화하여 해석하여 평음으로 표기하면서 나타났다.110)

  격음화의 경우, 격음화가 일어난 소리대로 쓰는 오류와 격음화 현상을 표

시하지 않는 오류가 나타났다. 격음화가 일어난 어절을 소리대로 쓰는 경우

에는 한국어를 음가에 맞게 표기하는 능력은 갖추었지만 격음화 현상에 대

한 이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격음화를 무표적으로 나타내는  

오류는 격음화 현상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세부적인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 

나타난다. 격음화를 무표적으로 나타낸 학습자들은 사후 면담에서 해당 오류 

어절에서 표기와 발음이 불일치하게 만드는 규칙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칙을 나타내기 위해 ‘ㅎ’을 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음화와 비음화, 구개음화, 어간 말 후음 탈락과 관련하여서는 공통적으

로 해당 음운 현상이 일어난 소리대로 표기하는 오류가 관찰되었다. 이때 유

음화 오류는 ‘원래’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비음화 오류는 대부

109) 사후 면담에서 ‘다갔이, 똑갔이, 갔이’등의 오류를 범한 학습자에게 자신이 생산

한 오류 어절을 읽도록 요청하였다. 해당 학습자들은 모두 ‘[다가치, 똑가치, 가치]’

로 발음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가 ‘다갔’과 ‘다같’의 발음이 같아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평파열음화 현상의 과잉 일반화로 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110) 경음화와 관련된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들은 대부분 사후 면담에서 경음과 평음을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SA-20 학습자는 경음화 현상을 과잉 일반화한 

오류를 생산하면서도 평음과 경음을 다소 혼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음과 경음에 

대한 음운 능력 지식의 부족이 경음화 현상과 관련된 바른 표기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

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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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습니다’와 같은 문법 형태소와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오류 유형은 

학습자가 소리를 인식하고 음가대로 표기하는 능력은 갖추었지만 문법 형태

소의 형태를 고정하여 표기할 수 없을 때 발생하였다.

  자음군 단순화 유형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소리대

로 표기한 경우, 단순화 규칙을 과도하게 일반화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자

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소리대로 표기한 오류는 학습자가 종성을 소리 나는 

대로 쓸 수는 있지만, 아직 받침에 나타나는 자음군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

지 못했으며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

대로, 자음군 단순화 규칙을 과잉 일반화하여 불필요하게 자음을 첨가하여 

표기하는 오류도 나타난다. 특히 ‘ㄴ, ㄹ’을 써야 하는 경우에 ‘ㄶ, ㅀ’

을 표기하는 오류가 많았는데 이는 ‘ㅎ’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종성에 ‘ㅎ’이 있을 때, 후행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항상 

‘ㅎ’이 탈락하기 때문이다. 

2.2.1.2. 한국 거주 기간별 비교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집단별로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연음(소리) 연음(과잉) 연음(자음군) 연음(중복)

(1) 학령기 중도 입국 57.14 14.29 0.00 28.57

(2) 학령기 이전 입국 23.08 23.08 15.38 15.38

(3) 국내 출생 15.79 0.00 15.79 0.00

평파열음화

(과잉)

평파열음화

(연음, 과잉)
경음화(소리) 경음화(과잉)

(1) 학령기 중도 입국 71.43 42.86 14.29 14.29

(2) 학령기 이전 입국 84.62 61.54 15.38 46.15

<표 Ⅲ-27> 한국 거주 기간별 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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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적 한국 거주 기간이 짧은 학령기 중도 입국 집단과 학령기 이전 입

국 집단에서만 나타난 유형은 연음을 과잉 일반화한 오류나 연음되는 자음

을 중복하여 적는 오류, 구개음화된 소리대로 적는 오류이다. 그 외의 오류들

은 한국 거주 기간이 가장 긴 국내 출생 집단에서도 나타났다.111)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11) 이들 중 자음군의 연음 오류, 무표적으로 격음화를 나타내는 오류, 자음군 단순화

가 일어난 소리대로 적는 오류는 학령기 이전 입국 집단과 국내 출생 집단에서 나타나

며, 그 외의 오류는 한국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세 집단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연음

(소리대로)

(1) 학령기 중도 입국 7.243 15.279

5.051 0.080(2) 학령기 이전 입국 0.691 1.441

(3) 국내 출생 2.387 9.533

<표 Ⅲ-28> 한국 거주 기간별 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

(3) 국내 출생 73.68 63.16 5.26 15.79

격음화(소리) 격음화(무표) 유음화(소리) 비음화(소리)

(1) 학령기 중도 입국 14.29 0.00 28.57 28.57

(2) 학령기 이전 입국 7.69 15.38 7.69 38.46

(3) 국내 출생 5.26 5.26 15.79 10.53

구개음화

(소리)

어간 말 후음 

탈락(소리)

자음군 

단순화(소리)

자음군 

단순화(과잉)

(1) 학령기 중도 입국 14.29 42.86 0.00 28.57

(2) 학령기 이전 입국 7.69 15.38 30.77 38.46

(3) 국내 출생 0.00 36.84 15.79 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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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음

(과잉 

일반화)

(1) 학령기 중도 입국 11.905 31.497

4.353 0.113(2) 학령기 이전 입국 1.598 3.135

(3) 국내 출생 0.000 0.000

연음

(자음군)

(1) 학령기 중도 입국 0.000 0.000

1.232 0.540(2) 학령기 이전 입국 0.330 0.795

(3) 국내 출생 0.187 0.452

연음

(자음 

중복)

(1) 학령기 중도 입국 9.408 23.445

5.094 0.078(2) 학령기 이전 입국 0.955 2.505

(3) 국내 출생 0.000 0.000

평파열음화

(과잉 

일반화)

(1) 학령기 중도 입국 8.777 14.821

0.761 0.684(2) 학령기 이전 입국 3.141 2.217

(3) 국내 출생 14.180 38.043

평파열음화

(연음, 과잉)

(1) 학령기 중도 입국 1.541 2.762

1.880 0.391(2) 학령기 이전 입국 3.028 3.427

(3) 국내 출생 6.212 9.949

경음화

(소리대로)

(1) 학령기 중도 입국 0.208 0.550

0.828 0.661(2) 학령기 이전 입국 0.290 0.739

(3) 국내 출생 0.173 0.755

경음화

(과잉 

일반화)

(1) 학령기 중도 입국 0.240 0.634

4.115 0.128(2) 학령기 이전 입국 1.838 2.591

(3) 국내 출생 0.890 2.881

격음화

(소리대로)

(1) 학령기 중도 입국 2.976 7.874

0.671 0.715(2) 학령기 이전 입국 0.087 0.303

(3) 국내 출생 0.145 0.632

격음화

(무표)

(1) 학령기 중도 입국 0.000 0.000

1.921 0.383(2) 학령기 이전 입국 1.106 2.690

(3) 국내 출생 0.083 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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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표준 자음 현상과 관련된 오류 유형에 대해서는 집단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0.0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각 유형별로 오류 학습

자의 비율과 오류 어절의 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음을 과잉 일반화한 오류나 연음되는 자음을 중복하여 적는 오류, 구개

음화된 소리대로 적는 오류를 제외한 모든 오류 유형이 한국 거주 기간이 가

장 긴 집단에서도 나타나며, 오류 빈도에 있어서도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 자음 현상과 관련된 대부분의 오류112)

112) 해당 오류 유형은 연음된 소리대로 적는 오류, 연음되는 자음군을 잘못 적는 오류, 

평파열음화 현상을 과잉 일반화한 오류, 연음되는 상황에서도 평파열음화를 과잉 일반

유음화

(소리대로)

(1) 학령기 중도 입국 3.246 7.787

1.953 0.377(2) 학령기 이전 입국 0.127 0.440

(3) 국내 출생 0.213 0.513

비음화

(소리대로)

(1) 학령기 중도 입국 1.021 1.864

3.170 0.205(2) 학령기 이전 입국 1.466 2.473

(3) 국내 출생 2.276 9.546

구개음화

(소리대로)

(1) 학령기 중도 입국 2.976 7.874

2.416 0.299(2) 학령기 이전 입국 0.212 0.735

(3) 국내 출생 0.000 0.000

어간 말 

후음 탈락

(소리대로)

(1) 학령기 중도 입국 5.880 9.576

2.041 0.360(2) 학령기 이전 입국 0.508 1.760

(3) 국내 출생 1.027 1.678

자음군 

단순화

(소리대로)

(1) 학령기 중도 입국 0.000 0.000

2.561 0.278(2) 학령기 이전 입국 0.799 1.279

(3) 국내 출생 2.521 9.531

자음군 단순화

(과잉 일반화)

(1) 학령기 중도 입국 0.780 1.464

0.173 0.917(2) 학령기 이전 입국 1.440 2.505

(3) 국내 출생 1.19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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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도의 교육적인 처치가 없다면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사라지

지 않고 화석화될 가능성이 높다.113) 

2.2.1.3.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습

자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집단별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화한 오류, 경음화된 소리대로 적거나 경음화 현상을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 격음화된 

소리대로 적거나 무표적으로 격음화를 나타내는 오류, 유음화와 비음화, 어간 말 후음 

탈락이 일어난 소리대로 적는 오류, 자음군 단순화한 소리대로 적거나 과잉 일반화한 

오류이다.
113) 연음을 과잉 일반화한 오류나 연음되는 자음을 중복하여 적은 오류, 구개음화된 

소리대로 적는 오류는 한국 거주 기간이 짧은 집단에서만 오류 학습자가 나타났으나,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오류 빈도의 차이는 집단 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단위: %)

연음(소리) 연음(과잉) 연음(자음군) 연음(중복)

(1) 한국어 능력 부족 50.00 16.67 16.67 25.00

(2) 한국어 능력 보통 20.00 10.00 10.00 5.00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 0.00 14.29 0.00

평파열음화

(과잉)

평파열음화

(연음, 과잉)
경음화(소리) 경음화(과잉)

(1) 한국어 능력 부족 83.33 66.67 16.67 33.33

(2) 한국어 능력 보통 80.00 60.00 10.00 25.00

(3) 한국어 능력 우수 57.14 42.86 0.00 14.29

격음화(소리) 격음화(무표) 유음화(소리) 비음화(소리)

(1) 한국어 능력 부족 8.33 8.33 25.00 41.67

(2) 한국어 능력 보통 5.00 10.00 10.00 20.00

(3) 한국어 능력 우수 14.29 0.00 14.29 0.00

<표 Ⅲ-29>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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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오류 학습자가 나타나는 

오류는 연음되는 자음군을 잘못 적는 오류, 평파열음화를 과잉 일반화하거나 

연음 상황에서 잘못 적용하는 오류, 경음화 현상을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 격

음화나 유음화가 일어난 소리대로 적는 오류, 자음군 단순화를 과잉 일반화

하는 오류이다. 그 외의 오류 유형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보통 수준이거

나 부족한 학습자 집단에서만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

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구개음화

(소리)

어간 말 후음 

탈락(소리)

자음군 

단순화(소리)

자음군 

단순화(과잉)

(1) 한국어 능력 부족 8.33 33.33 25.00 25.00

(2) 한국어 능력 보통 5.00 40.00 20.00 45.00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 0.00 0.00 28.57

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연음

(소리대로)

(1) 한국어 능력 부족 7.824 15.873

6.777 0.034*(2) 한국어 능력 보통 0.551 1.256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연음

(과잉 

일반화)

(1) 한국어 능력 부족 7.581 23.957

1.374 0.503(2) 한국어 능력 보통 0.608 2.021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연음

(자음군)

(1) 한국어 능력 부족 0.330 0.795

0.510 0.775(2) 한국어 능력 보통 0.114 0.349

(3) 한국어 능력 우수 0.197 0.521

<표 Ⅲ-30>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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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음

(자음 

중복)

(1) 한국어 능력 부족 5.742 17.917

4.003 0.135(2) 한국어 능력 보통 0.442 1.928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평파열음화

(과잉 

일반화)

(1) 한국어 능력 부족 23.482 47.450

3.515 0.172(2) 한국어 능력 보통 3.867 3.203

(3) 한국어 능력 우수 1.901 1.958

평파열음화

(연음, 과잉)

(1) 한국어 능력 부족 7.595 12.215

2.035 0.362(2) 한국어 능력 보통 3.345 3.467

(3) 한국어 능력 우수 1.492 2.524

경음화

(소리대로)

(1) 한국어 능력 부족 0.324 0.785

1.298 0.523(2) 한국어 능력 보통 0.228 0.780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경음화

(과잉 

일반화)

(1) 한국어 능력 부족 0.990 1.598

1.027 0.598(2) 한국어 능력 보통 1.442 3.337

(3) 한국어 능력 우수 0.197 0.521

격음화

(소리대로)

(1) 한국어 능력 부족 1.736 6.014

0.674 0.714(2) 한국어 능력 보통 0.055 0.240

(3) 한국어 능력 우수 0.394 1.041

격음화

(무표)

(1) 한국어 능력 부족 0.406 1.405

0.720 0.698(2) 한국어 능력 보통 0.525 1.942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유음화

(소리대로)

(1) 한국어 능력 부족 2.021 5.961

0.698 0.440(2) 한국어 능력 보통 0.141 0.430

(3) 한국어 능력 우수 0.197 0.521

비음화

(소리대로)

(1) 한국어 능력 부족 4.398 11.834

1.640 0.108(2) 한국어 능력 보통 0.801 2.043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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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연음된 소리대로 쓰는 오류(p=0.034)에 대해서는 오류 빈도가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114) 그 

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0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각 유형별로 오류 

학습자의 비율과 오류 어절의 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음되는 자음군을 잘못 적은 오류, 평파열음화를 과잉 일반화하거

나 연음 상황에서 잘못 적용하는 오류, 경음화 현상을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 

격음화나 유음화가 일어난 소리대로 적는 오류, 자음군 단순화를 과잉 일반

화하는 오류는 모든 집단에서 발견되며 집단 간 오류 빈도의 차이도 나타나

114) 사후 검정 결과에 따르면 특히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집단과 한국어 능력이 우수

한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있었다(p=0.046). 

