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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이란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습득 중에서도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

다. 최근 한국 대중문화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로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이란인 유학생들의 숫자

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란인 한국어 학습

자의 특성에 맞는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교육 내용과 방안 마련

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

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의 오류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오류의

양상과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외국어 학습 분야에서 학습자는 모국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바로 발음이다. 언어마다 특징이 있는 발음은 학습자의 모국어 발음에 대한

이해가 밑바탕이 될 때 보다 더 효과적인 발음 교육의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2언어 발음 습득을 고찰하기

위해 대조분석가설(CAH), 음성학습 모델(SLM), 오류 분석을 고찰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이란어의 모음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란인 한국어 학습

자의 발음 습득에 대한 어려움과 오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과 이중모음이 들어있는 단어의

발음에 대한 인식 조사와 오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이란인 한국어 학

습자의 한국어 모음 발음 인식 조사는 이란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 31명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발음할 때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요소는 무엇인가?’와

‘이중모음 발음 습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를 발

음할 때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요소는 이중모음이 93.54%로 가장 많았고,

자음이 6.4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중모음을 발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

식에 대해서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상당수가 ‘음성자료를 듣고 따라

하는 것’이 이중모음을 바르게 발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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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했다(15명).

다음으로 앞에서 인식 조사를 했던 유학생 총 31명을 대상으로 모음 발

음 오류 분석도 실시하였다. 단음절 이중모음과 2음절 단어로 된 이중모음

으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한국인 원어민 화자 2명이 듣고 오류 여부를 판단

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사 대상인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31명 중 15명을 선정하

여, 한국인 모어 화자 15명과 이중모음 발음을 비교하였다. 이들의 모음 발

음을 Praat를 활용하여, 두 집단의 제2포먼트(Formant 2)값을 측정하고 분

석하였다. 집단 간 발음의 차이를 비교·대조 분석한 결과 한국인 모어 화자

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간 첫 번째 안정구간에서 유의한 차이(유의확률

p<0.05)가 있는 이중모음은 /ja, je(ㅒ), jʌ, we(ㅚ), jo, wi, ɰi/ 8개로 나타났
다. 이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인 모어 화자와 다르게 이 8개의

이중모음을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SPSS의

MANOVA 검정을 통해 밝혀 낸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 오

류의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 장의 이중모음 발음 교육 내용을 마련을 위한

토대로 활용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설계를 하

였다. Praat와 웹 기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방

안에 대하여 교수 학습에 대한 실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란인 한국

어 학습자들의 더 정확하고 올바른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안과 지도안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발

음 교육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과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를 고려하여 발음 순서까지 제공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 주요어: 한국어 이중모음, 한국어 발음 교육,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이

란어, 오류 분석, 음향 음성 분석, 음운 체계

* 학 번: 2017-2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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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언어를 제일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엘리스(Ellis, 1985)는 언어에 대한 남다른 능력과

발음에 대한 노력 및 모국어를 잘하는 능력은 물론이고, 발음에 대한 호기

심과 동기 부여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외국어를

배우게 되는 이유가 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보

다도 관심일 것이다.

1970년대 중동의 건설 붐과 더불어 최근의 한류 열풍에 이르기까지 한국

과 이란1) 양국의 친밀감은 오래 전부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삼국유사

에 등장하는 ‘처용’은 지금의 이란 즉, 페르시아의 상인이었다는 설도 제기

되는 가운데 이미 1200년 전 실크로드를 통해 문화적인 교류가 시작되면서

정서적인 부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최은주, 2009: 2). 이러한 한국에

대한 관심은 2010년 이후부터 한국어를 배우고자 이란을 떠나는 유학의 길

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교육부의 2018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란인 한국유학생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2) 2018년에는 이란의 테헤란대학교에 한국

어학과가 개설되어 상호 교류 확대와 한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로

이란인들로 하여금 한국어 구사 능력 보유에 대한 수요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 언어권에 비하여 이란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란

1) 1935년 레자 팔레비 왕조는 수천 년간 사용하던 ‘페르시아’라는 국호를 ‘이란’으로 
바꾼다. 이란은 아리안족의 후예라는 뜻으로 ‘고귀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페르시아에 아리안족이 유입되기 이전의 국가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고 이들
이 이란 문화에 미친 영향력도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 현대 페르시아인의 대부분
은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에서 이란 고원으로 이주해 온 아리안족이다.

2) 교육부(2018), 2018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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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습득 중에서도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현상을 파

악하고 그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와 이란어3)는 문법, 발음, 표현들의 유사한 점도 있는 반면에 차이

점도 많기에 발음 교육 관점에서 한국어와 이란어의 발음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로 음향, 음성학적 특성에 대하여 정확한 인지를 위한 발음 교육이 절

실히 요구된다. 발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원하는 뜻을 전달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학습자 자신도 상대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4). 발음 교육

이 대부분 초급 학습자에게 집중되어 있기에 잘못된 발음이 화석화되면 중

고급 학습자의 단계에서 불균형적인 언어수행을 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

하여 언어능력이 낮게 평가받기도 하는데, 이는 학습자의 자신감과 동기에

대한 하락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는 요인 중 하나가 된다.

전나영(1993)은 다양한 어휘와 정확한 문법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구사

하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한, 발음에 문제가 있는 학습자는 쓰기에서도 잘못을 범하게 되고, 글을 읽

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고도 하였다. 이와 같이

발음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학습 현장에서 발음 교육을 할 때, 이론적으로

발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발음 실습 과정과도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에서 나타나는 발음 오류의 유형과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한국어 발음 교

육 초급 과정에서부터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 언어의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수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구성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와 이란어의 음운 체계를 대조하고,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

3) 이란어, 페르시아어(Farsi, فارسي)는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
이다. 본 연구에서는 페르시아어나 Farsi를 사용하지 않고 ‘이란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4) 성희제(1997)는 한국어 학습자를 직접 가르치면서 파악한 발음의 문제를 정리하
였는데 자음의 혼동, 모음의 혼동, 겹받침, 운율(성조, 강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
견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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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둘째,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

하여 유형화하였다.

셋째,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음을 Praat로 비교

하여, 발음에서 차이가 나는 이중모음을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발음

의 차이를 스스로 인지하도록 이중모음 발음 향상을 위한 발음 교육 내용

에 따른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교수 및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선행 연구 검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구가 미미한 상황

에서 본 연구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행 연구를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 발음의 오류 분석을 바탕으로 외국인 학습자 중심의 발음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박윤정, 2010)로는 전나영(1993), 송향근(2004), 한경

숙(2004), 권영미(2008), 백소영(2009) 등이 있다. 전나영(1993)은 학생들이

변별해내지 못하고 잘못 발음하는 모음과 자음의 종류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발음의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송향근(2004)은

핀란드어와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음운적 차이 등에 의한 한국어 발음의

오류 분석을 바탕으로 발음 교육방법을 살펴보았다. 한경숙(2004) 또한, 한

국의 초․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몽골인 학생들의 한국어 발음 오류 분

석을 바탕으로 한국어 발음 교육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는 검증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권영미(2008)는 중국인 학습

자들을 대상으로 발음 실태조사를 하여 기존의 음운 체계 대조 연구 결과

와 차이를 통해 발음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발음 지도 방안을 제시하

였다.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으로 백소영(2009)은 러시아어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의 고려할 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적합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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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각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raat

를 활용한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성비락(2002), 김윤희(2009), 범류

(Fan, 2010)등이 있다. 성비락(2002)은 몽골어와 한국어의 단모음의 실험음

성학적 연구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모음분석은 Pitch Works Version 6.0 프

로그램과 포먼트는 Pitch Works의 forment history 기능을 사용하였다. 분

석에는 F1과 F2의 값만 사용하였다5). 김윤희(2009)는 중국인 학습자의 발

음 오류 유형과 발음의 부정확함에 대해 Praat를 활용하여 객관적 분석을

하였다. 범류(Fan, 2010)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에서의 근본

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발음 교정 및 평가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였다.

셋째, 소리의 시각화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시각

적 표상은 통계적인 자료에서부터 추상적인 개념을 가시화한 상징적 표상

(symbolic representation)까지 사실적인 것을 묘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읽

기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래픽 조직자(graphic organizers)와 텍스트의

내용을 간략화 한 표나 수형도, 벤다이어그램, 비교표, 개념, 지도 등이 이

러한 상징적 표상에 해당한다. 크게 본다면 수학도 상징적 표상을 이용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적 표상에 대한 연

구는 시각 자료가 텍스트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상식적인 가설을 입증하

는 실험 연구에서부터 시각적 사고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왔다.6) 이러한 연구의 시작은 코메니우스 (John

Amos Commenius, 1592∼1670)의 감각적 경험주의에서 시작하였다. 그는

언어 중심 교육에 반대하고 감각적 직관을 중요시하여 “학습은 사물과 여

러 감각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말하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

5) 포먼트의 단위는 보통 제1, 제2, 제3, 제4 포먼트라고 부른다(F1, F2, F3, F4). 
   구자경(1997)에서는 포먼트 중에서 음운을 결정하는 것은 F1과 F2이며 F3은 그 

음운답게 하는 잉여자질로 보고 있고 F4는 개인의 음성을 특징짓는 음색을 보인
다. 

6) 시각자료를 이용한 수업과 전통적인 수업을 비교한 많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시각자료를 이용한 수업의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정
도의 차이는 교과 내용과 사용하는 교사에 따라 다르다(이칭찬, 1996: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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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도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권성호, 1995).7)

김평원(2004)은 그의 연구에서 “발음에 대한 교육은 음운론과 같은 지식

만으로는 올바른 담보를 할 수 없으며 자신의 발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교

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한 자기 교정 능력

과 활용 능력을 동시에 키워줄 수 있는 시각적인 발음 교정 방안을 마련하

고자 하였다”라고 하였다.