유형 집단별 비교 검정 통계량 표준 오류 유의 확률

연음(소

리대로)

(1) 한국어 능력 부족 - (2) 한국어 능력 보통 6.383 3.195 0.137

(2) 한국어 능력 보통 - (3) 한국어 능력 우수 3.700 3.843 1.000

(1) 한국어 능력 부족 - (3) 한국어 능력 우수 10.083 4.162 0.046*

구개음화

(소리대로)

(1) 한국어 능력 부족 1.736 6.014

4.449 0.722(2) 한국어 능력 보통 0.134 0.584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어간 말 

후음 탈락

(소리대로)

(1) 한국어 능력 부족 3.807 7.620

3.539 0.170(2) 한국어 능력 보통 1.110 1.886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자음군 

단순화

(소리대로)

(1) 한국어 능력 부족 3.929 11.931

1.994 0.369(2) 한국어 능력 보통 0.544 1.169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자음군 단순화

(과잉 

일반화)

(1) 한국어 능력 부족 0.832 1.631

1.315 0.518(2) 한국어 능력 보통 1.697 2.673

(3) 한국어 능력 우수 0.46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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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유형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우수한 학습자

들도 어려워하는 요소이므로 학습이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음된 소리대로 적는 오류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보통이거나 

부족한 집단에서 나타나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집단의 오류 빈도

는 다른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해당 유형은 

다문화 가정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의사소

통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소이며, 한국어 의사소

통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일수록 표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115)

2.2.1.4. 학년별 비교

  학년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의 비율을 확

인하였다. 집단별로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15) 연음 현상을 과잉 일반화하거나 연음 상황에서 자음을 중복하여 적는 오류, 경음

화된 소리대로 적는 오류, 격음화 현상을 무표적으로 나타내는 오류, 비음화와 구개음

화, 어간말 후음 탈락,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소리대로 적는 오류는 오류 학습자의 

분포 비교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나 분산 분석에서는 오류 빈도의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단위: %)

연음(소리) 연음(과잉) 연음(자음군) 연음(중복)

(1) 저학년 22.22 11.11 0.00 11.11

(2) 중학년 29.41 17.65 29.41 17.65

(3) 고학년 23.08 0.00 0.00 0.00

평파열음화

(과잉)

평파열음화

(연음, 과잉)
경음화(소리) 경음화(과잉)

(1) 저학년 66.67 55.56 0.00 11.11

<표 Ⅲ-31> 학년별 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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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이 가장 높은 고학년 집단에서도 오류 학습자가 나타난 유형은 연음

된 소리대로 쓰는 오류, 평파열음화를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 경음화된 소리

대로 쓰거나 이를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 유음화와 비음화, 구개음화, 어간 

말 후음 탈락이 일어난 소리대로 쓰는 오류, 자음군 단순화를 과잉 일반화한 

오류이다.116) 그 외의 오류 유형은 비교적 낮은 학년에서만 나타났다.117)

116) 이들 중 경음화된 소리대로 쓰는 오류는 중학년과 고학년에서, 구개음화된 소리대

로 쓰는 오류는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나타나며 그 외의 유형은 학년에 관계없이 세 집

단 모두에서 발견된다. 
117) 연음 현상을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 연음되는 자음을 중복해서 쓰는 오류, 격음화

가 일어난 소리대로 적거나 무표적으로 나타내는 오류,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소리

대로 적는 오류는 저학년과 중학년 집단에서 나타나며, 연음되는 자음군을 잘못 적은 

오류는 중학년 집단에서만 발견되었다. 

(2) 중학년 82.35 76.47 11.76 35.29

(3) 고학년 76.92 38.46 15.38 23.08

격음화(소리) 격음화(무표) 유음화(소리) 비음화(소리)

(1) 저학년 11.11 0.00 11.11 11.11

(2) 중학년 11.76 17.65 17.65 41.18

(3) 고학년 0.00 0.00 15.38 7.69

구개음화

(소리)

어간 말 후음 

탈락(소리)

자음군 

단순화(소리)

자음군 

단순화(과잉)

(1) 저학년 11.11 66.67 33.33 33.33

(2) 중학년 0.00 17.65 23.53 35.29

(3) 고학년 7.69 23.08 0.00 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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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연음

(소리대로)

(1) 저학년 5.792 14.587

0.359 0.836(2) 중학년 3.094 10.028

(3) 고학년 0.417 0.837

연음

(과잉 

일반화)

(1) 저학년 10.417 29.463

2.333 0.311(2) 중학년 1.128 2.706

(3) 고학년 0.000 0.000

연음

(자음군)

(1) 저학년 0.000 0.000

7.188 0.027*(2) 중학년 0.442 0.761

(3) 고학년 0.000 0.000

연음

(자음 

중복)

(1) 저학년 7.813 22.097

2.333 0.311(2) 중학년 0.871 2.212

(3) 고학년 0.000 0.000

평파열음화

(과잉 

일반화)

(1) 저학년 3.939 3.635

0.446 0.800(2) 중학년 15.322 40.156

(3) 고학년 5.890 10.964

평파열음화

(연음 무시)

(1) 저학년 3.841 3.629

3.340 0.188(2) 중학년 6.407 10.481

(3) 고학년 1.961 2.898

경음화

(소리대로)

(1) 저학년 0.000 0.000

1.443 0.486(2) 중학년 0.205 0.628

(3) 고학년 0.365 0.967

경음화

(과잉 

일반화)

(1) 저학년 0.381 1.078

1.427 0.490(2) 중학년 1.148 2.249

(3) 고학년 1.390 3.463

<표 Ⅲ-32> 학년별 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의 오류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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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 분석 결과, 어간 말 후음 탈락이 일어난 소리대로 쓰는 오류(p=.012)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오류 빈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05).118)119) 

118) 연음되는 자음군을 잘못 쓴 오류의 경우 사후 검정에서 모든 집단 대응에 대해서 

유의 수준이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음되는 자음군을 잘못 쓴 오류에 대해서

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른 오류 빈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격음화

(소리대로)

(1) 저학년 2.604 7.366

1.581 0.454(2) 중학년 0.224 0.700

(3) 고학년 0.000 0.000

격음화

(무표)

(1) 저학년 0.000 0.000

4.090 0.129(2) 중학년 0.873 2.289

(3) 고학년 0.000 0.000

유음화

(소리대로)

(1) 저학년 2.604 7.366

0.097 0.953(2) 중학년 0.264 0.588

(3) 고학년 0.230 0.584

비음화

(소리대로)

(1) 저학년 0.392 1.108

5.353 0.069(2) 중학년 3.672 10.046

(3) 고학년 0.187 0.673

구개음화

(소리대로)

(1) 저학년 2.604 7.366

1.748 0.417(2) 중학년 0.000 0.000

(3) 고학년 0.196 0.706

어간 말 

후음 탈락

(소리대로)

(1) 저학년 4.743 6.929

8.892 0.012*(2) 중학년 1.279 4.558

(3) 고학년 0.544 1.289

자음군 

단순화

(소리대로)

(1) 저학년 1.161 1.619

4.542 0.103(2) 중학년 2.835 10.049

(3) 고학년 0.000 0.000

자음군 단순화

(과잉 일반화)

(1) 저학년 1.659 2.602

0.089 0.956(2) 중학년 0.927 2.052

(3) 고학년 1.26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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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학년에 따라 각 유형별로 오류 학습자의 비율과 

오류 어절의 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음된 소리대로 쓰는 오류, 평파열음화를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 

경음화된 소리대로 쓰거나 이를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 유음화와 비음화, 구

개음화, 자음군 단순화를 과잉 일반화한 오류는 학년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

에서 나타나며 학년에 따라 오류 빈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들 유형은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요소이며, 오류가 자

동으로 수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어간 말 후음 탈락이 일어난 소리대로 쓰는 오류는 학년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면서도 저학년 집단에서 오류 빈도가 다른 집단과 차

이가 있었다. 따라서 해당 오류 유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동으로 수정되

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학년이 낮을수록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다.

2.2.2. 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2.2.2.1. 오류 유형 및 원인 설명

  표준적인 모음 현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오류 유형으로는 ‘ㅢ’를 허용 

발음인 ‘ㅣ’나 ‘ㅔ’로 소리대로 적는 오류, ‘ㅢ’가 ‘ㅔ’로 발음되는 

119) 사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간 말 후음 탈락이 일어난 소리대로 쓰는 오류는 저

학년 집단과 다른 두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있었다(p=0.015, 0.035).

유형 집단별 비교 검정 통계량 표준 오류 유의 확률

연음

(자음군)

(1) 저학년 - (2) 중학년 -5.735 2.731 0.107

(2) 중학년 - (3) 고학년 5.735 2.441 0.056

(1) 저학년 - (3) 고학년 0.000 2.872 1.000

어간 말 후음 탈락

(소리대로)

(1) 저학년 - (2) 중학년 10.817 3.843 0.015*

(2) 중학년 - (3) 고학년 -0.629 3.434 1.000

(1) 저학년 - (3) 고학년 10.188 4.042 0.035*



- 128 -

현상을 과잉 일반화한 오류, ‘ㅖ’를 허용 발음인 ‘ㅔ’로 적는 오류, 

‘ㅖ’가 ‘ㅔ’로 발음되는 현상을 과잉 일반화한 오류, ‘j’ 첨가가 일어

난 소리대로 적는 오류, ‘j’ 탈락이 일어난 소리대로 적는 오류, ‘j’ 탈락 

현상을 과잉 일반화한 오류가 있었다.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ㅖ’와 ‘ㅔ’의 대치 오류가 나타나는 것은 해당 모음에 대해 표준 발

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발음으로 인해 글자와 소리의 일대일 대응 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ㅖ’는 이중 모음으로 발

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모음‘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120) 실

생활에서 ‘ㅖ’를 허용 발음인 ‘ㅔ’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

모음 ‘j’가 탈락한 ‘ㅔ’의 발음에 이끌려 ‘ㅔ’ 또는 ‘ㅐ’로 표기하

는 오류가 나타난다. 또한, ‘ㅖ’에서 나타나는 모음 탈락 현상을 과잉 일반

화하여 ‘ㅔ’로 적어야 하는 어절에서 ‘ㅔ’를 ‘ㅖ’로 대치하는 오류도 

120) 표준 발음법 제2장 5장에는 “다만 2.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

다.”라고 나타나 있다.

유형 분류 사례

ㅖ→ㅔ
소리대로 그대로에요(ü그대로예요), 세게(ü세계), 개서(ü계속)

과잉 일반화 그렇계(ü그렇게), 이계(ü이게), 달계도(ü달게도)

ㅢ→ㅣ 소리대로 거이(ü거의)

ㅢ→ㅔ
소리대로 마법에(ü마법의)

과잉 일반화 집의(ü집에), 나의게는(ü나에게는), 선생님의(ü선생님에)

j 첨가 소리대로 뛰여(ü뛰어), 시간이여서(ü시간이어서), 반이연나(ü반이었나)

j 탈락
소리대로 처다보는(ü쳐다보는), 뜨거워저서(ü뜨거워져서)

과잉 일반화 쳐음으로(ü처음으로), 먼져(ü먼저)

<표 Ⅲ-33> 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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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다. ‘ㅖ’를 ‘ㅔ’로 대치하는 오류를 범한 학습자들은 대개 다른 

작문 자료나 사후 면담에서 ‘ㅖ’와 ‘ㅔ’를 음가에 맞게 쓸 수 있었

다.121) 따라서 해당 학습자들은 ‘ㅖ’의 음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ㅖ’의 

허용 발음으로 인해 이러한 대치 오류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ㅢ’와 ‘ㅣ, ㅔ’의 대치 오류도 유사한 이유로 발생한다. ‘ㅢ’는 

[ɰi]로 발음되는 이중 모음이다. 그러나 ‘ㅢ’는 [ɰ] 계열의 유일한 이중 모

음이라는 점에서 모음 체계 상의 압력으로 인해 실제로는 단모음으로 발음

되는 경우가 많다(조성문, 2015).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법에서도 

자음과 ‘ㅢ’가 결합한 음절에서 ‘ㅢ’를 ‘ㅣ’로 읽을 수 있다고 허용

하고 있으며, 관형격 조사 ‘-의’를 ‘-에’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

다.122)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ㅢ’를 허용 발음인 ‘ㅣ’나 ‘ㅔ’로 

소리 나는 대로 대치하여 쓰거나, 해당 현상을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

다. 특히, ‘ㅢ’를 ‘ㅔ’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오류는 모두 관형격 조사 

‘-의’와 관련하여 부사격 조사 ‘-에’의 형태로 적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국어에서 관형격 조사 ‘-의’는 가장 많이 쓰이는 조사이며, ‘-에’는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국립국어연구원, 2002) 이러한 오류가 빈번

하게 나타난다.

  ‘j’ 첨가와 관련된 오류 또한 첨가된 소리에 이끌려 표기하기 때문에 발

생한다. 표준발음법에서는 ‘되어’, ‘피어’의 발음을 [되여], [피여]로 하

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ㅣ’ 모음 동화로 인해  반모음 ‘j’가 첨가

되어 [여]로 발음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학습자들은‘-이다’, ‘되다’ 

121) SA-05, 14, 15, 18, 20, 31, 37 학습자는 ‘ㅖ’와 ‘ㅔ’를 음가에 맞게 쓸 수 있

었으나, SA-09, 29, 32 학습자는 사후 면담에서 ‘ㅖ’와 ‘ㅔ’를 다소 혼동하였다. 

SA-09. 29. 32 학습자는 모두 학령기에 중도 입국한 학습자이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이 부족한 학습자이기 때문에 이중 모음 ‘ㅖ’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여 ‘ㅖ’와 

‘ㅔ’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122) 표준 발음법 제2장 5항에서는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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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연결 어미 ‘-어서’나 종결 어미 ‘-에요’, 시제 선어말 어미‘-었

-’이 결합하는 경우, ‘j’가 첨가된 소리대로 ‘-이여서, -이였다, 이예요, 

되여’라고 표기하는 오류를 나타낸다.