호반(Hoban, 1937)은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경험을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

적인 것으로 세분화하고 경험의 일반화를 위해 시각 자료와 교육 과정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각교육 (visual education) 운동으로

공식화되었다. 최근에는 교육공학이나 시각디자인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행

해 오던 연구가 ‘시각리터러시(visual literacy)’를 중심으로 학문공동체를 형

성하여 간학문적인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특한 상(icon)으로써 이해하

기 힘들고 기억하기 힘든 정보를 단순화 시킬 수 있는 시각 자료의 교육적

효과가 부각되고 있다. 형태심리학의 시지각 이론들이 주로 심리학적인 측

면에서 형태의 의미 형성과정을 탐구했다면 교육 분야에서는 시청각매체의

교육적 효과에 관심을 가져왔다. 시청각 매체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는 그

림, 그래프, 도표, 지도 사용과 같은 시각자료 사용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

며 학습자가 시각적인 것을 창출하게 하는 시각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8)

파이비오(Paivio, 1971)는 시각적인 정보와 언어적인 정보의 차이를 구분

하고 시각적인 정보처리에 익숙한 종류를 ‘시각자’로 보고 언어적인 정보

처리에 익숙한 자를 ‘언어자’로 정의하였다. 이는 시각자료를 수용하는 인지

적 처리과정을 변인으로 설정한 독특한 연구로서 시각자료의 인지과정도

7) 코메니우스는 학습은 아동의 직접 경험에 의하거나 아니면 이를 대신 할 수 있는 
영상 경험에 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문자만으로 구성된 책에 반대하고 삽화를 150
장이나 그려 넣은 라틴어 교재인『세계도회 orbis pictus)』를 발간하였다.

8) 시각적사고(Visual Thinking)를 연구하는 분야는 최근 교육 공학을 중심으로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지각에 의하며 이 지각에 의해 보
고 생각하고 감지하고 추론한다. 시각적사고(Visual Thinking)에 대한 연구자들은 
이러한 인간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텍스트 단어 그림 심복 사인 등을 연구하
고 이들 요소들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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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언어 이해 과정임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9)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발음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어와 이란어의 모음

음운 체계 및 이중모음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학습자들이 주로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효과적인 발음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와 이란어의 음운 체계를

각각 살펴보고 특히 이중모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인식 조

사를 실시하고,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을 녹음하여 탈락, 대치, 장음화 및

‘대치+탈락’과 ‘탈락+장음화’의 오류 유형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

에 거주하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녹음을

시행하였다. 조사 대상이 된 31명은 한국에 있는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16명과 서울대 석사과정의 대학원생

15명이었다. 발음할 단어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개발

한 『외국인을 위한 발음 47』이라는 교재를 바탕으로 13개의 단어로 이루

어진 어휘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본 실험 조사에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31명에게 13개의 단어를 두 번씩 발음하게 하여 총 403개의 녹음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살펴보았다. 녹음은 강의실이나 스터디룸과 같이 소음이 없고

밀폐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학습자의 음성은 발음 오류 여부와 정확한 분

석을 위하여 휴대용 녹음기로 녹음하였고 녹음 파일을 모두 wav 파일로

저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이중모음의 오류를 분석

하기 위하여 한국인 교사 두 명에게 채점 협조를 부탁하였다.

셋째, 음성 분석 프로그램(Praat)을 통해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한

9) 시각적 언어자의 인지유형은 시각적 정보와 언어적 정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개
인적 성향을 뜻한다. 어떤 사람은 그래픽 도표 삽화를 사용해 시각적으로 봄으로
써 정보 처리하기를 더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듣기와 읽기를 통하여 단어의 정
보를 처리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강이철, 2001: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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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녹음 자료를 근거로 두 명의 한국인 교사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31명 중에서 15명을 선발하였다. 한글로 적힌 한국어

이중모음과 이중모음이 들어있는 단어를 읽고 얼마나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지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한글을 아직 완전히 익히지 못하여 읽기

자체가 어려운 학생들은, 한국어 1급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하는 학생들이라

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그리고 Praat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중모음을 두

드러지게 길게 발음하거나 완전히 다른 모음으로 대치하는 등, 귀로 들었을

때 오류의 원인이 분명한 학생들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15명의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는 이중모음 발음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분명하게 알

아보기 위하여 Praat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학습자들이었다.

발음을 비교 분석할 한국인 모어 화자 15명을 선정하여 각각의 음성을

개별적으로 녹음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도 한국어 이중모음과 13개의

단어를 2회씩 읽어 발음하게 하고 녹음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선정에

서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와 같은 남녀 성비를 따랐다. 특히, 언어교육원

재학생의 남녀 성비를 같은 비율로 찾기 어려워 남학생은 2명으로 제한하

였다. 연구 과제를 수행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15명의 기본 정보는 <표

Ⅰ-1>와 같다.

번호 성별 연령
한국어

학습 기간
소속

P - 1 여 20 3개월 언어교육원
P - 2 여 20 3개월 언어교육원
P - 3 여 20 3개월 언어교육원
P - 4 여 20 3개월 언어교육원
P - 5 여 21 6개월 언어교육원
P - 6 여 21 6개월 언어교육원
P - 7 여 21 6개월 언어교육원
P - 8 여 22 6개월 언어교육원

<표 Ⅰ-1> 한국인 모어 화자 발음 비교 집단 이란인의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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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한국인 화자 15명10)의 기본 정보는 <표 Ⅰ

-2>와 같다.

번호 성별 연령 거주지 소 속

K - 1 남 30 서울 석사과정

K - 2 남 29 서울 석사과정

K - 3 여 28 서울 석사과정

K - 4 여 28 서울 석사과정

K - 5 여 26 서울 석사과정

K - 6 여 26 서울 석사과정

K - 7 여 27 서울 석사과정

K - 8 여 27 서울 석사과정

K - 9 여 25 서울 석사과정

K - 10 여 25 서울 석사과정

K - 11 여 24 서울 석사과정

K - 12 여 24 수원 석사과정

K - 13 여 24 수원 석사과정

K - 14 여 26 수원 석사과정

K - 15 여 26 수원 석사과정

<표 Ⅰ-2> 한국인 모어 화자의 기본 정보

Praat를 통해 한국어 이중모음의 제2포먼트 값을 측정하였고, 그 값을

10) 한국인 모어 화자의 선정은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 24
세~30세의 남자2명과 여자13명으로 구성되었다.

P - 9 여 22 6개월 언어교육원
P - 10 여 22 6개월 언어교육원
P - 11 여 23 6개월 언어교육원
P - 12 여 23 6개월 언어교육원
P - 13 여 23 6개월 언어교육원
P - 14 남 25 6개월 언어교육원
P - 15 남 25 6개월 언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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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의 MANOVA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 이중모음 발음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 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Ⅰ-1]과 같다.

연구 대상자 및 조사 단어 선정

설문지 조사(인식 조사) 및 분석

이중모음 발음 녹음

질적 분석 및 양적 분석

[그림 Ⅰ-1] 본 연구의 절차

위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 단계별 세부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대상과

방법을 살펴보면 <표 Ⅰ-3>와 같다.

Ⅱ장에서는 제2언어 발음 습득을 고찰하기 위해 대조분석가설(CAH), 음

성학습 모델(SLM), 오류 분석을 고찰하였으며, 제2언어 교육에서의 이중모

음 발음 교육 특징과 발음 습득 과정을 고찰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이란어

의 음운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발음의 어려

운 부분을 찾아내고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어와 이란어 이중모음

발음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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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에서는 이란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사용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를

11) 설문 조사 문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Ⅲ장에 기술하였다.

단계 연구 목적 연구 대상 및 방법

Ⅱ장

- 한국어와 이란어의

음운 체계 대조

- 한국어와 이란어의 자음 체계 대조

- 한국어와 이란어의 모음 체계 대조

- 제2언어 발음 습득

원리 고찰

- 대조분석가설(CAH)

- 음성학습 모델(SLM)

- 오류 분석 이론

Ⅲ장

- 이란인 한국어 학습

자를 대상으로 이중

모음 발음에 대한 인

식 조사

- 연구 대상: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31명

- 연구 방법: 설문 조사11)

- 이란인 한국어 학습

자의 이중모음 오류

유형 분석

- 연구 대상: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31명

- 연구 방법: 학습자의 발음 녹음 및 분

석(연구자 외 한국인 교사 2명이 함께

분석)

- 이란인 한국어 학습

자와 한국인 모어 화

자의 발음 비교

- 연구 대상: 인식 조사 대상 이란인 한

국어 학습자 31명 중 15명, 한국인 모

어 화자 15명

- 연구 방법: Praat를 이용하여 연구 대

상자의 제2포먼트(Formant 2)값 측정

및 분석

Ⅳ장

- 이란인 학습자의 이

중모음 발음에 대한

교육 내용과 교수·학

습 방안 도출

- Ⅲ장의 오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

여 이란인을 위한 효율적인 한국어 이

중모음 교육 설계

<표 Ⅰ-3>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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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설문지와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 발음 실태를

확인하였다.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31명의 발음을 통해 나타나는 오류를 발

견한 후에 원인을 고찰하고,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두

집단 간의 한국어 이중모음을 음향 음성학적으로 대조 분석하였다. Ⅳ장에

서는 Ⅲ장을 바탕으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고, 효율적인 이중모음 교육을 설

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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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이중모음

발음 교육을 위한 전제

1. 한국어와 이란어의 음운 체계 대조

한국어와 이란어의 음운 체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이중모음

을 대상으로 한다. 이란어에는 이중모음이 두 개밖에 없는 반면에 한국어에

는 이중모음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여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어려움을 겪으리라 예상한다. 그런데 이란어에는 활음과 단모음

이 결합하여 한국어의 이중모음과 비슷한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 활음을

이란어에서는 자음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중모음을 대조하기 위해서는 자

음 체계와 모음 체계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Ⅱ장에서는 한국어와

이란어의 자음과 모음을 모두 대조해 본다.