  ‘j’ 탈락 오류는 ‘ㅈ, ㅉ, ㅊ’와 ‘ㅕ’가 결합할 때 ‘j’가 탈락하여 

‘ㅓ’로 발음되는 현상과 관련된다. 학습자들은 ‘j’가 탈락한 소리대로 

적거나 ‘j’ 탈락 현상을 과잉 일반화하여 오류를 범한다. 

  모음의 변화에 관한 표준적인 현상과 관련하여 음운 현상의 결과로 나타

난 소리대로 표기하는 학습자들은 한국어 모음을 음가에 맞게 표기할 수는 

있지만 음운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지 못하

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음운 현상을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를 나타내는 학습

자들은 모음의 음가와 음운 현상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으나 개별 형태소

에서 원형을 밝혀 적을지 판단하는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2.2. 한국 거주 기간별 비교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집단별로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ㅖ→ㅔ(소리) ㅖ→ㅔ(과잉) ㅢ→ㅔ(소리) ㅢ→ㅔ(과잉)

(1) 학령기 중도 입국 28.57 14.29 42.86 0.00

(2) 학령기 이전 입국 15.38 0.00 38.46 7.69

(3) 국내 출생 15.79 10.53 36.84 15.79

ㅢ→ㅣ(소리) j 첨가(소리) j 탈락(소리) j 탈락(과잉)

(1) 학령기 중도 입국 0.00 28.57 0.00 0.00

(2) 학령기 이전 입국 7.69 38.46 0.00 0.00

(3) 국내 출생 21.05 26.32 10.53 10.53

<표 Ⅲ-34> 한국 거주 기간별 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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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별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모음과 관련된 표준적인 음운 

현상으로 인한 모든 오류 유형이 한국 거주 기간이 가장 긴 국내 출생 집단

에서도 발견되었다.123)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23) ‘ㅖ’가 ‘ㅔ’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오류, ‘ㅢ’가 ‘ㅔ’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오류, ‘j’가 첨가된 소리대로 쓰는 오류는 세 집단 모두에서 나타난다. ‘ㅖ’

가 ‘ㅔ’로 발음되는 현상을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는 학령기 중도 입국 집단과 국내 

출생 집단에서 나타나며, ‘ㅢ’가 ‘ㅔ’로 발음되는 현상을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와 

‘ㅢ’가 ‘ㅣ’로 발음되는 대로 쓰는 오류는 학령기 이전 입국 집단과 국내 출생 집

단에서 발견되며, ‘j’ 탈락 현상이 일어난 소리대로 쓰거나 이를 과잉 일반화하는 오

류는 국내 출생 집단에서만 나타난다. 

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ㅖ→ㅔ

(소리대로)

(1) 학령기 중도 입국 0.491 0.844

0.397 0.820(2) 학령기 이전 입국 0.457 1.076

(3) 국내 출생 1.064 3.167

ㅖ→ㅔ

(과잉 

일반화)

(1) 학령기 중도 입국 2.976 7.784

1.739 0.419(2) 학령기 이전 입국 0.000 0.000

(3) 국내 출생 0.188 0.639

ㅢ→ㅔ

(소리대로)

(1) 학령기 중도 입국 1.141 1.780

0.063 0.969(2) 학령기 이전 입국 1.080 1.822

(3) 국내 출생 1.034 1.722

ㅢ→ㅔ

(과잉 

일반화)

(1) 학령기 중도 입국 0.000 0.000

1.620 0.445(2) 학령기 이전 입국 0.134 0.465

(3) 국내 출생 4.803 19.072

<표 Ⅲ-35> 한국 거주 기간별 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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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적인 모음 현상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오류 빈도가 집단 사이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0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각 유형별로 오류 학습

자의 비율과 오류 어절의 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준 모음 현상

과 관련되는 모든 오류 유형들은 한국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집단에서도 발견

되었고 오류 빈도에 있어서도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표준 모음 현

상과 관련된 오류 유형들은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자동적으로 사

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ㅢ→ㅣ

(소리대로)

(1) 학령기 중도 입국 0.000 0.000

2.531 0.282(2) 학령기 이전 입국 0.087 0.303

(3) 국내 출생 0.400 0.884

j 첨가

(소리대로)

(1) 학령기 중도 입국 0.749 1.348

0.592 0.744(2) 학령기 이전 입국 3.141 7.186

(3) 국내 출생 5.001 17.648

j 탈락

(소리대로)

(1) 학령기 중도 입국 0.000 0.000

2.161 0.339(2) 학령기 이전 입국 0.000 0.000

(3) 국내 출생 0.340 1.023

j 탈락

(과잉 

일반화)

(1) 학령기 중도 입국 0.000 0.000

2.161 0.339(2) 학령기 이전 입국 0.000 0.000

(3) 국내 출생 0.39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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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

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집단별로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ㅖ→ㅔ(소리) ㅖ→ㅔ(과잉) ㅢ→ㅔ(소리) ㅢ→ㅔ(과잉)

(1) 한국어 능력 부족 33.33 8.33 41.67 8.33

(2) 한국어 능력 보통 15.00 10.00 40.00 10.00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 0.00 28.57 14.29

ㅢ→ㅣ(소리) j 첨가(소리) j 탈락(소리) j 탈락(과잉)

(1) 한국어 능력 부족 0.00 25.00 0.00 0.00

(2) 한국어 능력 보통 25.00 40.00 10.00 10.00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 14.29 0.00 0.00

<표 Ⅲ-36>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관계없이 세 집단에서 모두 오류 학습자가 나타

나는 유형은 ‘ㅢ’를 ‘ㅔ’로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이를 과잉 일반화한 

오류, ‘j’가 첨가된 소리대로 적은 오류이다. 그 외의 오류들은 한국어 의

사소통 능력이 보통 수준이거나 부족하다고 판정된 집단에서만 나타난다.124)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는 다

음 표와 같다. 

124)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와 보통 수준인 학습자에서 모두 발견되는 

유형은 ‘ㅖ’가 ‘ㅔ’로 발음되는 대로 적거나 이러한 현상을 과잉 일반화한 오류이

다. 한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보통 수준인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유형은  ‘ㅢ’가 

‘ㅣ’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오류, ‘j’ 탈락이 일어난 소리대로 적거나 이러한 현

상을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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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표준적인 모음 현상과 관련된 모든 오류 유형의 오류 빈도에 

대해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ㅖ→ㅔ

(소리대로)

(1) 한국어 능력 부족 1.676 3.660

3.831 0.147(2) 한국어 능력 보통 0.474 1.451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ㅖ→ㅔ

(과잉 

일반화)

(1) 한국어 능력 부족 1.736 6.014

0.701 0.704(2) 한국어 능력 보통 0.188 0.639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ㅢ→ㅔ

(소리대로)

(1) 한국어 능력 부족 1.440 2.154

0.572 0.751(2) 한국어 능력 보통 1.044 1.666

(3) 한국어 능력 우수 0.495 0.848

ㅢ→ㅔ

(과잉 

일반화)

(1) 한국어 능력 부족 6.944 24.056

0.086 0.958(2) 한국어 능력 보통 0.417 1.450

(3) 한국어 능력 우수 0.230 0.609

ㅢ→ㅣ

(소리대로)

(1) 한국어 능력 부족 0.000 0.000

5.277 0.071(2) 한국어 능력 보통 0.454 0.890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j 첨가

(소리대로)

(1) 한국어 능력 부족 0.640 1.200

2.294 0.318(2) 한국어 능력 보통 6.760 18.090

(3) 한국어 능력 우수 0.265 0.701

j 탈락

(소리대로)

(1) 한국어 능력 부족 0.000 0.000

1.950 0.377(2) 한국어 능력 보통 0.340 1.022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j 탈락

(과잉 

일반화)

(1) 한국어 능력 부족 0.000 0.000

1.950 0.377(2) 한국어 능력 보통 0.393 1.431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표 Ⅲ-37>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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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각 유형별로 오류 

학습자의 비율과 오류 어절의 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ㅢ’의 허

용 발음인 ‘ㅔ’에 관한 오류와 ‘j’ 첨가가 일어난 소리대로 쓰는 오류는 

모든 집단에서 발견되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오류 빈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유형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한 학습

자들에게도 어려운 요소이므로 학습이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보인다.125) 

2.2.2.4. 학년별 비교

  학년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의 비율을 확

인하였다. 집단별로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ㅖ→ㅔ(소리) ㅖ→ㅔ(과잉) ㅢ→ㅔ(소리) ㅢ→ㅔ(과잉)

(1) 저학년 0.00% 22.22% 11.11% 0.00%

(2) 중학년 17.65% 5.88% 35.29% 17.65%

(3) 고학년 30.77% 0.00% 61.54% 7.69%

ㅢ→ㅣ(소리) j 첨가(소리) j 탈락(소리) j 탈락(과잉)

(1) 저학년 22.22% 22.22% 22.22% 0.00%

(2) 중학년 17.65% 47.06% 0.00% 5.88%

(3) 고학년 0.00% 15.38% 0.00% 7.69%

<표 Ⅲ-38> 학년별 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

  학년이 가장 높은 고학년 집단에서도 발견되는 오류 유형은 ‘ㅖ’가 

‘ㅔ’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오류, ‘ㅢ’가 ‘ㅔ’로 소리 나는 대로 적

거나 이를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 ‘j’ 첨가가 일어난 소리대로 적는 오류, 

125) ‘ㅖ’의 허용 발음인 ‘ㅔ’에 관한 오류, ‘ㅢ’의 허용 발음인 ‘ㅣ’에 관한 오

류, ‘j’ 탈락 현상과 관련된 오류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보통이거나 부족한 집단

에서만 발견되었지만 오류 빈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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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탈락 현상을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이다.126) 한편, ‘ㅖ’가 ‘ㅔ’로 

발음되는 현상을 과잉 일반화한 오류, ‘ㅢ’를 ‘ㅣ’로 소리 나는 대로 적

는 오류, ‘j’ 탈락이 일어난 소리대로 적는 오류는 학년이 낮은 학습자 집

단에서만 나타난다.127)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26) 이들 중 ‘ㅖ’가 ‘ㅔ’로, ‘ㅢ’가 ‘ㅔ’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오류, ‘j’ 

탈락 현상을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는 중학년과 고학년 집단에서 나타난다. ‘ㅢ’가 

‘ㅔ’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오류와 ‘j’ 첨가 현상이 일어난 소리대로 적는 오류

는 학년에 관계없이 세 집단 모두에서 발견된다. 
127) ‘ㅖ’가 ‘ㅔ’로 발음되는 현상을 과잉 일반화한 오류와 ‘ㅢ’를 ‘ㅣ’로 소

리 나는 대로 적는 오류는 저학년과 중학년 집단에서만 나타나며, ‘j’ 탈락이 일어난 

소리대로 적는 오류는 저학년 집단에서만 발견된다. 

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ㅖ→ㅔ

(소리대로)

(1) 저학년 0.000 0.000

3.476 0.176(2) 중학년 0.399 0.943

(3) 고학년 1.719 3.741

ㅖ→ㅔ

(과잉 

일반화)

(1) 저학년 2.941 7.291

3.968 0.138(2) 중학년 0.051 0.212

(3) 고학년 0.000 0.000

ㅢ→ㅔ

(소리대로)

(1) 저학년 0.363 1.027

5.416 0.067(2) 중학년 0.831 1.553

(3) 고학년 1.811 2.066

ㅢ→ㅔ

(과잉 

일반화)

(1) 저학년 0.000 0.000

2.015 0.365(2) 중학년 5.099 20.168

(3) 고학년 0.475 1.712

<표 Ⅲ-39> 학년별 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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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 분석 결과, ‘j’ 탈락이 일어난 소리대로 적는 오류(p=0.033)에 대해

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12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학년에 따라 각 유형별로 오류 학습자의 비율과 

오류 어절의 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ㅖ’가 ‘ㅔ’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오류, ‘ㅢ’가 ‘ㅔ’로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이를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 ‘j’ 첨가가 일어난 소

리대로 적는 오류, ‘j’ 탈락 현상을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는 학년이 높은 

집단에서도 발견되며,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집단 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128) 사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j’ 탈락이 일어난 소리대로 적는 오류는 저학년과 중

학년 집단 사이에서 오류 빈도의 차이가 있었다(p=0.048). 