1.1. 한국어와 이란어의 자음 발음 대조

1.1.1. 한국어의 자음 발음 특징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은 폐에서 내쉬는 숨을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자

음(consonant)은 공기가 폐에서부터 입 밖으로 나올 때 장애를 받는 소

리인 반면, 모음(vowel)은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다. 한국어에서

자음이나 모음은 낱글자와 원칙적으로 1:1 대응을 이룬다. 예를 들어, 불

어나 영어에서 ‘fat, phrase, rough’와 같은 단어에서 [f]는 ‘f’, ‘ph’, ‘gh’와

같이 여러 가지 표기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이란어와 한국어에서 하나

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음소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허웅(1985)에 의하면, 한국어의 자음은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소리의

세기에 의해 19개로 변별된다. 조음 위치에 따라서는 양순음, 치조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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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조음 방법에 따라서

는 일차적으로 장애음과 공명으로 나눌 수 있다.12) 이 중 공기의 폐쇄나

마찰과 같은 방해를 받아서 소리 나는 장애음에는 조음 방법 그리고 조

음 위치는 같으므로 기식성과 긴장성에 따라 평음(Lax), 경음(tense

sound), 격음(aspirated) 세 가지로 세분될 수 있다. 이런 기식성과 긴장

성으로 인한 분류는 한국어에 나타나는 특수성으로, 다른 언어체계에서

는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영어와 이란어에서는 한국어 음소의 변별적

자질인 기식성이나 긴장성이 음운 자질의 요소가 아니기에 이러한 소리

를 다른 음소로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이란어와 영어에

서는 한국어 음소의 변별적 자질이 아닌 유성성 여부를 자질의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음을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차이는

이란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자음 발음을 습득함에 있어 어려움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한국어의 자음의 체계에 대하여 그 분류와

자질에 관한 지식을 학습자들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표 Ⅱ-1>과 같다.

12) 조음방법에 따른 1차적 구분에 장애음(obstruent)과 비장애음(non-obstruent)로 
나누기도 하고 장애음(obstruent)와 공명음(sonorant)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본
고에서 장애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과 유음으로 모두 공명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특성에 주목하여 ‘공명음’을 선택하였다. 



- 14 -

조음위치

조음방법
양순음 치조음

치조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두음

장

애

음

파

열

음

평음 ㅂ/p/ ㄷ/t/ ㄱ/k/

경음 ㅃ/p*/ ㄸ/t*/ ㄲ/k*/

격음 ㅍ/pʰ/ ㅌ/tʰ/ ㅋ/kʰ/
마

찰

음

평음 ㅅ/s/

경음 ㅆ/s*/

격음 ㅎ/h/

파

찰

음

평음 ㅈ/ʨ/
경음 ㅉ/ʨ*/

격음 ㅊ/ʨʰ/
공

명

음

비음 ㅁ/m/ ㄴ/n/ ㅇ/ŋ/

유음 ㄹ/l/

<표 Ⅱ-1> 한국어의 자음 분류 체계(신지영, 2014)

종성 위치에서의 자음 발음은 7개 자음의 변이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한국어 파열음 /ㄱ/의 변이음을 살펴보면, 이 음소는

상황에 따라 [k], [g], [k┐]으로 실현된다. [k]는 어두에서 일어난다. ‘가

발, 강, 가방’ 등의 단어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g]는 ‘아

기집, 감기다’ 와 같이 유성음 사이에 나타난다. [k┐]은 ‘박’과 같이 종성

(어말)에 실현된다는 것이다. /ㄷ/, /ㅂ/도 어두에서는 [t], [p], 유성음 사

이에 [d], [b], 종성에서는 [t┐], [p┐]로 실현된다.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이런 세 가지 변이음을 다른 음으로 인식하지

않고 같은 음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란인 학습자들에게는 각

변이음이 같은 음소로 인식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유성성 자질이 음

소의 변별 자질이 되는 모어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국인에게는 같은 음소

로 인식되는 것이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구별된 음소로 인식된

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두의 [k], [t], [p]와 달리 불파되는 [k ̚], [t ̚], [p˺]
를 듣지 못하거나 어두에서 나는 발음과 구별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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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 마찰음인 /ㅅ, ㅆ/의 구분 마찬가지로 한국어 자음 구분의 특정적

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란어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s/

하나의 발음만을 사용하고 같은 위치의 유성음인 /z/과 함께 구분하고

있다. 한국어의 /ㅅ/는 뒤에 오는 모음에 따라 발음이 다르게 변한다.

1.1.2. 이란어의 자음 발음 특징

이란어의 자음 체계는 <표 Ⅱ-2>와 같다.

13) 장병옥(1995), 이소영(2009)에서는 이란어의 ‘ی[j]’를 마찰음으로 처리했다. 그

조음위치

조음방법
양순 순치 치조

치조

경구개
경구개 연구개 구개수 후두

장
애
음

파
열
음

무
성

/p/پ /t/ت /k/ک /q/ق
유
성

/b/ب د /d/ /ɡ/گ
마
찰
음

무
성 /f/ف /s/س /ʃ/ش /x/خ /h/ح
유
성

/v/و /z/ذ /ʒ/ژ
파
찰
음

무
성

/ʧ/چ
유
성

/ʤ/ج

공
명
음

비
음

/m/م /n/ن /ŋ/ع
유
음

/l/ل
전
동
음

/r/ر
활음 (j/13/ی

<표 Ⅱ-2 > 이란어의 자음 분류 체계(Najafi,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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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란어의 자음은 23개로 나누고 있다. 이란어의 자음을 나

눌 때에는 성대 진동의 유무가 중요하다. 한국어와 달리 성대 진동의 유

무가 음소의 변별적 기능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란어에서는 유성음과 무

성음을 구분한다.

이란어의 자음을 보면 마찰음이 발달한 반면, 파열음과 파찰음의 개수

는 한국어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자음을 분류하는 자질

인 기식성은 이란어에서 음운 변별 자질이 되지 못하며, 이란어에서는

성대 진동의 유무로 자음을 변별하기 때문에 이란어권 학습자들은 한국

어의 삼중대립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p]와 [b]가 모두 평음으로 인식되고 환경에 따라 변이음으로 나타나는

데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이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반면 이란인들

은 한국어의 어두의 평음과 경음, 격음을 들을 때 모두 이란어의 [p]로

인식하고 소리의 세기나 긴장의 차이는 인식하지 못한다.

1.1.3. 한국어와 이란어의 자음 발음 대조 분석

러나 [j]는 일반적으로 활음(glide)이나 접근음(approximant)으로 처리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도 이란어의 ‘ی[j]’를 활음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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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한국어와 이란어의 자음 체계 대조14)

조음
방식

유
성
성

기
식
성

긴
장
성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치조
경구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한 이 한 이 한 이 한 이 한 이 한 이

장
애
음

파
열
음

유
성
무
기
연
음 /b/ /d/ /g/

무
성

무
기

경
음

ㅃ
/p*/

/p/

ㄸ
/t*/

/t/

ㄲ
/k*/

/k/
무
기
연
음

ㅂ
/ｐ/

ㄷ
/t/

ㄱ
/k/

유
기

경
음

ㅍ
/pʰ/

ㅌ
/tʰ/

ㅋ
/kʰ/

마
찰
음

유
성
무
기
연
음 /z/ /ʒ/

무
성

무
기

경
음

ㅆ
/s*/

/s/ /ʃ/ /x/
무
기
연
음

ㅅ
/s/

유
기
연
음

ㅎ
/h/ /h/

파
찰
음

유
성
무
기
연
음 /ʤ/

무
성

무
기

경
음

ㅉ
/ʨ*/

/ʧ/무
기
연
음

ㅈ
/ʨ/

유
기

경
음

ㅊ
/ʨʰ/

공
명
음

비음 ㅁ
/m/ /m/ ㄴ

/n/ /n/ ㅇ
/ŋ/ /ŋ/

유음 ㄹ
/l/

/r/
/l/

활음 /j/

이란어에 조음 위치는 <표 Ⅱ-3> 보는 것과 같이, 조음 위치 면에서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위치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음 위치가

이란인 학습자들에게 발음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이란어

에서는 /ʃ, ʒ, ʨʰ, ʨ/가 경구개 치조음으로 구분되는데, 이 소리들은 한

14) 이란어와 한국어의 자음을 대조할 때, 한국어의 자음 체계에서는 구개수음이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어에 있는 구개수음은 연구자가 여기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이란어 자음 글자는 앞 표에서 넣었으므로 본 대조표에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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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에서 실현되는 경구개음과 크게 차이가 없다.

조음 방법의 측면에서 한국어의 장애음과 이란어 장애음의 두드러진

차이점으로 유성성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란어의 유성과 무성의 대립

이 있어 /b, d, g, v, z, ʒ, ʤ/는 유성음에 속하며, /p, t, k, gh, f, s, ʃ, j,
x, ʧ/는 무성음에 속한다. 그렇지만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유무성의 대립

이 없는 대신 <표 Ⅱ-1>과 같이 평음, 경음, 격음의 대립이 있어 이란어

권 학습자들은 이 세 가지 분류의 소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며 한국어를

배울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달/딸/탈, 불/뿔/풀’ 같

은 최소대립어의 구별에 어려움을 느끼며 이에 관한 발음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파찰음 면에서 한국어와 이란어는 모두 경구개음(또는 치조경구개음)

이라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 그런데 파열음에서와 같이 이란어에서의

유성과 무성의 대립(ʧ/ʤ)과 한국어에서의 평음, 경음, 격음(ㅈ/ㅉ/ㅊ)의

대립으로 인하여 차이가 있다. 한국어의 이 세 가지 소리는 파열음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배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명음의 경우, 이란어와 한국어 모두 비음과 유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비음의 경우, 파열음의 경우와 동일하게 한국어나 이란어 모두 양

순음, 치조음, 연구개음의 세 가지가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한국어의

받침에 오는 /ㅇ/이나 이란어의 /ŋ/ 모두 어두 자리에 오지 못한다는 측

면에서 공통적이다. 그런데 이란어의 비음이 한국어의 비음보다 비강에

서의 공명이나 성대의 진동이 더 강하다. /날/, /문/ 등과 같이 첫소리에

오는 한국어의 비음은 비교적으로 비음성이 약해서 이란인 한국어 학습

자들은 이 소리들을 /달/, /분/과 같이 듣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

야 한다.