유형 집단별 비교 검정 통계량 표준 오류 유의 확률

j 탈락

(소리대로)

(1) 저학년 - (2) 중학년 4.333 1.797 0.048*

(2) 중학년 - (3) 고학년 0.000 1.606 1.000

(1) 저학년 - (3) 고학년 4.333 1.890 0.066

ㅢ→ㅣ

(소리대로)

(1) 저학년 0.677 1.253

3.041 0.219(2) 중학년 0.189 0.428

(3) 고학년 0.000 0.000

j 첨가

(소리대로)

(1) 저학년 1.102 2.231

3.155 0.207(2) 중학년 6.760 19.049

(3) 고학년 1.095 3.421

j 탈락

(소리대로)

(1) 저학년 0.807 1.503

6.842 0.033*(2) 중학년 0.000 0.000

(3) 고학년 0.000 0.000

j 탈락

(과잉 

일반화)

(1) 저학년 0.000 0.000

0.684 0.710(2) 중학년 0.076 0.314

(3) 고학년 0.475 1.712



- 138 -

들 유형은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으며 어려운 요소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j’ 탈락이 일어난 소리대로 쓰는 오류는 저학년 집단에서만 발견

되며 학년에 따라 오류 빈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j’ 탈락이 일어난 

소리대로 쓰는 오류는 저학년 학습자에게 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지만, 학

년이 올라가고 학습자의 인지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오류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129)

2.2.3. 비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2.2.3.1. 오류 유형 및 원인 설명

  자음과 관련하여 비표준적인 음운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공통적인 오류 

유형에는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 소리대로 적는 오류, 비표준적으로 ‘ㄴ’이 

첨가된 소리대로 적는 오류, ‘ㄹ’이 첨가된 소리대로 적는 오류, 초성의 후

음이 탈락한 소리대로 적는 오류가 있었다. 구체적인 오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유형 요소 사례

어두 경음화 소리대로 꾸워(ü구워), 쌔게(ü세게), 찐하게(ü진하게)

ㄴ 첨가 소리대로 생기니깐요(ü생기니까요), 일기는녀(ü일기는요)

ㄹ 첨가 소리대로 갈려면(ü가려면), 볼려고(ü보려고), 기달리는(ü기다리는)

초성 후음 탈락 소리대로 열심이(ü열심히), 적당이(ü적당히), 다행이(ü다행히)

<표 Ⅲ-40> 비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의 사례

129) ‘ㅖ’가 ‘ㅔ’로 발음되는 현상을 과잉 일반화한 오류와 ‘ㅢ’를 ‘ㅣ’로 소

리 나는 대로 적는 오류는 저학년과 중학년 집단에서만 발견되었으나, 오류 빈도에 있

어서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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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 경음화와 관련된 오류 사례에서는 학습자들이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 

소리대로 쓰는 경향이 나타난다.130) 어두 경음화는 ‘불휘>뿌리’나 ‘곶>

꽃’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국어에서 나타나는 통시적인 변화이다(한명숙, 

2013). 현대에서도 어두 경음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어두 경음화가 반영

된 ‘똥그랗다’와 같은 형태가 표준어로 인정되기도 한다(배주채, 2007). 학

습자들이 오류를 나타낸 ‘공짜, 거, 세다, 진하다’는 어두 초성을 경음으로 

발음해도 의미 이해에 지장이 없으며 구어에서 경음으로 빈번하게 발음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경음으로 발음되는 소리대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131)

  비표준적으로 자음을 첨가하는 오류로 ‘ㄴ’의 첨가와 ‘ㄹ’ 첨가의 양

상이 발견되었다. 예컨대, ‘ㄹ’ 첨가가 나타나는 오류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ㄹ’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또는 어간 내에서 모음으

로 끝나는 음절에 ‘ㄹ’로 시작하는 음절이 이어지는 경우에 관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양순임(2011)은 불규칙한 활용형에 의한 일종의 유추 현상이

라고 보았으며, 권경근(2011)은 어간의 불규칙한 변화를 단일하게 통일하려

는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모르다, 고르다, 부르다’는 자음으

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어간의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모음으로 시

작되는 어미 ‘-아/어’와 결합하면 어간의 끝소리 ‘르’가 ‘ㄹㄹ’로 바

뀐다. ‘르’가 ‘ㄹㄹ’로 바뀌는 현상에 의한 유추에 의해서,  자음으로 시

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의도에 따라 ‘ㄹ’이 

첨가된다는 것이다. 김성옥(2016)은 어중의 음절 초 ‘ㄹ’ 앞에는 ‘ㄹ’만

130) 어두 경음화 현상으로 인한 대치는 초성자의 오류 양상에서 나타난 평음과 경음의 

대치와는 다르다. 초성자의 오류 양상에서는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단어나 무의미 단

어로 대치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반면 어두 경음화로 인한 표기는 해당 어휘의 구어적

인 발음 변이로 인식되며 동일한 어휘로 이해된다(노대규, 1996).
131) 이러한 오류를 나타낸 SA-03, 04, 12, 13, 14, 18, 19, 20, 37 학습자는 발견된 오류 

외의 다른 단어의 어두 초성이나 어중 초성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대치 현상이 발견되

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학습자들은 해당 초성과 경음에 대한 구별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비표준적인 음운 현상의 결과로 나타난 소리대로 표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

를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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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올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음절 말에 파열되지 않는 ‘ㄹ’을 첨가하여 

어중 음절 초 ‘ㄹ’의 조음에 힘을 더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ㄹ’ 첨가를 통해 화자가 표현 또는 의도하는 바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ㄴ’과 ‘ㄹ’이 첨가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구

어에서 이러한 첨가 현상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표준적인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표기에서는 ‘ㄹ’이 첨가되지 않은 형태로 써야 한

다. 학습자들은 구어에서 나타나는 발음에 이끌려 표기에도 첨가된 형태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류 양상은 문어에서 요구되는 관습에 익

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모어 초등학생의 작문 오류에서도 발

견되었다. 문정은(2017)은 이에 대해 구어적 변이로 인한 발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초성 후음이 탈락하는 현상과 관련하여서도 학습자들이 비표준적인 발

음에 이끌려 표기에서 초성 후음이 탈락한 형태를 적는 오류를 보인다.132) 

특히 부사 형성 접미사 ‘-이’나 ‘-히’가 결합한 경우의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서 까다로운 규정으로 손꼽힌다. 한글 맞춤법 제51항에서는 “부

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또는 유성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유기

음화되는 ‘ㅎ’은 발음이 약화되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이’와 ‘히’의 

발음을 구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까닭으로 학습자들은 ‘열심히, 무사히, 

편히’에서 초성의 ‘ㅎ’을 누락하여 적고 있다.133)

132) 어간 말의 후음이 탈락하는 것은 표준적인 발음인 반면, 초성의 후음이 탈락하는 

것은 비표준적인 발음이다. 모음이나 유성 자음 사이에서 ‘ㅎ’의 음성적인 변별력이 

약하고 발음의 편의를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배주채, 2007) 초성의 후음이 수의적으로 

탈락하는 경향이 있다.
133) 이러한 오류를 나타낸 SA-03, 04, 12, 13, 14, 18, 19, 20, 37 학습자의 다른 작문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어두 초성 ‘ㅎ’을 음가대로 바르게 표기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 학습자들은 자음자 ‘ㅎ’은 습득하였으나 비표준적인 음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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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한국 거주 기간별 비교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집단별로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어두 경음화

(소리대로)

ㄴ 첨가

(소리대로)

ㄹ 첨가

(소리대로)

초성 후음 

탈락(소리대로)

(1) 학령기 중도 입국 14.29 0.00 42.86 14.29

(2) 학령기 이전 입국 15.38 15.38 46.15 23.08

(3) 국내 출생 36.84 0.00 31.58 26.32

<표 Ⅲ-41> 한국 거주 기간별 비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

  한국 거주 기간이 긴 국내 출생 집단에서도 오류 학습자가 나타난 유형은 

비표준적으로 어두 경음화된 소리대로 적는 오류, ‘ㄹ’이 첨가된 소리대로 

적는 오류, 초성 후음이 탈락한 소리대로 적는 오류이다.134) 한편, 비표준적

으로 ‘ㄴ’을 첨가한 소리대로 오류는 학령기 전 입국 학습자 집단에서만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한국 거주 기간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으로 인해 위와 같은 오류를 나타낸다고 판단할 수 있다. 
134) 해당 오류는 한국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세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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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어두 

경음화

(소리대로)

(1) 학령기 중도 입국 0.347 0.917

2.602 0.272(2) 학령기 이전 입국 0.849 2.686

(3) 국내 출생 3.227 9.505

ㄴ 첨가

(소리대로)

(1) 학령기 중도 입국 0.000 0.000

4.105 0.128(2) 학령기 이전 입국 0.381 0.948

(3) 국내 출생 0.000 0.000

ㄹ 첨가

(소리대로)

(1) 학령기 중도 입국 3.454 7.705

0.984 0.612(2) 학령기 이전 입국 2.311 4.046

(3) 국내 출생 1.434 3.154

초성 후음 

탈락(소리

대로)

(1) 학령기 중도 입국 0.674 1.783

0.355 0.837(2) 학령기 이전 입국 1.412 2.859

(3) 국내 출생 0.877 1.862

<표 Ⅲ-42> 한국 거주 기간별 비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

  비표준적인 자음 현상과 관련된 모든 유형에 대해서 집단별 오류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05). 

  분포 분석과 분산 분석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각 유

형별로 오류 학습자의 비율과 오류 어절의 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두 경음화와 ‘ㄹ’ 첨가, 초성 후음 탈락이 일어난 소리대로 쓰는 오류는 

한국 거주 기간이 긴 집단에서도 발견되며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오류 빈도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유형들은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지

더라도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135) 

135) ‘ㄴ’ 첨가가 일어난 소리대로 쓰는 오류는 학령기 중도 입국 집단과 학령기 이

전 집단에서만 발견되었으나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오류 빈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 143 -

2.2.3.3.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

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집단별로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어두 경음화

(소리대로)

ㄴ 첨가

(소리대로)

ㄹ 첨가

(소리대로)

초성 후음 

탈락(소리대로)

(1) 한국어 능력 부족 25.00 8.33 33.33 41.67

(2) 한국어 능력 보통 30.00 5.00 35.00 20.00

(3) 한국어 능력 우수 14.29 0.00 57.14 0.00

<표 Ⅲ-43>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 유형은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 소리대로 적는 오류와 ‘ㄹ’ 첨가가 일어난 소리대

로 적는 오류이다. 한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집단과 보통 수준인 

집단에서만 오류 학습자가 나타나는 유형은 비표준적으로 ‘ㄴ’이 첨가되

는 오류와 초성의 후음이 탈락한 소리대로 적는 오류이다.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는 다

음 표와 같다. 

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어두 경음화

(소리대로)

(1) 한국어 능력 부족 4.205 11.948

0.516 0.773(2) 한국어 능력 보통 1.090 2.417

(3) 한국어 능력 우수 0.394 1.041

<표 Ⅲ-44>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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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유형의 오류 빈도는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05).

  분포 분석과 분산 분석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각 유형별로 오류 학습자의 비율과 오류 어절의 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 소리대로 적는 오류와 ‘ㄹ’ 첨가가 일어난 소

리대로 적는 오류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한 집단에서도 나타나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오류 빈도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유형의 표

기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도 어려움을 느끼므로 다문화 

가정 학습자가 학습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다.136) 

136) 비표준적인 ‘ㄴ’ 첨가가 일어난 소리대로 쓰는 오류와 초성 후음이 탈락한 소리

대로 쓰는 오류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보통이거나 부족한 집단에서만 발견되었다. 

그러나 오류 빈도에 있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ㄴ 첨가

(소리대로)

(1) 한국어 능력 부족 0.127 0.441

0.583 0.747(2) 한국어 능력 보통 0.160 0.699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ㄹ 첨가

(소리대로)

(1) 한국어 능력 부족 2.269 5.933

1.350 0.509(2) 한국어 능력 보통 2.018 4.257

(3) 한국어 능력 우수 1.940 1.963

초성 후음 

탈락(소리대로)

(1) 한국어 능력 부족 1.797 2.396

4.328 0.115(2) 한국어 능력 보통 0.881 2.314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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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학년별 비교

  학년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의 비율을 확

인하였다. 집단별로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어두 경음화

(소리대로)

ㄴ 첨가

(소리대로)

ㄹ 첨가

(소리대로)

초성 후음 

탈락(소리대로)

(1) 저학년 33.33 11.11 44.44 0.00

(2) 중학년 17.65 5.88 41.18 41.18

(3) 고학년 30.77 0.00 30.77 15.38

<표 Ⅲ-45> 학년별 비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

  고학년 집단에서도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은 어두 경음화나 비표준적인 

‘ㄹ’ 첨가, 초성 후음 탈락이 일어난 소리대로 쓰는 것이다.137) 한편, 

‘ㄴ’ 첨가가 일어난 소리대로 쓰는 오류는 저학년과 중학년 집단에서만 

나타난다.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37) 이 중 어두 경음화나 ‘ㄹ’ 첨가가 일어난 소리대로 쓰는 오류는 모든 학년에서 

나타나고, 초성 후음 탈락이 일어난 소리대로 쓰는 오류는 중학년과 고학년 집단에서 

나타난다. 

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어두 경음화

(소리대로)

(1) 저학년 2.184 3.504

0.949 0.622(2) 중학년 2.689 10.070

(3) 고학년 0.826 1.814

<표 Ⅲ-46> 학년별 비표준 자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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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모든 유형에서 집단별 오류 빈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p>0.05).13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학년에 따라 오류 학습자의 비율과 오류 빈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두 경음화나 비표준적인 ‘ㄹ’ 첨가, 초성 후

음 탈락이 일어난 소리대로 쓰는 오류는 학년이 높은 학습자에게서도 나타

나며 학년에 따라 오류 빈도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해당 유형의 오류는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자동적으로 수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139)

138) 초성 후음이 탈락한 소리대로 적는 오류와 관련하여 사후 검정에서 모든 대응 간 

차이의 유의 수준이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성 후음이 탈락한 소리대로 적는 

오류의 경우 학년에 오류 빈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유형 집단별 비교 검정 통계량 표준 오류 유의 확률

초성 후음 

탈락(소리대로)

(1) 저학년 – (2) 중학년 -8.206 3.470 0.054

(2) 중학년 - (3) 고학년 5.437 3.101 0.239

(1) 저학년 - (3) 고학년 -2.769 3.650 1.000

139) ‘ㄴ’이 첨가된 소리대로 적는 오류는 저학년과 중학년 집단에서만 나타났지만 

오류 빈도에 있어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ㄴ 첨가

(소리대로)

(1) 저학년 0.381 1.078

1.404 0.496(2) 중학년 0.090 0.370

(3) 고학년 0.000 0.000

ㄹ 첨가

(소리대로)

(1) 저학년 4.738 8.109

1.119 0.571(2) 중학년 1.396 2.055

(3) 고학년 1.347 3.390

초성 후음 

탈락(소리대로)

(1) 저학년 0.000 0.000

5.697 0.040(2) 중학년 1.703 2.687

(3) 고학년 0.720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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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비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2.2.4.1. 오류 유형 및 원인 설명

  모음과 관련하여 비표준적인 음운 현상에 대한 오류 유형으로는 ‘ㅐ’와 

‘ㅔ’, ‘ㅒ’와 ‘ㅖ’, ‘ㅗ’와 ‘ㅜ’, ‘ㅚ’와 ‘ㅙ’의 대치 오류, 

반모음 ‘w’가 탈락하거나 첨가된 소리대로 적는 오류가 나타났다. 구체적

인 오류 사례를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ㅐ’와 ‘ㅔ’의 대치는 모음 체계의 혼란과 관련이 있다. 표준 발음법

에서는 ‘ㅐ’와 ‘ㅔ’를 서로 구별되는 단모음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40대 

이하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ㅐ’와 ‘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구본

관 외, 2015).140) 다수의 국어 화자들이 ‘ㅔ’와 ‘ㅐ’의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ㅐ’와 ‘ㅔ’는 한국어에서 빈도가 높은 모음자이기 때

문에(서상규, 2008) ‘ㅐ/ㅔ’는 국어 표기에서 대표적인 혼동 모음으로 꼽힌

다(민현식, 2008). 학습자들의 오류 사례에서도 ‘ㅔ’와 ‘ㅐ’를 대치하여 

140) ‘ㅐ’와 ‘ㅔ’의 현실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수용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 배주

채(2007)는 ‘ㅔ’와 ‘ㅐ’의 발음을 같은 것으로 규정할 경우 표기에서 구별이 사라

지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고 설명한다. 

유형 세부 사례

ㅐ-ㅔ
ㅐ→ㅔ 게운하게(ü개운하게), 말헤(ü말해), 이데로가(ü이대로가)

ㅔ→ㅐ 맛있개(ü맛있게), 선생님깨(ü선생님께), 새련된(ü세련된)

ㅒ-ㅖ ㅒ→ㅖ 예기도(ü얘기도), 계는(ü걔는)

ㅗ-ㅜ ㅗ→ㅜ 해두(ü해도), 가지구(ü가지고), 종류루(ü종류로)

ㅚ-ㅙ
ㅚ→ㅙ 돼게(ü되게), 홰전(ü회전), 괘롭혔어요(ü괴롭혔어요)

ㅙ→ㅚ 됬으면(ü됐으면), 외냐하면(ü왜냐하면), 꾀(ü꽤)

w 탈락 소리대로 돌바야(ü돌봐야), 대도록(ü되도록), 아시었다(ü아쉬웠다)

w 축약 소리대로 좃던(ü줬던), 모냐면(ü뭐냐면)

<표 Ⅲ-47> 비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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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쓴 경우가 폭넓게 나타난다. ‘ㅔ’를 ‘ㅐ’로 잘못 쓴 경우와 ‘ㅔ’

를 ‘ㅐ’로 잘못 쓴 경우가 모두 관찰되며, 오류가 일어나는 형태소 또한 

제한적이지 않다.

  ‘ㅐ’와 ‘ㅔ’의 혼동은 ‘ㅒ’와 ‘ㅖ’, ‘ㅙ’와 ‘ㅞ’의 혼동으로 

이어진다. 학습자들이 산출한 오류 가운데 ‘ㅚ’를 ‘ㅙ’로 대치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ㅚ’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중 모음으로 발음될 때의 ‘ㅚ’는 ‘ㅞ’로 합류된다(이

익섭, 2014). ‘ㅐ’와 ‘ㅔ’의 구별이 사라진다면 ‘ㅙ’와 ‘ㅞ’의 구별 

또한 사라지므로 현실적으로 ‘ㅚ’와 ‘ㅙ’, ‘ㅞ’의 구별이 어려워진다

(이호영, 1996). 그런데 한국어에서 ‘ㅞ’보다 ‘ㅙ’가 5배 이상(김흥규·

강범모, 1997)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ㅚ’를 ‘ㅞ’로 대치하는 

오류보다는 ‘ㅙ’로 대치하는 오류를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학습자들

이 ‘ㅚ’를 ‘ㅙ’로 대치하거나 ‘ㅙ’를 ‘ㅚ’로 대치한 오류가 발견되

었다. 이들 오류는 ‘되다’가 포함된 용언의 활용형에서 다수 나타났고, 

‘돼지’, ‘꾀,’ ‘회전’ 등 ‘ㅚ’나 ‘ㅙ’가 포함된 일부 단어에서도 

관찰되었다.

  ‘ㅗ’와 ‘ㅜ’의 대치 오류는 구어에서 ‘ㅗ’가 ‘ㅜ’로 변동되는 현

상 때문에 일어난다. ‘ㅗ’와 ‘ㅜ’의 변동은 비표준적인 발음이지만 체언

에 조사가 결합할 때,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노대

규, 1996). 학습자들은 구어적인 장면에서 발음하는 대로 표기하기 때문에 

‘ㅗ’를 ‘ㅜ’로 대치하여 쓰는 것으로 보인다.

  ‘w’탈락과 관련해서는 반모음이 탈락한 소리대로 표기하는 오류가 나

타난다. 한국어에서 ‘w’계 이중 모음 ‘ㅘ, ㅟ, ㅚ, ㅙ’를 발음할 때 수의

적으로 ‘w’를 시키고 ‘ㅏ, ㅣ, ㅐ(ㅔ)’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습

자들은 이러한 발음에 이끌려 표기하면서 오류를 범하였다.141) 이러한 오류

141)  ‘w’ 계열 이중 모음 자체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w’ 탈락 현상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오류를 산출한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를 검토하였다. SA-11, 

18, 20, 21, 29, 32, 36 모두 다른 문장이나 단어에서 해당 이중 모음을 바르게 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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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어간에 이중 모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나 ‘-아/어’의 결합으로 

‘w’가 축약되면서 이중 모음이 된 경우에서 발견되었다. ‘w’가 탈락한 

발음에 대해 배주채(2007)는 수의적으로 편하게 발음할 때 이러한 발음이 나

타날 수 있으며, 화자에 따라 명확하게 발음할 때에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

기도 하고, 항상 반모음 탈락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배주채

에 따르면 ‘ㅘ’의 경우 용언에서 ‘ㅗ’ 앞의 자음이 ‘ㅂ’일 때 ‘w’ 

탈락이 가장 쉽게 일어나는데,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도 이와 일치한다.

  ‘w’ 축약은 ‘w’ 탈락과 유사하나 단순히 ‘w’가 탈락하는 것이 아

니라 축약된다는 점이 다르다. ‘w’ 축약은 이중 모음 ‘ㅝ[wʌ]’가 ‘ㅗ

[o]’로 줄어드는 현상인데, 이러한 발음은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배주

채(2007)에 따르면 ‘ㅝ’가 ‘ㅗ’로 줄어드는 현상은 ‘둬, 줘, 놔둬’에서 

잘 일어나고 다른 용언의 활용형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w’ 

탈락 관련 오류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비표준적으로 축약된 소리를 그대

로 표기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비표준적인 모음의 변동과 관련된 오류는 소리에 이끌린 표기가 

그 원인으로 해석된다. 학습자들이 소리에 맞게 글자를 표기하는 능력은 갖

추고 있지만 음운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개별 형태소의 원형을 밝

혀 적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2.2.4.2. 한국 거주 기간별 비교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집단별로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경우가 있었으므로 학습자들은 해당 이중 모음의 형태와 음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오류 사례들은 이중 모음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라 

‘w’가 축약된 발음대로 써서 발생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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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ㅐ-ㅔ ㅒ-ㅖ ㅗ-ㅜ ㅚ-ㅙ w 탈락 w 축약

(1) 학령기 중도 입국 85.71 14.29 14.29 71.43 42.86 28.57

(2) 학령기 이전 입국 76.92 38.46 7.69 61.54 15.38 0.00

(3) 국내 출생 68.42 10.53 10.53 47.37 26.3% 5.26

<표 Ⅲ-48> 한국 거주 기간별 비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비표

준 모음 현상과 관련된 모든 오류 유형이 한국 거주 기간이 가장 긴 국내 출

생 집단에서도 발견되었다.142)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42) ‘w’가 축약된 소리대로 쓰는 오류는 학령기 중도 입국 집단과 국내 출생 집단에

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유형들은 한국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세 집단 모두에서 발견

되었다. 

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ㅐ-ㅔ

(1) 학령기 중도 입국 22.145 45.573

0.336 0.845(2) 학령기 이전 입국 5.882 6.413

(3) 국내 출생 15.842 31.656

ㅒ-ㅖ

(1) 학령기 중도 입국 0.240 0.634

3.453 0.178(2) 학령기 이전 입국 0.933 1.587

(3) 국내 출생 0.504 1.578

ㅗ-ㅜ

(1) 학령기 중도 입국 0.240 0.634

0.152 0.927(2) 학령기 이전 입국 0.389 1.349

(3) 국내 출생 0.211 0.676

<표 Ⅲ-49> 한국 거주 기간별 비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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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표준적인 모음 현상과 관련된 모든 오류 유형의 오류 빈도에서 세 집단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0.0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각 유형별로 오류 학습

자의 비율과 오류 빈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표준 모음 현상과 

관련된 모든 오류 유형이 한국 거주 기간이 긴 집단에서도 관찰되었고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들은 한국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다문화 가정 학습자들이 보편적으로 표기

에서 어려워하는 요소이며,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자동적으로 수정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4.3.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

습자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집단별로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ㅚ-ㅙ

(1) 학령기 중도 입국 7.287 15.218

1.607 0.448(2) 학령기 이전 입국 2.921 4.692

(3) 국내 출생 5.177 17.457

w 탈락

(1) 학령기 중도 입국 4.026 7.698

2.040 0.361(2) 학령기 이전 입국 0.834 2.428

(3) 국내 출생 2.638 9.502

w 축약

(1) 학령기 중도 입국 3.216 7.794

5.721 0.057(2) 학령기 이전 입국 0.000 0.000

(3) 국내 출생 0.068 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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ㅐ-ㅔ ㅒ-ㅖ ㅗ-ㅜ ㅚ-ㅙ w 탈락 w 축약

(1) 한국어 능력 부족 75.00 16.67 8.33 58.33 33.33 16.67

(2) 한국어 능력 보통 90.00 30.00 15.00 60.00 25.00 5.00

(3) 한국어 능력 우수 28.57 0.00 0.00 42.86 14.29 0.00

<표 Ⅲ-50>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인 오류로 나타난 

유형은 ‘ㅐ’와 ‘ㅔ’, ‘ㅚ’와 ‘ㅙ’의 대치 오류, ‘w’가 탈락한 발

음대로 적는 오류이다. 한편, ‘ㅒ’와 ‘ㅖ’, ‘ㅗ’와 ‘ㅜ’의 대치 오

류, ‘w’가 축약된 소리대로 적는 오류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보통

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는 다

음 표와 같다.

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ㅐ-ㅔ

(1) 한국어 능력 부족 25.269 46.830

7.780 0.020*(2) 한국어 능력 보통 11.349 17.144

(3) 한국어 능력 우수 1.074 2.110

ㅒ-ㅖ

(1) 한국어 능력 부족 0.343 0.816

3.246 0.197(2) 한국어 능력 보통 0.965 1.888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ㅗ-ㅜ

(1) 한국어 능력 부족 0.140 0.484

1.335 0.513(2) 한국어 능력 보통 0.457 1.223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표 Ⅲ-51>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비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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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ㅐ’와 ‘ㅔ’의 대치 오류(p=0.020)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14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각 유형별로 오류 

학습자의 비율과 오류 어절의 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ㅚ’와 ‘ㅙ’의 대치 오류, ‘w’가 탈락한 발음대로 적는 오류

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며 집단 간 오류 

빈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유형의 오류는 한국어 의사소

통 능력이 우수한 학습자들도 유사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다문

화 가정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ㅐ’와 ‘ㅔ’의 대치 오류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발견되지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오류 빈도의 차이

143) 사후 검정 결과에 따르면, ‘ㅐ’와 ‘ㅔ’의 대치 오류는 한국어 능력이 보통 수

준인 집단과 우수한 집단 사이에서 오류 빈도의 차이가 있었다(p=0.022). 

유형 집단별 비교
검정 

통계량

표준 

오류

유의 

확률

ㅐ-ㅔ

(1) 한국어 능력 부족 - (2) 한국어 능력 보통 -0.508 4.128 1.000

(2) 한국어 능력 보통 - (3) 한국어 능력 우수 13.336 4.965 0.022*

(1) 한국어 능력 부족 - (3) 한국어 능력 우수 12.827 5.377 0.051

ㅚ-ㅙ

(1) 한국어 능력 부족 4.708 11.718

2.184 0.336(2) 한국어 능력 보통 6.461 17.515

(3) 한국어 능력 우수 0.737 0.936

w 탈락

(1) 한국어 능력 부족 5.821 12.787

1.382 0.501(2) 한국어 능력 보통 0.888 2.090

(3) 한국어 능력 우수 0.230 0.609

w 축약

(1) 한국어 능력 부족 1.876 5.989

2.258 0.323(2) 한국어 능력 보통 0.683 0.298

(3) 한국어 능력 우수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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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해당 유형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거나 보

통 수준인 학습자의 경우 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2.2.4.4. 학년별 비교

  학년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각 유형의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의 비율을 확

인하였다. 집단별로 오류 학습자의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ㅐ-ㅔ ㅒ-ㅖ ㅗ-ㅜ ㅚ-ㅙ w 탈락 w 축약

(1) 저학년 88.89 33.33 22.22 55.56 22.22 11.11

(2) 중학년 70.59 17.65 11.76 52.94 35.29 11.76

(3) 고학년 69.23 15.38 0.00 61.54 15.38 0.00

<표 Ⅲ-52> 학년별 비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학습자의 비율

  학년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오류 학습자가 나타나는 유형은 ‘ㅐ’와 

‘ㅔ’, ‘ㅒ’와 ‘ㅖ’, ‘ㅚ’와 ‘ㅙ’의 대치 오류, ‘w’가 탈락한 소

리대로 적는 오류이다. 한편, 비교적 학년이 낮은 저학년과 중학년 집단에서

만 발견된 오류는 ‘ㅗ’와 ‘ㅜ’의 대치 오류와 ‘w’가 탈락한 소리대로 

적는 오류이다. 