유음 측면에서는 한국어의 유음 /ㄹ/는 상황에 따라 [l]과 [r]의 두 가

지로 발음된다. 그런데 음소 면에서 볼 때는 하나의 음소이다. 즉, 설측

음[l]과 탄설음[r]은 변이음에 해당하며 이 소리는 두음법칙에 의해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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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한국어가 아닌 어두에 오지 못한다(허용·김선정, 2006: 51). 따라서

한국인들은 영어 단어 ‘rice’와 ‘lice’를 잘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한다. 그

런데 이란어에서 이 두 소리는 별개의 음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두 소리

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또한, 이 두 소리는 소리 내는 방법도 다르다. /l/

는 한국어와 동일하게 설측음으로 발음되나 /r/는 한국어의 탄설음과는

달리, 전동음(trill)으로 발음되는데 뒤따르는 위치로 빠르게 이동하는 활

음(glide)의 성격을 갖는다. 이란어 전동음의 하나인 [r]는 소리의 의성어

인 ‘따르릉’과 같이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두세 번 떠는 소리의 특징을

가진다. 이란어에서는 대개 전동음인 [r]로 발음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전

동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어의 ‘노래, 소

리’ 등과 같이 모음 사이에 나타나는 /ㄹ/는 혀끝을 치조에 닿아 가볍게

한 번 두들겨 내는 탄설음이지만, 이란어의 ‘rouba, rasti’ 등에 권설음처

럼 혀끝에 말아 올려 치조와 경구개 사이에 접근시켜 발음한다. 즉, 혀끝

을 치조에 붙이지는 않고 발음한다.

조음 방법의 면에서 이란어와 한국어는 동일하게 파열음과 마찰음이

발달해 있다. 그리고 조음 위치에 있어서는 치조음이 많은 공통점을 가

지고 있다. 이란어 자음에 있는 /f/, /v/는 한국어에는 없는 자음이지만

경구개음 /j/15)는 한국어에서 이중모음을 이루는 반모음으로 본다.

이란어에만 있는 특수한 음소에는 /x/, /z/, /gh/, /ʒ/, /ʤ/이 있다. 이

란어를 배우는 한국인들이 위의 음소들을 발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

별히 한국어의 /ㅈ/를 발음할 때, 이란어 자음의 /z/, /ʒ/, /ʤ/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음 체계와 관련하여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만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어와 이란어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마찰음에서 일어난다. 이란어에는 <표 Ⅱ-2>과 같이 9개의 마찰음이 있

고 한국어에서는 /ㅅ, ㅆ, ㅎ/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중 /ㅅ, ㅆ/의

15) IPA 기호 표에 따르면 활음 [j]는 음성학적으로 경구개음(palatal)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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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소리는 평음과 경음의 대립이어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음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어의 /ㅅ/는 뒤

에 모음 /i/나 반모음 /j/가 오면 [ʃ]로 발음된다. /시, 샤, 셔, 쇼, 슈/ 등

과 같은 경우의 /ㅅ/는 이란어의 /ʃouhar, ʃour, ʃahram/ 등에서 발음되

는 /ʃ/와 유사하다. 이중모음과 관련해서 이란어에 /ʃ/가 음소로 존재하

므로, 이란어에 상향 이중모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에서 /ㅅ/과

j계 이중모음의 결합을 이란인 학습자들은 쉽게 발음할 수 있다.

이란어의 이중모음 가운데는, 한국어의 j계와 w계 이중모음과 일치하는

음소가 없지만, 이란어의 자음 가운데 /j/, /v/가 있다. /j/에 단모음 /a, e,

o/와 /ɒ:, u:, i:/를 결합하여 발음하게 되면 한국어의 이중모음 /ja, jo, ju/와

동일한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이란어의 자음 체계에는 /w/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인 학습자들은 /w/를 /v/로 인식한다. 그래서 한국어의

/wa, we, wʌ, wi/를 /va, ve, vʌ, vi/처럼 발음할 수 있다.

1.2. 한국어와 이란어의 모음 발음 대조

1.2.1. 한국어의 모음 발음 특징

한국어와 이란어의 모음 발음을 대조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어의 모음 발

음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모음은 자음과 달리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조음되는 소리이다(이진호, 2014). 한국어의 모음은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21개가 있고16), 이는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단모음(monophthong, simple vowel)17)은 소리를 낼 때 조음 동작의

변화가 없는 모음이고, 이중모음은 조음 동작이 한 번 변하는 모음이다.

16) 본 논문에서는 표준 발음법의 모음 체계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 한국어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발음은 표준 발음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표 
Ⅱ-4)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

17) 단모음의 또 다른 이름은 단순 모음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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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한국어의 단모음 발음 특징

한국어의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 전설모음, 후설모

음으로 나눌 수 있고 입술의 모양에 따라 평순모음, 원순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혀의 높낮이 따라 고모음, 중모음, 그리고 저모음으로 나눈다.

표준어의 발음을 규정한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10개 /ㅣ, ㅔ, ㅐ, ㅟ, ㅚ,

ㅡ, ㅓ, ㅏ, ㅜ, ㅗ/의 단모음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한국어의 단모음 체

계는 원순 전설 모음인 /ㅟ, ㅚ/의 인정 여부와 /ㅔ, ㅐ/를 구분하는지에 따

라 7모음 체계, 8모음 체계, 9모음 체계로 학자마다 주장하는 견해가 다르

다.18) 오정란(1993)에서는 /ㅣ, ㅔ, ㅐ, ㅚ, ㅡ, ㅓ, ㅏ, ㅜ, ㅗ/의 9모음 체계,

김정수(1998)에서는 /ㅣ, ㅔ, ㅐ, ㅡ, ㅓ, ㅏ, ㅜ, ㅗ/의 8모음 체계를 주장하

였다. 최근 신지영(2014)에서 /ㅣ, ㅔ, ㅡ, ㅓ, ㅏ, ㅜ, ㅗ/의 7모음 체계를 주

장하고 있다.

신지영(2014)은 표준어 한국인 화자들의 실제 발화를 분석하였는데 원순

전설 모음인 /ㅟ/와 /ㅚ/를 이중모음으로 구분하였다. 전설 중모음인 /ㅔ/와

저모음인 /ㅐ/를 하나의 음소로 통합하였다. 본고에서도 이란인 한국어 학

습자들의 이중모음 오류를 분석하여 실제 한국인들의 발화와 가깝게 발화

할 수 있도록 7모음 체계를 따르고자 한다. 한국어의 단모음 음소 체계를

발음할 때 혀의 전후 위치, 높이와 입 모양에 따라 구분하면 <표 Ⅱ-4>와

같다. 한국어 표준 발음법은 현실 발음과 차이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신지

영(2014)에 따라 /ㅟ/와 /ㅚ/를 이중모음으로 보고 /ㅔ/와 /ㅐ/를 하나의 발

음으로 구분한다.

18) 요즘에 현대 한국어의 단모음 체계는 세대나 지역 및, 음운론적 환경에 따른 다
양한 체계를 살펴보면 최대 10모음 체계로부터 최소 6모음 체계까지 나타나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배주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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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의 위치 전설 후설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평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i/ ㅡ/Ɯ/ ㅜ/u/
중모음 ㅔ(ㅐ)/e/ ㅓ/ʌ/ ㅗ/o/
저모음 ㅏ/ɑ/

<표 Ⅱ-4> 한국어 단모음 체계

1.2.1.2. 한국어의 이중모음 발음 특징

이중모음(diphthong)이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에 변화가 일

어나는 모음이다. 이중모음의 경우, <표준 발음법>에는 한국어의 이중모음

을 모두 11개로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현실 발음에서 표준어 화자들 대

부분이 /ㅚ/와 /ㅟ/도 단모음이 아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고, /ㅙ/, /ㅞ

/, /ㅚ/의 경우도 변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발음에 따르면, 한국

어 이중모음의 음소 개수는 총 10개(/ja, jʌ, jo, ju, wa, wʌ, we, wi, ɰi/)가
된다. 그런데 이란어에서는 이중모음을 단모음과 단모음끼리의 결합으로 본

다. 이란어의 모음 체계는 한국어보다 단순하다.

이중모음은 활음과 단모음의 배열 순서에 따라, ‘활음+단모음’의 구성을

가진 상향 이중모음과 ‘단모음+활음’의 구성을 가진 하향 이중모음으로 나

뉜다.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모두 ‘활음+단모음’의 상향식 이중모음이며 /ㅢ/

에 대해서는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는 견해와 하향 이중모음으로 보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배주채(2003), 이진호(2014) 등에서는 /ㅢ/를 ‘단모음+

활음’(Ɯ+ｊ)의 ‘ｊ계’ 하향 이중모음으로 기술한 반면 허용·김선정(2006), 신

지영(2014) 등에서는 /ㅢ/를 ‘활음+단모음’(ɰ+i)인 상향 이중모음으로 기술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견해를 따라 /ㅢ/를 상향 이중모음으로 기술

하고자 한다.

상향 이중모음의 사용되는 활음에는 /j/, /w/, /ɰ/의 세 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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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이 세 활음 중 어느 것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의 따라 ‘j계’, ‘w계’, ‘ɰ계’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어의 이중모음

을 각 계열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Ⅱ-5>와 같다.