  각 학습자의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해서도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ㅐ-ㅔ

(1) 저학년 23.570 41.673

2.163 0.339(2) 중학년 15.961 33.483

(3) 고학년 5.108 5.371

<표 Ⅲ-53> 학년별 비표준 모음 현상 관련 형태소 오류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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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 분석 결과, 모든 유형에 대해서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p>0.0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학년에 따라 각 유형별로 오류 학습자의 비율과 

오류 빈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ㅐ’와 ‘ㅔ’, ‘ㅒ’와 ‘ㅖ’, 

‘ㅚ’와 ‘ㅙ’의 대치 오류, ‘w’가 탈락한 소리대로 적는 오류는 학년

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발견되며, 학년에 따른 오류 빈도의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학년에 관계없이 다문화 가정 학습자들이 해당 유형

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오류가 자동적으로 

수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144)

144) ‘ㅗ’와 ‘ㅜ’의 대치 오류, ‘w’ 축약이 일어난 소리대로 적는 오류는 학년이 

낮은 집단에서만 발견되었지만, 오류 빈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

ㅒ-ㅖ

(1) 저학년 0.965 1.839

1.519 0.468(2) 중학년 0.303 0.719

(3) 고학년 0.736 1.885

ㅗ-ㅜ

(1) 저학년 0.924 1.789

3.087 0.214(2) 중학년 0.175 0.499

(3) 고학년 0.000 0.000

ㅚ-ㅙ

(1) 저학년 6.372 14.345

0.365 0.833(2) 중학년 6.515 18.592

(3) 고학년 1.744 1.899

w 탈락

(1) 저학년 2.944 7.291

1.152 0.562(2) 중학년 3.283 10.100

(3) 고학년 0.690 1.752

w 축약

(1) 저학년 2.604 7.366

1.581 0.454(2) 중학년 0.175 0.499

(3) 고학년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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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오류 양상을 고려한 맞춤법 교육의 실제

1. 맞춤법 교육의 방향과 목표

  본고에서 추구하는 맞춤법 교육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표기 체계의 특징과 원리를 반영한다. 한글 자모와 맞춤법 규정은 체계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개별 단어의 암기가 아니

라 원리를 내재화할 수 있는 맞춤법 교육을 추구한다. 둘째,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반영한다.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는 모어 학

습자와 다른 특수한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에서 맞춤법 오류를 

분석한 내용에 근거하여 변인별로 교육을 설계한다. 셋째, 개인의 수준을 고

려하여 교육을 개별화한다. 개인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교육은 

이미 학습자가 숙달한 것을 다시 가르치거나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서 벗어

나는 내용을 교육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맞춤법 교육

의 내용을 개별화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맞춤법 교육에 접근할 때,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

표는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다. 앞에서 관련 이론

과 선행 연구를 정의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하기 위

해 필요한 하위 능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모를 음가에 맞게 표기

할 수 있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형태소의 형

태를 밝혀 적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맞춤법 교육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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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맞춤법 교육의 방향과 목표

  즉,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모를 음가에 맞게 표

기하는 능력과 음운 변동과 관련되는 형태소를 바르게 표기하는 능력을 함

양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때, 한국어 표기 체계의 특성과 원리를 고려하고, 다

문화 가정 학습자의 오류 양상에 근거하며, 개인 수준에 따라 교육을 개별화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2. 맞춤법 교육의 내용

2.1. 맞춤법 교육의 내용 체계

2.1.1. 맞춤법 교육 내용 구성의 원리

  맞춤법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의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첫째, 자모 표기 교육과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표기 교육의 두 영역을 설

정하고, 초성, 중성, 종성, 표준 자음 현상, 표준 모음 현상, 비표준 자음 현

상, 비표준 모음 현상의 일곱 가지 범주를 구성한다. 이때 범주별 교육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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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장에서 분석한 오류 유형을 바탕으로 정한다. 또한 각 유형별 교육에는 

오류 빈도가 높은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포함되도록 한다.

  둘째, 예상되는 화석화 가능성에 따라 필수 교육 요소, 선택 교육 요소, 유

보 교육 요소를 구분한다. 화석화 가능성은 한국 거주 기간과 학년별 오류 

양상을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필수 교육 요소는 관련 범주에 대한 학습자의 오류가 나타났을 때 필수적

으로 교육하는 요소이다. 한국 거주 기간이 가장 긴 국내 출생 집단과 학년

이 가장 높은 고학년 집단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한국 거주 기간이나 

학년에 따라 오류 빈도에 차이가 없는 요소는 화석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하여 필수 교육 요소로 정한다. 필수 교육 요소의 경우 해당 범주에 대한 오

류가 확인된 경우 학습자가 특정 유형의 오류를 나타내지 않았더라도 예방

적인 차원에서 교육한다. 

  선택 교육 요소는 학습자의 오류가 나타난 경우에만 교육하는 요소이다. 한

국 거주 기간과 학년 중 하나에 대해서만 화석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선택 교육 요소로 정하여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교육 여부를 결정한다. 

  유보 교육 요소는 오류 유형이 발견되더라도 교육을 유보하는 요소이다. 

국내 출생 집단과 고학년 집단 모두에서 발견되지 않고, 오류 빈도 또한 한

국 거주 기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유보 교육 

요소로 정한다. 유보 교육 요소와 관련된 오류는 초점화하여 교육하지 않고 

별도의 교육적 처치 없이도 잠재적으로 습득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오류 양상을 바탕으로 교육 요소별 학습 난

도를 ‘상, 중, 하’로 정한다. 오류 유형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집단에서만 발견되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보통이거나 우수한 집단에서

는 발견되지 않는다면 해당 유형의 학습 난도는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어떠한 오류 유형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한 집단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면, 해당 유형의 학습 난도는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우수 집단에서만 오류가 나타난 경우 학습 난이도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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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통 집단과 부족 집단에서 오류가 나타난 경우 ‘중’으로, 부족 집단

에서만 나타난 경우 ‘하’로 정하였다. 

  이때, 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집단별 오류율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를 

반영한다.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 오류라고 하더라도 특정 집단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면 난도 설정에 활용한다. 예컨대, 모든 집단에서 

해당 오류가 나타나더라도 특정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

되는 경우, 해당 집단에 대해서 난도를 한 단계 상향한다.  

  넷째, 학습 난도가 높을수록 해당 유형에 대한 학습이 반복, 심화될 수 있

도록 나선형으로 조직한다. 이러한 조직 방법은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

(Bruner, 1976)에 근거한 것이다. 나선형 교육과정이란 학습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145) 동일한 교육 내용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되 그 폭과 깊이가 넓어지도

록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학습 난도가 ‘하’인 요소는 1

회, ‘중’인 요소는 2회, ‘상’인 요소는 3회에 걸쳐 반복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반복되는 과정에서 학습이 심화될 수 있도록 모형을 다르게 적용한다. 

초기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책임보다 교사의 역할이 큰 교육 모형을 활용하

고, 후기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역할이 큰 교육 모형을 활용한다.

  이때, 개인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수 교육 요소에 대하여 교육 횟

수를 조절한다. 특정 범주에서 필수 교육 요소가 아닌 다른 요소에 대한 오

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범주의 필수 교육 요소를 교육하되 그 횟수로 한정

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 해당 요소에 대해서 가장 심화된 수준의 수업이 실

시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역할이 큰 모형을 활용한다.

145)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 과정은 학년별로 구성되기 때문에 ‘나선형 교육과정’은 

동일한 성격의 내용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더 폭넓게,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서울대

학교 교육연구소, 2011)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고의 교육 내용은 학년별

로 구성되지 않으므로 ‘학습 경험의 증가’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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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맞춤법 교육의 내용 체계

  앞에서 제시한 구성 원리에 따라 맞춤법 교육의 내용 체계를 구안하였다. 

구안한 내용 체계를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영

역

범

주

필수 

교육 요소

선택 

교육 요소

유보 

교육 요소

자

모 

표

기

초

성

하 ㅂ-ㅃ 하 ㅈ-ㅊ 하 ㅈ-ㅉ

중

ㄱ-ㄲ

ㄷ-ㄸ

ㅅ-ㅆ(중도)

중

ㄲ-ㅋ

ㄷ-ㅌ

ㄸ-ㅌ

ㄹ 첨가

중 ㅁ-ㅂ

상 상 상

중

성

하 ㅓ-ㅣ 하

중
ㅏ-ㅐ(중도)

ㅗ-ㅜ(부족)
중

ㅗ-ㅓ

ㅓ-ㅔ
중

상 ㅜ-ㅡ 상 ㅓ-ㅏ 상

종

성

하 하 하

중

ㄱ-ㅇ

ㄴ-ㅁ

ㄴ-ㅇ(부족)

ㄷ-∅(부족)

중 ㄱ-ㄷ(부족) ㅇ-∅ 중

상
ㄴ-∅
ㄹ-∅ 상 ㅁ-ㅂ 상

음

운 

현

상 

관

련 

표

준 

자

음 

현

상

하 하 하

중

연음 이해(부족)

경음화 이해

격음화 무표 교정

비음화 이해

어간 말 후음 탈락 이해(저)

중

연음 과잉 교정

연음 자음 중복 교정

구개음화 이해

중

<표 Ⅳ-1> 맞춤법 교육의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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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소 

표

기

자음군 단순화 이해

상

연음 자음군  

평파열음화 과잉 교정 

평파열음화 연음 교정 

경음화 과잉 교정

격음화 이해

유음화 이해

자음군 단순화 과잉 교정

상 상

표

준 

모

음 

현

상

하 하 하

중
ㅖ→ㅔ 이해

j 탈락 과잉 교정
중

ㅖ→ㅔ 과잉 교정

ㅢ→ㅣ이해

j 탈락 이해(저)

중

상

ㅢ→ㅔ 이해

ㅢ→ㅔ 과잉 교정

j 첨가 이해

상 상

비

표

준 

자

음 

현

상

하 하 하

중 초성 후음 탈락 이해 중 ㄴ 첨가 이해 중

상
어두 경음화 이해

ㄹ 첨가 이해
상 상

비

표

준 

모

음 

현

상

하 하 하

중 ㅒ-ㅖ 중
ㅗ-ㅜ

w 축약
중

상

ㅐ-ㅔ(부족, 보통)

ㅚ-ㅙ

w 탈락

상 상

*() 안의 내용은 특정 집단에서 해당 교육 요소의 난도가 상향됨을 의미함.

*중도: 학령기 중도 입국, 부족: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 

 보통: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보통, 저: 저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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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맞춤법 교육의 세부 내용

2.2.1. 자모 표기 교육

  자모 표기 교육은 자모를 음가에 맞게 표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맞춤법 교육의 목표 중 첫 번째 능력의 함양과 

관련된다. 자모 표기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은 3장의 오류 분석을 통해 확인

한 혼동 초성과 중성, 종성이다. 자모 표기에 대한 오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해당 자모에 대한 음운 구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모의 표

기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모 오류를 효과적으로 교

정하기 위해서는 음운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음운에 대한 

구별을 실제 어휘 표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모 표기 교육을 위하여 (1) 음운의 지각과 산출, (2) 음운 

중심과 어휘 중심 표기로 두 축을 설정하였다. 자모 표기 교육의 세부 교육 내

용 구성을 위한 두 축과 사분면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2> 자모 표기 교육의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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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림은 두 축에 의해 설정되는 네 가지 세부 내용을 나타낸다. 첫 번

째는 음운 중심으로 지각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음운의 특성에 대한 지

식적 이해와 청취 훈련이다. 두 번째는 어휘와 관련하여 음운 지각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최소 대립쌍을 변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음운 중심으

로 자모에 대한 바른 표기를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단음절 또는 무의미 단어

를 표기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어휘 중심으로 자모를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높은 빈도로 오류가 나타나는 형태소를 표기하는 것이다.

2.2.2.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표기 교육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의 표기 교육은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고 단어의 

형태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맞춤법 교육의 

목표 중 두 번째 능력의 함양과 관련이 있다.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표기 교

육에서 다루는 내용은 3장의 오류 분석을 통해 확인한 표준적이거나 비표준

적인 음운 현상과 관련된 오류 유형이다. 

  오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의 오류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이유는 해당 음운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변동이 일어난 소리대로 표기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개별 

어휘에 대해 음운 현상을 고려하여 표기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

하지 못해서 해당 규칙을 과잉 일반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운 현상을 이

해하지 못해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학습자에 대한 교육과 음운 현상을 과잉 

일반화하여 오류를 발생시키는 학습자에 대한 교육은 달라야 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음운 현상과 관련된 형태소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음운 현상에 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개별 어휘의 표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표기 교육을 위하여 (1) 음운 현

상에 대한 이해 또는 과잉 일반화의 교정과 형태소, (2) 규칙 중심과 어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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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두 축으로 설정하였다.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표기 교육의 세부 내용 

구성을 위한 축과 분면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3>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표기 교육의 세부 내용

  위의 그림은 두 축에 의해 설정되는 여섯 가지 세부 내용을 나타낸다. 첫 

번째는 규칙 중심으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음운 현상에 대한 이해

를 도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휘 중심으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현상이 일어나는 어휘를 바르게 표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규칙 중심

으로 형태소와 관련하여 해당 음운 현상과 관련된 형태소의 원형을 이해하

는 것이다. 네 번째는 어휘 중심으로 형태소와 관련하여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규

칙 중심으로 과잉 일반화의 교정을 위해 해당 표기와 관련된 규범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어휘 중심으로 과잉 일반화의 교정을 위해 여

러 가지 어휘 사례에 대하여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를 구별하고 바르게 표기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구성한 세부 내용은 교육 요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활용한다. 

음운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하는 경우 실선에 포함된 네 가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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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세부 내용으로 한다. 반면, 음운 현상을 과잉 일반화하는 표기의 교정

을 목표로 교육하는 경우, 점선에 포함된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세부 내용으

로 한다.

3. 맞춤법 교육의 방법

3.1. 맞춤법 교육의 절차

  개별화된 맞춤법 교육을 위하여 교육의 절차는 맞춤법 능력 진단, 개별화

된 맞춤법 교육 내용 구성, 맞춤법 교육 실행, 형성적 평가로 이루어지며 이

러한 과정은 순환적으로 진행된다.