단모음

활음
i e ʌ ɑ u o

ｊ - je(ㅖ,ㅒ) jʌ(ㅕ) ja(ㅑ) ju(ㅠ) jo(ㅛ)
w wi(ㅟ) we(ㅙ,ㅞ,ㅚ) wʌ(ㅝ) wa(ㅘ)
ɰ ɰi(ㅢ)

<표 Ⅱ-5> 한국어 현실 발음에 근거한 이중모음의 체계

1.2.2. 이란어의 모음 발음 특징

이란어의 모음 형태는 단모음(a, e, o, ɒ:, i:, u:), 이중모음(ei, ou) 두 종류

로 구성되고, 단모음은 음의 길이에 따라 다시 단음(a, e, o)과 장음(ɒ:, i:,

u:)으로 나뉜다. 현대 이란어의 모음 체계는 한국어보다 단순하다.

1.2.2.1. 이란어의 단모음 발음 특징

이란어의 단모음을 볼 때 먼저 이란의 민족 및 이란어의 유래에 대해

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데흐거니(Dehghani, 2008: 9)에 의하면 이란어(페

르시아어)의 역사는 주요 세 시기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고대 페르시아어는 아케메네스 황제(약 550 B.C.) 초기부터 시작하

여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까지 쓰였고 둘째는, 중기 페르시아어

는 330 B.C.부터 사산 왕조(약 7세기)가 멸망할 때까지 쓰인 언어이고 셋째

는, 이란에 이슬람이 유입된 후, 페르시아는 억압을 받아 아랍어가 공식적

인 언어가 되었다.

2세기 후에 현대 페르시아어가 생겨나고 약간 변형된 아랍 문자가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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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에 채택되었다. 또한, 아랍-이슬람의 영향 때문에 많은 아랍어의 차

용어들이 그 언어에 도입되었다.

이란어는 서아시아에 있는 이란의 공식 언어이다. 인도유럽어족(Indo

European Language)에 속하는 언어이다(권재일, 2015). 문자는 아랍 문자를

쓰며, 아랍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

란어의 영향을 받은 터지크어와 오세티야어는 키릴 문자로 쓴다. 이란어는

이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바레인, 이라크 동부, 조지아, 아제르바이

잔, 아르메니아, 러시아 남부(체첸 공화국, 인구시 공화국 등의) 및 인접한

나라들과 인도 일부나 파키스탄 일부에서 사용하며, 모어 화자는 4600만 명

을 넘는다고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이란에서는 공용어이며 아랍어와는 비슷

한 문자를 쓰나 전혀 다른 언어이다(신양섭, 2016).

이란어의 모음 형태는 단모음(a, e, o, ɒ:, i:, u:), 이중모음(ei, ou) 두 종류

로 구성된다. 이란어의 단모음은 혀의 위치에 따라 전설, 후설모음으로 나

눌 수 있는데 각각 다시 단음(short vowel)과 장음(long vowel)으로 나뉜다.

이란어의 모음 분류는 <표 Ⅱ-6>19)과 같다.

혀의 위치

입술 모양

장단
혀의 높이

전설 후설

평순 원순
장음
(긴장)

단음
(이완)

장음
(긴장)

단음
(이완)

고모음 i: u:
중모음 e o
저모음 a ɒ:

<표 Ⅱ-6> 이란어 모음 분류(Najafi, 1979)

위에 <표 Ⅱ-6>를 살펴보면 혀의 높낮이에 따라 이란어의 고모음과 중

모음, 저모음에는 각각 2개씩 있다.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나눌 때 이란어

19) 장병옥(1995), 이소영(2009), 나자피(Najafi, 1979)를 참고해서 연구자가 <표 
Ⅱ-6>으로 종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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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설모음에는 /i:/, /e/, /a/ 3개가 있고 후설모음에는 /u:/, /o/, /ɒ:/ 3개가
있다. 현대 이란어를 살필 때 모음 부호를 하나하나 붙여서 발음하지만 표

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생략되기 때문에 평소 그 단어의 발음을 기억해야

한다.

1.2.2.2. 이란어의 이중모음의 발음 특징

이란어의 이중모음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신양섭(2016), 이소영

(2009), 장병옥(1995), 나자피(Najafi, 1979)에서는 이란어의 이중모음 /ou/와

/ej/ 2개를 하향 이중모음으로 인정하고 존재한다고 본다. 유세프 & 토라비

(Yusef & Torabi, 2013)와 미안드지(Miandji, 1995) 에서는 이란어의 이중모

음을 /ow/와 /ey/를 본다. 본고에서는 장병옥(1995), 신양섭(2016), 이소영

(2009)과 나자피(Najafi, 1979)의 견해를 따라 이란어의 하향 이중모음으로

/ou/와 /ei/를 기술하기로 한다.

이란어의 이중모음은 /ei/와 /ou/로 <표 Ⅱ-7>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단

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보인다.

단모음+단모음 /ei/, /ou/

<표 Ⅱ-7> 이란어의 이중모음

이란어의 이중모음 /ei/가 사용된 예는 /jeik/(하나), /ʃeitan/(악마) 등이

있다. 그리고 /ou/가 사용된 예는 /ʃouhar/(남편), /rouʃan/(밝은) 등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란어 이중모음과 한국어의 이중모음의 체계와 특

성은 서로 다르며,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3. 한국어와 이란의 모음 발음 대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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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모음 체계가 더 복잡하기에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의

모음을 발음할 때 예상되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글로 쓸 때 한 글자로 적힌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오해할 수 있다. 둘째, 한국어의 이중모음과 이란어의 이중모음의 차이점으

로 인하여 발음 습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1.3.1. 단모음 발음 대조

먼저 한국어와 이란어의 단모음을 대조하면 <표 Ⅱ-8>과 같다.

혀의 위치

입술
모양

언어

장단
혀의 높이

전설 후설

평순 평순 원순

한국어 이란어 한국어 이란어 한국어 이란어

장음 단음 장음 단음 장음 단음

고모음 i i: Ɯ u u:

중모음 e e ʌ o o

저모음 a ɑ ɒ:

<표 Ⅱ-8> 한국어와 이란어의 단모음 대조

위의 <표 Ⅱ-8>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모음 체계는 7모음 체계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이란어의 모음은 6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두 모

음 체계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어와는 달리 이란어가 ‘장음-단음’의 대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20) 그러나 한국어와 이란어의 단모음 체계가, 음의

장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어의 후설 평순

고모음 /Ɯ/는 이란어 모음에 없으며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20) 한국어도 표준어 기준으로 장음과 단음이 대립되지만, 현실 발음에서는 장음과 
단음의 대립을 듣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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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Ɯ/를 발음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어의 후설 평순 중모음 /ʌ/와 이란어의 후설 원순 저모음 /ɒ:/에서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한국어의 /ʌ/를 들으면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는 후설

원순 저모음 /ɒ:/로 들린다. 또한, 한국인 모어 화자가 이란어의 후설 원순

저모음 /ɒ:/를 들으면 /ʌ/처럼 들린다. 따라서 한국어의 /ʌ/와 이란어의 /ɒ:/

가 분절음 차원에서 유사하므로, 이러한 차이가 한국어 발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1.3.2. 이중모음 발음 대조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통합

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이란어의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

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란어의 이중모음은 상향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고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된 /ei/와 /ou/만이 존재한다. 즉 한국어와 이

란어의 이중모음은 체계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에 두 언어의 한국

어와 이란어의 이중모음 대조는 <표 Ⅱ-9>와 같다. 한국어와 이란어가 정

확하게 대응되는 이중모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두 언어의 이중모음의 체

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 e ʌ a Ɯ u o

한국어
j계 je jʌ ja ju jo
w계 wi we wʌ wa
ɰ계 ɰi

이란어 ei ou

<표 Ⅱ-9> 한국어와 이란어 이중모음 대조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만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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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상향 이중모음인 반면에 이란어의 이중모음

은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된 하향 이중모음이다. 가령, 한국어의 /je/는 반

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된 상향 이중모음으로, /j/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

주 짧게 발음하고 후행하는 /e/를 길게 발음함으로써 음성적으로는 거의 단

음절에 가까운 [je]로 발음되는 반면, 이란어의 /ei/는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

합된 발음이기 때문에 단모음에 해당하는 /e/를 상대적으로 길게 발음함으

로써 한국인이 듣기에는 이음절에 해당하는 소리로 들리게 된다.

둘째,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란어의 이중모음 가운데는 한국어의 ｊ

계와 w계 이중모음과 일치하는 음소가 없지만, 이란어의 자음 가운데는 /j/,

/v/가 있다. 그래서 /j/에 /i:/, /e/, /a/ 와 /u:/, /o/, /ɒ:/ 등의 단모음을 결합

하여 발음하게 되면 한국어의 이중모음 /ja, jo, ju/에 가까운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이란어의 자음 체계에는 /w/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w/를 /v/로 인식한다. 그래서 한국어의 /wa, we, wʌ,
wi/를 /va, ve, vʌ, vi/와 같이 약간 다르게 발음할 수 있다.21) 따라서 단순

히 이란어의 이중모음 중에 한국어의 /ja, jo, ju/나 /wa, we, wʌ, wi/와 같

은 음소가 없다고 해서, 이란인 학습자들이 이 발음을 어려워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신지영(2015)에 의하면 활음은 흔히 반모음(semi vowel)이라고도 부르는

데, 그 이유는 활음이 모음적 속성을 온전히 가진 것이 아니라 반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음적 속성도 있고 자음적 속성도 있다는 의미

다. 이 활음을 자음으로 분류할 것인가 모음으로 분류할 것인가는 언어마다

다르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활음을 모음적인 속성이 더 강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활음은 단독으로 사용될 수는 없으며 항상 후행하는 단

모음과 결합된 형태로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란어의 활음은 한국어와 달리

독립된 하나의 음소로 인정되고, 모음이 아닌 자음에 속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1) 이러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행태가 한국인이 듣기에는 어색할 수 있으
나 이해의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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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어 발음 습득 이론

한국어 모음 체계와 발음 교육 등 타 언어권을 대상으로 연구된 한국어

발음 오류에 관한 실험음성학 연구에는 무엇이 있는지 오류 이론 중 하나

인 오류 분석이론과 더불어 몇 가지를 고찰하며 본 연구에 바탕이 되는 이

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어 교육 목표는 정확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발음의 정확성과 유창성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허용(2013)에서 발음

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외국어 발음 습득에 있어서 발음이 갖

는 성격 가운데 하나는 이론과 실제는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화자가 바람 풍(風)자를 교육하면서 ‘바람 풍’이라고 발음하

지 않고 ‘바담 풍’이라고 발음했다는 사실이다”. 교육하는 화자가 발음에 대

한 이론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발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화자는 분명히 바람풍이라고 했지만 청자는 바담풍으로 들리

는 것이다. 또한, 주로 대구 지방 사람이 쌀과 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지만 쌀에 대한 정확한 발음은 어렵다. 쌀을 발음할 때에 살이라고 발음하

는 경향이 많다. 분명히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은 쌀이 맞지만 실제의

발음은 살로 나온다. 이렇게 객관적인 지식에 맞는 발음을 한다는 것은 결

코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발음은 분절음, 강세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강세를 줘야 할지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발음은 인체공학(ergonomic)적인 측

면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제2언어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서 학습자들 간의 성공 여

부 아니면 성공 정도에서 차이를 관심을 둔다. 라센-프리만과 롱

(Larsen-Freeman and Long, 1991)에서 학습자의 간의 차이가 나게 하는

요인들로 나이(age), 적성(aptitude), 동기, 태도와 같은 사회 심리학적 특징,

인성(personality), 인지 양식(cognitive style), 학습 전략(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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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등을 제시하고 학습자의 모어나 모어와 목표어 사이의 유사성

중간언어(interlanguage)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학습자의 요인과는 별개로

다루었다.

엘리스(Ellis, 1994)는 학습자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웠을 때 언어 습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외부 환경, ‘블랙박스(black box)’22) 학습자의

개인적인 요인과 같은 제2언어 습득의 새로운 측면을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목표어 습득을 설명하는 틀을 [그림 Ⅱ-1]과 같이 제시하였

다.

[그림 Ⅱ-1] L2 습득을 설명하는 틀(권성미, 2009)

학습자에게 L2의 발음이 입력될 때 학습자의 기존 언어적 지식 구조를

이루고 있는 L1의 지식이 언어처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L2에 대한 정

보를 받아들이는 과정 또한, L1을 처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되는데,

L1과 L2의 언어적 특성과 구조의 차이가 클수록 같은 언어처리 방식을 사

용하게 되며 산출에 오류를 일으켜 의사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발음은 다른 언어적 지식 요소보다는 L1에 많은 영향을 받는 요소이

므로 학습자의 L1과 L2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된

이론은 대조분석가설(CAH)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22) 제2언어를 배웠을 때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제2언어 습득을 지배
하는 내적 기제를 말한다(권성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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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조분석가설 (CAH: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2.1.1. 대조분석가설

1950∼60년대 제2언어 습득 연구의 바탕을 이룬 것은 ‘습관으로서의 언어’

였다. 이 시기에는 제2언어 학습을 ‘새로운 일련의 습관의 형성’ 과정으로

보았다.23) 즉, 먼저 형성된 습관은 다른 새로운 습관의 형성을 참견하는 것

으로, L1이 L2를 배우는 데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취급되

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학습자의 모국어의 역할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

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학습자 모국어와 목표어 체계를 비교함으로 나온 시

도가 바로 대조분석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CAH)인데 제2

언어 학습의 곤란한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권성미, 2017: 34). 대조분

석가설은 L1과 L2의 다름에 주목하여 설명한다. 다음과 같이, ‘차이

(difference)=어려움(difficulty)’ 이라는 가설을 두고, 두 언어 사이의 언어적

상이성이 바로 학습상의 곤란한 점이며 이점이 오류로 드러나므로, 두 언어

체계의 다른 점을 비교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나타날 언어적 오류를 예측하

거나 드러난 오류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밝히기를 시도하였다.

대조분석가설에서는 과거의 경험이나 이전에 습득한 지식은 이후의 학습

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이(transfer)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

이 끼치는 영향의 결과에 따라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와 부정적 전

이(negative transfer) 두 가지로 분류된다. 즉, 긍정적 전이는 과거에 배우

고 습득한 것이 긍정적으로 이후의 습득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로, 습득의

촉진(facilitation)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반면 부정적인 전이는 과거에 배

23) 대조분석가설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을 주된 이론적 배경으로 한
다.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학습을 ‘자극(stimulus), 반응(response), 강화
(reinforcement)’를 통한 습관화(habit formation)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는데, 대조
분석가설 또한 언어 습득의 과정을 이러한 새로운 습관의 형성 과정으로 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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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습득한 것이 부정적으로 이후의 학습에 영향을 끼쳐 학습의 효과를

저해하는 경우로 간섭(interference)을 일으킨다.

주장의 정도에 따라 대조분석가설은 강한 견해(strong view)와 약한 견해

(weak view)로 나뉜다. 대조분석가설의 초기에는 주로 강한 견해에 속하여,

언어학 이론에 입각하여 모국어와 제2언어의 차이점을 기술하여 제2언어

학습의 어려움을 예측하려는 시도로서, 기술된 차이가 제2언어 학습에 난점

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조분석에 의해 발견되는 L1과 L2의 차이점이

전부 다 목표어 학습자에게서 오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모든 오

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한 언어의 모든 체계를 목록화하고 그것을 다른

언어의 체계와 비교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비교는 불가능한 일이

라는 점에서, 강한 견해의 대조분석가설은 초기 제시된 당시부터 비판을 받

았다.

약한 견해의 대조분석가설에서는, 두 언어 체계의 대조분석에 의해 나타

나는 차이점들이 학습자의 오류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 차이

점들이 모두 언어 학습의 오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시 말

해, 약한 견해에서 대조 분석이란 두 언어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고 단순히

기술하는 것으로, 오류에 대한 예측력은 없지만 언어 학습자에게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대조 분석하여 기술한 차이를 통해 오류의 원인에 대한 분석

을 수월하게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24)

프라토(Prator, 1976)는 제2언어 습득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이 이러한

L1과 L2 간의 차이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대조분석가설에 근거하여

문법적 난이도와 음운적 난이도 예측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6단계 난이도

모형(Model of Hierarchy of Difficulty, MHD)을 계발하였다. <표 Ⅱ-10>

에서 볼 수 있는, MHD에 의하면, 발음 습득의 난이도 0단계 즉, L1과 L2

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L1을 L2에 그대로 전이하기만 하면 되는 전이

24) 대조분석가설은 외국어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원인이 모국어의 간섭보
다 학습 전이, 학습 전략, 과일반화 등이 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면서 점차 약화되었다. 그러나 음성 · 음운 차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조분석
가설이 L2 학습상의 난점이나 오류를 예측하는 데에 상당한 효용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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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단계에 속할 때가 제2언어 습득의 난이도가 가장 낮은 반면, 5단

계 즉, L1에 있는 항목이 L2에서 둘 이상으로 나뉘어 새로운 구별을 배워

야 하는 분리(split)에 속한 발음 항목이 습득의 난이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견하였다.

위의 표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4단계에 해당하는 과분화(Over

Differentiation)의 경우는, L1에 없는 범주가 L2에는 영 대조(zero contrast)

에 해당하는데, 프라토(1967)는 이 ‘과분화’보다 ‘분리’의 경우가 난이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과분화와 분리의 공통점은 두 경우 모두, L1에

는 없는 L2 항목에 대한 새롭게 습득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배워야 할 L2 항목에 대한 부분의 성격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 과

발음 습득의 난이도 설명

0단계
Transfer

(전이)

L1과 L2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서 학습자는 별

도의 노력 없이 L1에 있는 항목을 목표어로 전이하

기만 하면 된다.

1단계
Coalescence

(융합)

L1의 두 항목이 L2에 하나로 합체되어 나타난다. 학

습자는 L1에서의 구분은 무시하면 되기 때문에 습득

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단계

Under

Differentiation

(미분화)

L1에는 존재하는 항목이 L2에는 없는 경우로 학습

자는 L1에서 습득한 항목을 L2에서 의도적으로 무

시해야 한다.

3단계
Reinterpretation

(재해석)

L1에 존재하는 항목이 L2에서 다른 형태나 분포로

나타나는 경우로서 학습자는 L1에서 습득한 항목을

새로운 L2 항목으로 대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다.

4단계

Over

Differentiation

(과분화)

L1에 없는 항목이 L2에 존재하는 경우로, 학습자는

새로운 L2 항목에 대한 습득을 필요로 한다.

5단계
Split

(분리)

L1의 한 항목이 L2에서 둘 이상으로 분리되어 새로

운 구별을 습득해야 하는 단계로, L1의 간섭이 가장

많이 일어나 학습에 가장 큰 장애를 초래한다.