<그림 Ⅳ-4> 맞춤법 교육의 절차

  첫째, 맞춤법 능력의 진단에서는 개인의 작문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학습자

들의 오류가 나타나는 범주를 확인한다. 둘째, 개별화된 맞춤법 교육 구성에

서는 오류가 나타나는 범주를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이때, 학

습자의 오류 양상을 중심으로 교육이 필요한 범주와 요소를 확인하고, 학습

자에 특성에 따라 일부 난도와 횟수를 결정한다. 셋째, 맞춤법 교육의 실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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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별화된 맞춤법 교육을 진행한다. 넷째, 형성적 평

가146)에서는 작문 자료를 검토하거나 받아쓰기 검사를 시행하여 학습자의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법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점검한다. 처음에 

구성한 맞춤법 교육을 마친 뒤에는 다시 처음 단계로 돌아가 개인의 맞춤법 

능력을 진단하고 추가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3.2. 맞춤법 교육의 방법147)

3.2.1. 맞춤법 교육을 위한 모형

  맞춤법 교육을 위해서는 (1) 소리-철자 지도 모형, (2) 지식 탐구 학습 모

형, (3) 직접 교수 모형, (4)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소리-철자 지도 모형(윤경진, 2017)은 영어 교육에서 음철법

(Phonics) 지도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모형은 준비, 검증, 친숙, 정자

법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준비 단계(Ready Stage)에서 학습 동기

를 유발하고 목표 글자의 발음을 들려준다. 다음으로 검증 단계(Check 

Stage)에서 목표 글자(혹은 음운)가 포함된 낱말을 발음하고 의미를 확인한

다. 그 후 친숙 단계(Familiarity Stage)에서 해당 소리와 철자의 관계에 익숙

해지기 위한 활동을 한다. 마지막 정자법 단계(Orthographic Stage)에서 목표 

글자를 복습하고 점검한다.

146) 형성적 평가는 “일련의 유목적적(有目的的) 활동의 진행과정에서, 그 활동의 부분

적 수정·개선·보완의 필요성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시되는 평가활동(서울

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이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과 학습자의 수행에 대한 

점검에 모두 쓰일 수 있다.
147) 언어 교육에서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논의는 복수의 층위에 대하여 전개되었다

(Richards & Rodgers, 전병만 외 역, 2003; Brown, 권오량 외 역, 2008). 여기에서는 구

본관(2012)를 따라 (1) 교수·학습의 절차로서 모형에 관한 것과 (2) 교수·학습 기법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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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지식 탐구 학습 모형148)은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여 개념이나 규칙

을 일반화하는 모형이다(신헌재 외, 2015) 이 모형은 문제 확인하기, 자료 탐

색하기, 지식 발견하기, 지식 적용하기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문제 확인 

단계에서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할 문제와 그 필요성을 확인한다. 자

료 탐색 단계에서는 자료나 사례를 탐구한다. 지식 발견 단계에서는 규칙을 

발견하여 정리한다. 마지막 지식 적용하기 단계에서는 발견한 지식을 적용하

고 일반화한다.

  셋째, 직접 교수 모형은 교사 중심의 교수 모형으로 학습 내용을 세분화하

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지도하는 모형이다(신헌재 외, 2015). 이 모형은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질문하기, 활동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설명하기

에서는 교사가 학습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다음으로 시범 

보이기에서는 사례를 제시하고 방법을 설명한다. 질문하기에서는 질문을 통

해 설명한 내용이나 방법을 다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활동하기에서는 적용

과 반복 연습이 이루어진다.

  넷째,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학습자

가 지식이나 개념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모형이다(신헌재 외, 

2015). 이 모형은 문제 확인하기, 문제 해결 방법 찾기, 문제 해결하기, 일반

화하기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문제 확인에서는 학습 동기를 유발

하고 학습 문제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 방법 찾기에서는 해결 방법

을 탐색하고 계획을 세운다.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리를 습득한다. 마지막 일반화하기 단계에서는 다른 사례에 적용해 보면서 

인지적 정착을 유도한다.

148) 일반적으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귀납적인 탐구 활동을 위해 지식 탐구 학습 모

형이 아니라 OHE 모형이나 NDAE 모형, III 모형 등을 주로 활용한다. 본고에서 구안하

는 교육의 대상이 한국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학습자이기 때문에, 한국 초등

학교 교사에게 익숙한 교수·학습 모형을 선택하였다.



- 168 -

모형 학습 단계

소리-철자 지도 모형 준비-검증-친숙-정서법

지식 탐구 학습 모형 문제 확인-자료 탐색-지식 발견-지식 적용

직접 교수 모형 설명-시범-질문-활동

문제 해결 학습 모형 문제 확인-문제 해결 방법 찾기-문제 해결-일반화

<표 Ⅳ-2>  맞춤법 교육에 활용 가능한 모형

  이상에서 살펴본 모형을 교육 내용의 나선형 조직과 연관 지으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 학습 단계에서는 교사에게 학습에 대한 책임이 집중된 직접 

교수 모형을 활용한다. 단, 자모 요소를 가르칠 때에는 직접 교수 모형보다 

소리-철자 지도 모형의 활용을 권장한다. 다음으로 중기 학습 단계에서는 지

식 탐구 학습 모형을 사용한다. 학습이 초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중기까지 

확장된 경우에는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

육 내용과 방법이 심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후기 학습 단계에

서는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을 사용한다. 학습자가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스

스로 해결하면서 교육 내용을 확장하기 위해서이다. 

학습 난도 교육 횟수 차수별 적용 모형

하 1회 (1) 직접 교수 모형(또는 소리-철자 지도 모형)

중 2회
(1) 직접 교수 모형(또는 소리-철자 지도 모형) 

(2) 지식 탐구 학습 모형

상 3회

(1) 직접 교수 모형(또는 소리-철자 지도 모형) 

(2) 지식 탐구 학습 모형

(3) 문제 해결 학습 모형

<표 Ⅳ-3> 학습 난도별 적용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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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맞춤법 교육을 위한 기법

  맞춤법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은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

되었다. 선행 연구(함관영, 2002; 강민정, 2008; 김유정, 2000; 문정은, 2017)에서 

제안한 기법과 활동을 본고에서 설정한 범주에 따라 배치하면 다음과 같다.149)

  먼저, 자모 표기 교육에서는 자모를 음가에 맞게 쓰는 것이 목표이므로 자

모의 음가를 변별하고 적합한 자모를 쓰는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기법의 예로는 소리의 특성 설명하기, 최소 대립쌍 변별하기, 표

준 발음 청취하기, 소리나는 대로 받아쓰기, 짧은 글 짓기, 낱말 잇기 놀이하

기 등이 있다.

  다음으로 음운 변동 관련 형태소의 표기 교육에서는 음운 변동과 관련된 

경우의 형태소를 바르게 표기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음운 현상에 대한 이해

나 변별, 개별 형태소와 어휘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는 활동을 활용할 수 있

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기법의 예로는 반복하여 쓰고 외우기, 컴퓨터 타자 

프로그램으로 연습하기, 조사나 어미를 붙여 원형 알아보기, 시각 자료 제시

하기, 일기 쓰기를 통한 첨삭 지도, 잘못된 표기와 바른 표기의 발음 비교하

기, 국어사전에서 단어 찾아보기, 음운 변동 규칙(또는 음운 현상) 이해하기

짧은 글짓기, 범주별 받아쓰기 등이 있다.

4. 맞춤법 교육의 적용

  앞에서 구안한 맞춤법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구체화하기 위하여 실제 학

습자를 예로 들어 맞춤법 교육을 구안하였다. 대상 학습자는 중도 입국 중국

계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1명(SA-12150))이다.

149)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 기법의 적절성과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초등학생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맞춤법 교수·학습 기법에 대해 연구한 함관영

(2002), 강민정(2008), 김유정(2000), 문정은(2017)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구안한 

내용에 적합한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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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맞춤법 능력의 진단

  SA-12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검토하여 학습자가 생산한 오류를 확인하였

다. 해당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는 초성과 중성, 표준적인 음운 변동, 비표

준적인 음운 변동과 관련된 오류가 나타났다. 초성 범주에서는 ‘ㄱ, ㄲ’와 

‘ㄷ, ㅌ, ㄸ’의 대치 오류가 발견되었고, 중성에서는 ‘ㅜ’와 ‘ㅡ’의 대

치 오류가 나타났으며, 종성 표기와 관련된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준 자

음 변동과 관련해서는 평파열음화와 경음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의 과잉 일

반화 오류가 관찰되었다. 표준 모음 변동과 관련해서는 ‘ㅢ’를 ‘ㅔ’로 

발음되는 소리대로 쓴 오류, ‘j’ 첨가 현상이 일어난 소리대로 쓴 오류가 

나타났다. 비표준 자음 변동과 관련해서는 어두 경음화 오류가 나타났으며, 

비표준 모음 변동과 관련해서는 ‘ㅐ’와 ‘ㅔ’, ‘ㅚ’와 ‘ㅙ’의 대치 

오류가 발견되었다.

  

4.2. 개별화된 맞춤법 교육 내용 구성

  앞에서 진단한 학습자의 맞춤법 능력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대상 학습자는 초성, 중성, 표준 자음 변동, 표준 모음 변동, 비표준 자음 변

동, 비표준 모음 변동에서 오류를 생산하였다. 따라서 해당 범주의 필수 교육 

요소를 내용 구성에 포함하되, 실제로 학습자가 오류를 생산한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구별하여 교육 난도와 횟수를 결정하였다. 또한 선택 교육 요소 

중 학습자가 오류를 산출한 유형을 선택하여 교육 내용에 포함하였다. SA-12 

학습자의 경우 교육 난도의 상향이 필요한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난도의 상향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아가 유보 교육 요소 중 해당 학습자가 오

150) SA-12 학습자는 학령기 이전 중도 입국하였으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보통 수

준으로 판정되었고, 현재 4학년에 재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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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생산한 유형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상 학습자에게 개별화된 

맞춤법 교육 내용이 구성되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4.3. 맞춤법 교육의 실행

  SA-12 학습자를 대상으로 앞에서 구안한 교육 내용 중 ‘ㅜ’와 ‘ㅡ’를 

구별하여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151) 모음자 

151)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구안한 모든 교육 내용을 실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

다. 제한된 여건 내에서 목표한 교육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예시하기 위하여 다문

범주 난도 횟수 교육 요소

초성
중 2 ㄱ-ㄲ, ㄷ-ㄸ, ㄷ-ㅌ, ㄸ-ㅌ

상 1 ㅂ-ㅃ, ㅅ-ㅆ

중성 상
1 ㅏ-ㅐ, ㅗ-ㅜ

3 ㅜ-ㅡ

표준 자음 변동 상

1

연음 이해, 경음화 이해, 격음화 무표 교정, 

비음화 이해, 어간 말 후음 탈락 이해, 

자음군 단순화 이해, 자음군의 연음 이해, 

평파열음화 연음에 대한 과잉 일반화 교정, 

격음화 이해, 유음화 이해

3
평파열음화 과잉 일반화 교정, 자음군 

단순화 과잉 일반화 교정

표준 모음 변동 상
1

ㅖ→ㅔ 이해, j 탈락의 과잉 일반화 교정, 

ㅢ→ㅔ 과잉 일반화 교정

3 ㅢ→ㅔ 이해, j 첨가 이해

비표준 자음 변동 상
1 초성 후음 탈락 이해, ㄹ 첨가 이해

3 어두 경음화 이해

비표준 모음 변동 상
1 w 탈락, ㅒ-ㅔ

3 ㅐ-ㅔ, ㅚ-ㅙ

<표 Ⅳ-4> 개별화된 맞춤법 교육의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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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와 ‘ㅡ’의 구별은 교육 난도가 상으로 설정되었으며 자모 표기 교육

의 내용이다. 따라서 소리-철자 지도 모형, 지식 탐구 학습 모형,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총 3차시를 진행하였다. 또한 앞에서 구안

한 세부 내용에 따라 음운 이해 청취 훈련, 단음절 또는 무의미 단어 표기, 최

소 대립쌍 구별, 고빈도 오류 형태소 표기를 세부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1차시에는 소리-철자 교수 모형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활용한 

교수·학습 기법으로는 소리의 특성 설명하기, 소리 듣고 구별하기, 소리 나

는 대로 받아쓰기를 활용하였다. 아래에서 1차시의 수업 내용을 표로 요약하

고, 수업에서 활용한 활동지를 제시하였다.

학습 목표 ‘ㅜ’와 ‘ㅡ’를 구별하여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다.

적용 모형 소리-철자 지도 모형

적용 기법 소리의 특성 설명하기, 소리 듣고 구별하기, 소리 나는 대로 받아쓰기

학습 과정

(1) 준비: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오류 사례 제시

(2) 검증: ‘ㅜ’와 ‘ㅡ’의 특성 설명하고 발음 연습

(3) 친숙: 청기백기 놀이를 활용하여 소리 듣고 구별하기

(4) 정서법: ‘ㅜ’와 ‘ㅡ’가 포함된 낱말 받아쓰기

<표 Ⅳ-5> 1차시 수업 요약 

화 가정 학습자의 특성이 보다 잘 드러나는 자모 표기 교육의 내용 가운데 교육 난도

가 상으로 가장 높고 교육 횟수가 3회로 가장 많은 것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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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일부입니다. 내 생각을 말해 봅시다.

  (1) 학생이 잘못 쓴 부분을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2) 선생님이 ‘?’라고 표시한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2. ‘ㅜ’와 ‘ㅡ’를 발음해 봅시다.

  (1) ‘ㅜ’와 ‘ㅡ’의 발음을 알아봅시다.152)

  

ㅜ ㅡ

哭[ kū ], 不[ bù ]의 ‘u’와 비슷합니다.
课[ kè ], 饿[ è ]에서 ‘e’가 내는 처음

발음과 비슷합니다.

  (2) ‘ㅜ’와 ‘ㅡ’의 차이를 설명해 봅시다.

  

ㅜ ㅡ
입 입 모양이 ( ). 입 모양이 옆으로 ( ).
입술 입술을 앞으로 ( ). 입술을 내밀지 ( ).

3. ‘ㅜ’와 ‘ㅡ’의 발음을 듣고 청기백기 놀이를 해 봅시다.

  (1)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2) ‘ㅜ’가 들리면 오른손을, ‘ㅡ’가 들리면 왼손을 듭니다.

4. ‘ㅜ’와 ‘ㅡ’가 포함된 낱말을 듣고 받아써 봅시다. 

  (1)                 

  (2)                 

  (3)                 

<그림 Ⅳ-5> 1차시 수업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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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수업은 학습자의 본인의 작문 자료에서 ‘ㅜ’와 ‘ㅡ’를 대치한 

오류 사례를 제시하면서 시작하였다. 아직 ‘ㅜ’와 ‘ㅡ’의 차이를 교육하

기 전이므로 학습자가 오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 다음으로 모음 ‘ㅜ’와 ‘ㅡ’의 차이를 설명하고 발음을 연습하였다. 