<표 Ⅱ-10> 프라토(Prator)의 6단계 난이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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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는 L1에는 없는 L2의 ‘새로운 항목’을 배워야 하지만, 분리에서는 L1에

는 없는 L2에서의 ‘새로운 구별’을 배워야 한다. 즉 프라토가 제시한 이 모

형의 주장에 따라, 과분화의 경우가 습득이 어려운 이유는, L1에 없는 새로

운 음이 L2에 있기 때문에 L1에는 없던 새로운 조음 방법을 익히고 적응해

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리를 난이도가 더 높을 경우로

예측한 이유는, 과분화와는 다르게, L1에 있는 음이 L2에도 비슷하게 존재

하지만, 두 개 이상으로 분리된 음으로 나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

우 L2의 조음 방법이 완전히 새로워서 습득의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지만 둘 이상으로 나뉜 음을 구별하고 변별(distinction)하는 것이 습

득을 어렵게 하는 더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점에서

‘분리’(split)의 경우는, 분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상이성이 아닌 유사성으로

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추가로 L1과 L2가 ‘분리’와 같은 단계에 있을

경우, 즉 L1과 매우 비슷한 음이 L2에는 2개 혹은 이상으로 나뉠 경우에는,

습득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은 음의 분별이고,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앞 절에서 살펴본 한국어와 이란어 간의 대조분석 결과를 프라토의 6단

계 난이도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면,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

음을 배울 때 단모음의 경우는 ‘ㅡ’를 제외하고는 0단계로서 발음 습득에

대부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ɰi/와
같은 이중모음은 이란어에 없으므로 발음 습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측

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조분석가설은 그 시도에 있어서 언어의 표면 구조 비교라는

많은 비판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소한 발음 분야에서만큼은 오류를

예견하고 오류 발생의 원인을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

다.25) 왜냐하면 설령 대조분석가설에 근거한 오류의 예측이 실제 나타난 학

25) 권성미(2009)에서도, 대조분석을 통해 예측되는 학습상의 난점은, 학습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느 정도 향상되기는 하지만 정확도가 그리 높지 않으며, 학습자
들이 습득에 뚜렷한 어려움을 겪는 점을 미루어, 습득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난점
을 예측하는 데 대조분석의 효용은 여전히 지나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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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오류 양상과 다르더라도 대조분석의 결과는 여전히 유용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만약 그 예측이 맞다면 대조분석가설에 근거하여 분

석된 그 원인이 오류가 발생한 주 원인이 될 수 있고, 예견이 틀렸다면, 그

학습자의 오류는 모어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오류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

게 함으로, 학습자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인 여과장치

역할에 공헌하기 때문이다.

2.1.2. 음성학습 모델(SLM: Speech Learning Model)

플리지(Flege, 1995, 1999)의 음성학습 모델(SLM)은 대조분석가설과는 반

대로 두 언어 사이의 공동 영역을 구성하는 유사성이 제2언어를 배우는 학

습자에게 정확한 발음 습득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여긴다.

플리지(Flege, 1995)는 음성학습 모델의 기본 가운데서 7개의 가설을 만들

어 이를 연구하여 결과들을 제시하였는데 이 가설은 L1이 완전히 습득된

후에도 음성 습득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학습

자의 음성 체계는 새로운 음성 형태가 입력될 때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음성의 범주가 수정 혹은 다른 음성 범주를 형성하기도 하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조직 체계를 형성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음성학습 모델에 근

거하면 사람들이 이전에 배우고 습득한 것과 체계적으로 다른 제2언어의

음성 체계를 통해 언어를 사용할 때 지속하여 음성적인 학습을 하게 되어

서, 성인이 되고 나서 L2를 배우기 시작한 학습자들도 계속하여 말소리의

습득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L1과 L2 두 언어 사이에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그 이유는 음성적 하부 체계를 구성하는 음성적 요소

는 ‘음운론적 공동 영역(common phonological space)’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플리지(Flege, 1995)의 가설 중 제3 가설은 ‘외국어 말소리와 가장 유사한

모국어 말소리의 음성적 차이가 클수록 학습자가 두 말소리의 음성 차이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다.’이며, 이 주장을 반대로 다시 설명하면 두 언어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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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리의 음성적인 차이가 작을수록 그 말소리의 음성적인 차이를 구별하

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일본인 학습자들은 일본어

의 /r/과 영어의 /l/보다 일본어의 /r/과 영어의 /r/을 더 잘 지각할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일본어 /r/은 음성적으로 영어 /r/보다 /l/에

더 유사한 발음이기 때문이다(오은진, 2015).

음성학습 모델에 의하면 L1과 L2 음성은 각기 다른 두 기본이 되는 언어

체계를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두 체계 중 하나는 ‘음성 범주

동화(phonetic category assimil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음성 범주 이화

(phonetic category dissimilation)’이다. 음성 범주 동화는 L2와 L1의 가장

근접한 음성 간에 인지할 수 있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음성 범주를 형성하는 데 실패할 경우 작동하게 되는 기제이다. 다

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면 한국인이 영어의 /p/와 /f/를 들었을 때 두 말소

리 사이에 있음을 인지할 수 있지만 모두 한국어의 /ㅍ/으로 동화하여 새로

운 음성 범주를 형성하지 못했을 경우이다. 음성 범주 이화는 L2 음성을 위

한 새로운 범주가 형성되게 하고 그것과 유사한 L1 음성 범주는 음성 영역

에서 서로 차이를 두어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단일 언어 화자

(monolinguals)가 모국어인 자신의 L1 음성 영역의 요소들 사이에 음성적

대조를 이루는 것을 유지하는 것과 이중 언어 화자(bilinguals)가 L1과 L2의

공통적인 음성 영역에서도 모든 요소 간의 대조를 유지하는 것에 해당한다

(Flege, Schirru, & MacKay, 2003).

요약하자면 L1과 L2의 음운론적 공동 영역을 이루는 구체적인 음성적 요

소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운론적으로 다른 음성적 요소를 같은 음

운으로 인식하거나, 반대로 음운론적으로는 같은 음성적 요소임에도 오히려

다른 음운으로 형성되게 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발음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성적 요소가 비슷한 음운에 대한 발음 습득이 정확한 언

어 습득에 난점이 될 수 있다.

2.2. 오류 분석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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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오류 분석의 개념

오류(error)란 언어 학습자의 과도기적 언어 능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완전한 언어 사용을 일컫는다. 또한, 오류 분석(error analysis)은 대조분

석 의견이 제시된 1950년대 이전부터 그 중요성이 강하게 주장되었다. 실제

로 오류 분석은 규범주의자(prescriptivist)들이 관심을 기울인 것이었다. 그

들은 모국어 화자들의 언어 표현 중에서 옳지 못함을 추려 내고,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그와 동일한 오류들을 범하지 않도록 깨우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학습자 언어의 개념이 정

립되면서 그 방식이 외국어 학습에도 활용되게 되었다. 오류 분석은 배우는

사람이 외국어로서의 목표어를 바로 사용하는 결과, 목표어에 대한 불완전

한 지식에서 나타나는 그릇됨을 다룬 것이고, 오류를 당연한 것으로 인지하

고 학습자 언어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원인을 찾아내고, 오류의

원인을 삭제함으로써 언어 학습이 수월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

류 분석에서는 대조분석가설의 한계를 좀 더 극복한 오류를 토대로 효과적

인 배움을 추구한다.

오류 분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이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목표어에 대한 체계를 의식적으로 세우는 창조적인 경로로 받아들이고 있

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국어를 습득할 때 일어나는 오류는 모국어의 습

관에서 영향을 받은 간섭이라기보다 목표어 자체의 언어적 복잡성이나, 해

석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생성되는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배우는 사람이 만

들어 내는 오류를 모으고 그 자료들을 분석하여 배우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수업을 계획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본

다.

코더(Corder, 1967: 167)는 오류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말했다. 첫 번째로

체계적인 분석을 진행한다면, 교사는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목표어를 배웠

는지 알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연구자들은 언어가 어떻게 배워지고 익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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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습득되는지, 언어를 발견해 가는 데 있어서 배우는 사람은 어떤 전략과

과정을 이용하는지 알 수 있으며, 세 번째로 우리는 실수를 학습자가 배우

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생각하기 때문에, 오류는 배우는 사람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류 분석(error analysis)이

란 제2언어를 배우는 사람의 언어 사용에 드러난 오류 자료를 모아 체계

적으로 나누고 분석하여 배우는 사람의 오류 원인을 밝히고 오류가 생성

되는 횟수에 따라서 어려움의 정도를 미루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오류 분석은 대조분석의 대체 방안으로 나타나 1960년대 응용 언어학의

한 분야로 성장하였다. 오류 분석의 결말은 제2언어 학습의 행동주의적 태

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초창기에 배우는 자의 오류

연구는 거의 다 제2언어 습득의 전이나 창의적 구조의 결과 정도의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오류 분석은 가르치는 자에게는 배우는 자가 목표어에 얼

마나 접근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주며 연구자에게는 언어가 어떻게 배워

지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배우는 사람에게는 제2언어 습득 경로에서

목표어 법칙을 찾아냈는가를 밝히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오류 분석을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습자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찾아내고 두 번째 학습자 오류의 근거를 찾으

며 세 번째 교육에 도움을 제공하거나 교재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

언어를 습득 시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이다. 코더

(Corder, 1981)는 다음과 같이 오류 분석의 순서와 방법을 제시했다.

① 언어 분석용 자료를 선정한다.
② 표본 자료에 나타난 오류를 식별한다.
③ 오류를 분류한다.
④ 오류를 설명한다.
⑤ 오류를 평가한다. 

벨(Bell, 1981: 174-175)은 오류 분석의 방식에 대한 설명을 했다. 먼저 교

사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학습자가 쓴 문장이 대상언어에서도 가능한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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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 표현이 발화된 관

계에서 타당성이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한 비언어적인

것을 탈피하여 배우는 사람이 쓴 문장이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이냐를 생각

해 보는 경로이다.