유사한 중국어의 발음을 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ㅜ’와 

‘ㅡ’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후 ‘ㅜ’와 

‘ㅡ’의 구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음성 청취 훈련을 실시하였다. 단순한 

청취 훈련이 지루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청기백기 

놀이를 통해 진행하였다. 청취 훈련을 위해서 ‘구, 그, 무치, 므치, 숩, 습’

과 같은 무의미 단어를 활용하였으며, 종성이 있거나 없는 유형, 단음절과 다

음절 유형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ㅜ’와 ‘ㅡ’가 포함된 

낱말을 소리에 맞게 받아쓰도록 하여 학습의 정착을 유도하였다.

  2차시에는 지식 탐구 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수·학

습 기법으로는 최소 대립쌍 변별하기, 표준 발음 청취하기, 소리의 특성 설명

하기를 활용하였다. 아래와 같이 2차시의 수업 내용을 표로 요약하고, 수업

에서 활용한 활동지를 제시하였다.

학습 목표 ‘ㅜ’와 ‘ㅡ’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적용 모형 지식 탐구 학습 모형

적용 기법 최소 대립쌍 변별하기, 표준 발음 청취하기, 소리의 특성 설명하기

학습 과정

(1) 문제 확인: 최소 대립쌍 변별하기 놀이로 동기 유발

(2) 자료 탐색: 표준 발음 청취하기

(3) 지식 발견: ‘ㅜ’와 ‘ㅡ’ 소리의 특성 설명하기

(4) 지식 적용: ‘ㅜ’와 ‘ㅡ’가 포함된 낱말 받아쓰기

<표 Ⅳ-6> 2차시 수업 요약 

152) 발음 장면의 사진 출처는 다음과 같다.

  국립국어원. 「한국어 모음 교육」.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 누리집. 

<https://kcenter.korean.go.kr, 2019.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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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이 들려주는 단어를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골라봅시다.

(1) (2)

(3) (4)

2. 국어사전에서 <보기>의 단어를 검색하여 발음을 들어 봅시다.

<보기>

ㅡ, ㅜ, 굴, 글, 그리다, 구리다, 등등, 둥둥, 교훈, 노숙자, 지푸라기, 둥글다

3. ‘ㅜ’와 ‘ㅡ’의 차이를 설명해 봅시다.

4. ‘ㅜ’와 ‘ㅡ’가 포함된 낱말을 받아써 봅시다.

  (1) 이 이야기의 교 흔 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영등포역에는 노 숙 자 들이 있다.

  (3) 초가집의 지붕은 지 푸 라 기로 만든다. 

  (4) 종이를 둥 글 게  다듬었다.

<그림 Ⅳ-6> 2차시 수업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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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수업은 최소 대립쌍을 구별하는 활동으로 시작하였다. ‘굴’과 

‘글’, ‘그리다’와 ‘구리다’, ‘등등’과 ‘둥둥’, ‘증기’와 ‘(송)

중기’를 듣고 어울리는 그림을 찾게 하였다. 다음으로 ‘ㅜ’와 ‘ㅡ’가 

포함된 단어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서 표준 발음을 듣는 활동을 진행하

였다. ‘ㅜ’와 ‘ㅡ’를 비롯하여 첫 번째 활동에서 다룬 최소대립쌍 단어

와 고빈도 오류 어휘를 대상으로 하였다. ‘ㅜ’와 ‘ㅡ’의 차이를 설명하

는 활동에서는 학습자가 ‘ㅜ’와 ‘ㅡ’의 차이를 발견하여 자유롭게 서술

할 수 있도록 하였다.153)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이 많이 틀리는 ‘ㅜ’와 

‘ㅡ’가 포함된 어휘에 대하여 받아쓰기를 실시하였다. 받아쓰기를 통해 학

습자들이 발견한 ‘ㅜ’와 ‘ㅡ’의 차이를 어휘에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하

고, 관련 어휘의 바른 표기가 학습자에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시는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수·학습 

기법으로는 소리의 특성 설명하기, 국어사전 찾아보기를 활용하였다. 아래에서 

3차시의 수업 내용을 표로 요약하고, 수업에서 활용한 활동지를 제시하였다.

학습 목표 ‘ㅜ’와 ‘ㅡ’의 구별에 대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적용 모형 문제 해결 학습 모형

적용 기법 소리의 특성 설명하기, 국어사전 찾아보기

학습 과정

(1) 문제 확인: 구별을 어려워하는 학생의 이야기 제시

(2) 문제 해결 방법 찾기: ‘ㅜ’와 ‘ㅡ’를 구별하는 방법 탐색

(3) 문제 해결: ‘ㅜ’와 ‘ㅡ’의 구별 방법에 대한 글쓰기

(4) 일반화: ‘ㅜ’와 ‘ㅡ’에 대한 낱말 잇기 놀이하기

<표 Ⅳ-7> 3차시 수업 요약 

153) 실제 수업에서 학습자는 1차시 수업에서 배운 발음 방법의 차이와 함께 “‘ㅜ’

는 좀 더 무거운 느낌이고 ‘ㅡ’는 가벼운 느낌인 것 같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서

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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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가 쓴 일기를 읽어봅시다.

  (1) ○○이가 잘못 쓴 낱말은 무엇입니까?

  (2) ○○이가 어려워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2. ○○이에게 알려줄 내용을 떠올리며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ㅜ’와 ‘ㅡ’의 발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 내가 사용하는 ‘ㅜ’와 ‘ㅡ’의 구별 방법은 무엇입니까?

  (3) ‘ㅜ’로 써야 하는 낱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4) ‘ㅡ’로 써야 하는 낱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3. ○○이에게 ‘ㅜ’와 ‘ㅡ’를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편지를 써 봅시다.

4. ‘ㅜ’와 ‘ㅡ’에 대한 낱말 줄줄이 말하기 놀이를 해 봅시다.

ㅜ : → → →

ㅡ : → → →

  오늘 숙제로 냈던 사회 공책을 돌려받았다. 이번 사회 숙제의 주제는 옛날 사람들이 살던 집에 대해 설

명하는 것이었다. 공책을 펴 보니 ‘둥굴게, 지프라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선생님께서 써 주신 말도 보

였다. “옛날 사람들이 생활하던 집에 대해 잘 설명했어요. 다만, ‘둥굴게, 지프라기’가 아니라 ‘둥글게, 지푸

라기’라고 써야 해요.” 내 생각에는 ‘둥글게’나 ‘지푸라기’나 비슷한 소리가 들어있는 것 같다. 대체 어떨 

때는 ‘ㅜ’를 쓰고 어떨 때는 ‘ㅡ’를 쓰는 걸까? 

<그림 Ⅳ-7> 3차시 수업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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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시 수업은 문제 상황이 포함된 가상의 편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하

였다. 학습자는 자신이 겪었던 문제와 유사한 상황이 담긴 편지를 읽고 해결

해야 하는 문제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일련의 물음에 답

하면서 해결 방법을 탐색하고 세 번째 활동을 위한 내용을 생성한다. 세 번

째 활동은 실제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학습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가상의 학생에게 전하는 편지를 작성한다. 마지막 활동에서는 

낱말 이어 말하기 놀이를 통해 ‘ㅜ, ㅡ’가 포함된 여러 단어로 지식을 확

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학습자는 공을 주고받으면서 ‘ㅜ’가 포함된 

단어와 ‘ㅡ’가 포함된 단어를 말한 뒤, 놀이가 끝나고 기억나는 단어를 활

동지에 기록하였다.

4.4. 형성적 평가

  학습자의 학습 목표 달성 여부와 교육적 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1~3차시의 교육에 대하여 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SA-12 학습

자가 교육 전과 후에 산출한 작문 자료 5편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횟수와 빈

도를 비교하였다.

교육 전 교육 후

오류 어절 수(개) 2 0회

전체 어절 수(개) 540 569

오류 빈도(%) 0.37 0.00

표기 사례

<표 Ⅳ-8> ‘ㅜ’와 ‘ㅡ’의 대치 오류에 대한 교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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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12 학습자는 맞춤법 교육 전에는 ‘ㅜ’와 ‘ㅡ’의 대치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나, 교육 후에는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ㅜ’와 ‘ㅡ’를 대치하

는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1~3차시의 맞춤법 교육에서 ‘ㅜ’와 

‘ㅡ’를 구별하여 음가에 맞게 표현하도록 하는 학습 목표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154)

154) 다른 요소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지 못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효과를 확인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상세화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예시를 통해 구

체화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둔다. 구안한 교육 방안에 대한 효과 검증은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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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 연구는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맞춤법 교육 방

안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맞춤법에 맞는 단어 표기는 모어 학

습자들도 어려워하는 영역이며 다문화 가정 학습자는 언어 환경의 특수성

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법 교육 방안을 설정할 필

요가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설문 조사, 오류 분석, 분포 분석, 

분산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군집 표집한 다문화 가정 초등

학생 39명이었다.

2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맞춤법 교육

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제를 확립하였다. 먼저 문자 표기 체계에 관한 

표음 심도 이론과 읽기의 보편 문법에 대해 살펴보고, 철자 능력 발달과 

관련된 철자 발달 이론, 3중 단어 구성 이론, 이중 경로 이론을 검토하였

다. 또한 한국어의 자모 체계와 음운 현상의 특징을 탐색하고 중국어에 대

해 대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모 영역과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영역으

로 구성되는 맞춤법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국어과 교육과정과 

한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사와 학습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다문

화 가정 학습자를 위한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오류 분석, 분포 분석, 분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오류 양상

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오류를 유형화하여 원인을 설명하였으며,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학년에 따라 오류 학습자의 비율과 오류 빈도

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자모 영역과 관련된 오류는 대체로 중국인 

학습자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자모의 음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발생하

였다.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영역의 오류는 모어 학습자와 유사하게 나타

났으며, 음운 현상이 일어난 소리대로 쓰거나 음운 규칙을 과잉 일반화하

면서 발생하였다. 집단별로 오류 양상을 비교했을 때에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따른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고,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차이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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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학년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적었다. 또한 자모 오류 영역에서 집단

별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음운 변동 영역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4장에서는 3장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를 

위한 맞춤법 교육 방안을 구성하였다.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하였으며, 자모 능력과 음운 현상 관련 형태소 능력

의 함양을 하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한국 거주 기간과 학년별 오류 

양상을 바탕으로 화석화 가능성을 예상하여 교육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으

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별 오류 양상을 바탕으로 학습 난도를 결정하고 

교육 내용을 나선형으로 조직하였다. 더불어 영역별로 세부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적절한 모형과 기법을 탐색하였다. 이후 구안한 교육 방안을 실

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절차를 상술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맞

춤법 오류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틀을 설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글 

맞춤법 체제를 바탕으로 하거나 범주 간에 모호한 점이 있어 오류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포괄적

이고 정밀한 오류 분석의 틀을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둘째, 학습자의 실제

적인 쓰기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가 아닌 대규모의 작문 자료를 바

탕으로 하여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맞춤법 능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맞춤법 오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맞춤법 오류 양상에 대해 피상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오류 원

인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학년별로 

오류 양상을 비교하였다.

한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첫째, 연

구 대상의 개인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부모 각각에 대하여 모어가 

중국어인지의 여부, 부모의 출신 지역과 방언권, 가정에서의 언어생활, 조

부모와의 동거 여부, 학습자 개인의 인지적 능력 등이 통제되지 않았다. 따

라서 실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적용할 때에는 개인차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모어 학습자의 맞춤법 능력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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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 예컨대, 모어 학습자의 오류 양상이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오류 양상과 동일하다거나 상이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모

어 학습자의 맞춤법 능력에 대한 연구와 두 집단의 비교는 별도의 연구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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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thography Education 

Considering the Errors of Chinese 

Multicultural Learners

Oh, Jieun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Chinese multicultural families will show different aspects of learning 

Korean orthography compared to Korean native learners due to the 

differences in linguistic backgrounds. It aims to analyze the error patterns 

of Chinese multicultural family learners and to find effective ways of 

teaching Korean orthography to them.

  For this purpose, I first explored the theories about the writing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spelling ability, and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orthography. The Korean alphabet system is different from 

Chinese, and the principle of one-to-one correspondence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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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ed in some Korean alphabets. Also, the discrepancy between 

sounds and letters appears with phonological variations, as the Korean 

writing system pursues a harmony of phonetic notation and morphologic 

preservation. For this reason, learners of Chinese multicultural families 

are likely to have difficulty in writing Korean. In this paper, I set up a 

framework to analyze the error patterns of Chinese multicultural learners 

in the process of learning Korean orthography. In addition, I reviewed the 

recently revised Korean national language curriculum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teachers and learners to confirm the necessity of 

orthography education.

  To investigate spelling errors, I examined the causes of them, and 

compared the error patterns according to the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the level of Korean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the grade. I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the learners with the errors and identified the 

differences in error frequencies through Kruskal–Wall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s a result, the errors of the alphabets were similar to 

those of Chinese learners, and they occurred from the confusion with 

phonemes. On the other hand, errors about morphophonemic rules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native learners, and they appeared as a result of 

either the phonological phenomenon or the over-generalization of the 

phonological rules. While comparing the error patterns by groups, some 

types of errors showed the group-specific differen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this paper, I devised a 

customized education method for multicultural family learners. In terms of 

the teaching contents, I set the priority by considering the probability of 

fossilization according to the error patterns by the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and their grades. Furthermore, I determined the difficulty of 

learning considering the error patterns based on the level of Korean 

communication competence. Given the existing discussions on spelling 

education, I constructed the detailed educational contents and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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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models and techniques. To this end, the proposed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in this paper were applied to a learner from a 

Chinese multicultural family to illustrate the procedures, the contents and 

the methods of teaching.

  This study is important in that it analyzes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spelling errors from Chinese multicultural family learners and designed 

the effective ways of teaching Korean orthography to them.

keywords : Korean education, multicultural families, orthography education, 

spelling ability, error analysis, distribution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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