다시 말하자면 교사는 그 배우는 사람이 쓴 문장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일 잘 쓴 문장이라면 문제가 없

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교사는 그 배우는 사람의 문장이 모국어

화자의 편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모국어 화자가 그 뜻으로 표현했을 문장과 비교하는

경로를 거쳐야 한다. 교사는 그러한 경로를 통해 오류의 원인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배우는 사람의 오류를 바로잡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문법적으로 알맞은 형식의 문장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그 맥락

에서 그 문장이 알맞은 상태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아야 한다. 서로

편안하게 잘 지내는지를 물어보는 맥락에서 한국인 학습자와 미국인이 나

누는 이야기라고 가정해보자.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에게 “Have you eaten

your meals”라고 안부를 물었다고 화자. 이 말은 문법적으로는 적절한 표현

이지만 영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다. 바로 그때 배우는 사람은 문

화적 차이로 인해서 실수(mistake)를 한 것과 같다. 교사는 이러한 실수의

원인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배경으로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을 배우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이다. 배우는 사람의 오

류에 대한 위와 같은 교사의 자세에서 틀림없이 요청되는 것은 ‘왜 이 학습

자가 그러한 오류를 저질렀을까’라는 질문을 갖는 것이다. 그런 태도를 통

해 교사는 오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원인을 밝히는 것은 올바른

학습지도의 밑거름이 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교사가 배우는 사람들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대조분석과 마찬가지로 오류 분석도 한계점을 갖고 있다. 스트레븐스

(Strevens, 1965)는 오류를 분석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오류의 분석이

적지 않게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그리고 오류의 반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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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에 따라 난이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외부적인 이유들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도 지적하였으며 배우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표현들을 사용

하지 않을 경우 그 오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다는 어려운 점이

또한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조분석 가설이나 오류 분석 가설은 각기 가지고 있는 한계성으

로 말미암아 외국어 습득의 문제점을 혼자서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모국어

의 영향 때문에 나타난 오류라면 모국어와 목표어를 비교함으로써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차이점을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외국어 자체 내의 난제로 인

한 오류라면 그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여 학습하게 하는 일이 바람직하며

보다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두 개의 대립적인 이론이 상호보완

적인 상태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오류 분석은 몇 가지 점에서 외국어 교육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첫째

는 학습자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동안에 일으키는 오류를 분석하여 그 원인

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인을 밝힌 다음에는 그 원인을 삭제하

여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데 안내자가 될 수 있다. 외국어

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국어의 간섭현상(interference phenomenon)은 보

편적인 것이다. 이로 인한 오류를 알아내기 위해 대조분석의 방식이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배우는 사람이 외국어의 규칙을 잘못 이해한 결과

오류가 생성되는 때도 있을 수 있다. 또는, 규칙의 확대 적용이나 단순화는

말할 것도 없이 외국어가 모국어로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적 이해의 결핍에

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어쨌든 그 원인이 무엇이든 오류 분석은 그 원

인을 찾아 바로잡기 위한 경로라 생각할 수 있다. 마치 의사가 병을 치료하

기 위해 진찰을 하는 것과도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오류 분석을 함으로써 배우는 사람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과

정 중 저지르는 오류의 경향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배우는 사람의 오

류의 공통점을 알아냄으로써 교사가 보다 효과적인 학습지도 일정을 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경로는 보다 많은 외국어 학습자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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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는 사람이 외국어를 습득하는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교사는 오류 분석을 통해 배우는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전후에

가르쳐야 할 사항도 계획할 수 있게 한다.

마침내 오류 분석은 교사가 보다 훌륭한 가르침으로 학습자가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여기에 오류 분석의 핵

심이 있다. 대조분석에서는 모국어의 간섭을 중대시하고 외국어 학습을 모

국어와는 다른 언어 항목을 습득하는 경로로 보는데 오류 분석에서는 외국

어 학습을 배우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가설을 증명하여 언어체계를 이루는

창조적 경로로 본다. 아울러 대조분석은 학습자가 불완전한 언어를 구사하

고 오류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보는 반면 오류 분석에서는 외국어 학습을

시행착오와 가설증명을 통하여 목표어 이용자의 언어체계에 차차 다가가는

경로로 보고 배우는 사람은 자기만이 특별히 갖추고 있는 중간언어

(interlanguage)를 형성한다고 본다.

2.2.2. 오류의 유형

오류의 형태는 크게 내용적인 접근과 형식적인 접근의 두 가지 방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용적인 접근은 오류의 원인을 기준으로 나눈 분야이고

형식적인 접근은 오류의 판정을 기준으로 나눈 분야이다.

먼저 내용적인 접근으로 리처드(Richards, 1970)는 오류를 그 원인에 의해

간섭오류(interference error), 언어 내적 오류(intralingual error), 발달 오류

(developmental error)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

는 오류를 간섭오류, 목표어 규칙의 과잉 적용 및 불완전한 적용 등 규칙

체득 과정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오류를 언어 내적 오류로 보았다.

강의실이나 교재 같은 한정된 경험에 따라 학습자 스스로 언어에 대한 가

설을 세워서 드러나는 오류는 발달 오류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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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 세 오류 형태를 각각 음성적 오류, 음운적 오류, 의미적

오류, 통사적 오류, 화용적 오류로 세세하게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코더 역

시 오류의 발생 원인에 의해 그 유형을 언어의 외적 전이(interlingual

transfer), 언어 내적 전이(intralingual transfer), 학습 환경요소에 의한 오류

로 분리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코더(Corder, 1981)는 학습자 오류의 중요성

을 지적하고 오류와 실수를 구분하였다. 실수(mistake)는 모국어 화자도 실

수하게 되는 일상적 오류로 학습자 자신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즉각

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류(error)는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발

생할 수 있고 학습자가 목표 언어에 대해 나름대로 만든 체계적인 규칙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이 발달상의 오류(development error)이며, 오류

분석에서는 이것을 분석하여 학습자의 제2언어 습득 과정을 알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형식적인 접근으로 버트(Burt, 1975)는 오류를 판별하고 결정하

며 나눔을 계획하면서 오류를 전체적 오류(global error)와 국부적 오류

(local error)로 나누었다. 또한, 1982년에 듀레이, 버트와 크래션(H, Dulay,

M Burt ＆ S. Krashen)은 학습자의 오류를 대별하여 언어학적 범주

(linguistic category)와 표면 전략 범주(surface strategy taxonomy)로 나누

었다. 언어학적 범주에 의한 나눔은 음운, 형태소, 문법 차원으로 오류를 분

류하고 이를 다시 동사, 명사, 전치사, 관사 등으로 세세하게 나누어 가는

방식이다.

표면 전략 범주는 학습자가 필수적인 요소를 빼거나, 더하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또는 말의 순서를 바꿈에 따라 표면 형태가 바뀌는 양상을 기준

으로 나누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언어권별로 이중모음에 대한 오류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오류 분석 연구 분야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 발음의 오류 분석에 대한 연구로는 전나영(1993), 송

향근(2004), 한경숙(2004), 권영미(2008), 백소영(2009) 등이 있다. 이승환·배

소영· 심현섭· 김영태· 김향희· 신문자 외(2001)는 조음장애26)에서 조음 오

26) 조음장애란 조음기관을 통해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바른 조음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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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형태를 생략, 대치, 왜곡과 첨가로 구분하였다. 김정욱(2009)은 이승환

외(2001)의 오류 유형을 참고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모음에 관한 오류는 생

략, 확장, 대치 오류로 나눴다. 왕징징(Wang, 2012), 차리싸(Charissa, 2013)

와 조단(Zhaho Dan, 2015)은 김정욱(2009) 그리고 야쇼다(Yashudha, 2018)

을 참고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류를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승환 외(2001)와 김정욱(2009), 야쇼다(Yashudha, 2018) 등 이 연구들을 참

고하고 이란인 학습자에게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여 오류 유형을 구분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 오류 유형을 ‘탈

락’, ‘대치’, ‘장음화’ 및 ‘대치+탈락’과 ‘탈락+장음화’로 분류하고 Ⅲ장에서 살

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오류 유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탈락’(deletion)은

목표 음소를 탈락시켜 발음하지 않는 경우이다. ‘대치’(substitution)는 목표

음소 대신 다른 음소로 바꾸어 발음하는 경우이다. ‘장음화’(vowel

lengthening)는 단모음을 길게 발음하여 음절을 늘려 발음하는 경우이다. 그

리고 두 유형이 같이 일어나는 오류는 ‘대치+탈락’과 ‘탈락+장음화’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이다.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조음장애를 보이면 발음이 명료하지 않거나 이
상한 소리로 대치되기 때문에 결국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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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란인의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인식과

오류 분석

1.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인식 조사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이중모음과 이중모음이 들어있는 단어

를 발음할 때 느끼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이란인 학습자 16명

과 서울대 석사과정의 대학원생 15명으로 구성된 31명을 선정하였다. 이들

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은 설문지법이다.

1.1. 설문 조사 방법

1.1.1. 조사 대상

첫째, 현재 한국에 거주하며 서울에 있는 언어교육원이나 서울대학교의

석사과정에 있는 학습자들로 구성되었다. 모두 31명으로 선정하여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기본 정보인 나이, 성별, 학년, 거주 기간 외에도 한국에서

의 학습 기간, 한국어를 공부하는 목적, 한국어 능력 시험 자격증 취득 여

부 등의 연구 배경을 설문 조사하였다.

둘째, 위와 동일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31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이중모

음 단어의 발음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한국어

이중모음 단어의 발음할 때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자

의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31명의 기본 정보는 <표 Ⅲ-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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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별 연령
한국어

학습 기간
소속

P - 1 여 20 3개월 언어교육원
P - 2 여 20 3개월 언어교육원
P - 3 여 20 3개월 언어교육원
P - 4 여 20 3개월 언어교육원
P - 5 여 21 6개월 언어교육원
P - 6 여 21 6개월 언어교육원
P - 7 여 21 6개월 언어교육원
P - 8 여 22 6개월 언어교육원
P - 9 여 22 6개월 언어교육원
P - 10 여 22 6개월 언어교육원
P - 11 여 23 6개월 언어교육원
P - 12 여 23 6개월 언어교육원
P - 13 여 23 6개월 언어교육원
P - 14 여 23 6개월 언어교육원
P - 15 남 25 6개월 언어교육원
P - 16 남 25 6개월 언어교육원
P - 17 여 25 1년 6개월 서울대 석사과정
P - 18 여 25 1년 6개월 서울대 석사과정
P - 19 여 25 1년 6개월 서울대 석사과정
P - 20 여 25 1년 6개월 서울대 석사과정
P - 21 여 25 1년 6개월 서울대 석사과정
P - 22 여 26 1년 6개월 서울대 석사과정
P - 23 여 26 1년 6개월 서울대 석사과정
P - 24 여 26 1년 6개월 서울대 석사과정
P - 25 여 26 1년 6개월 서울대 석사과정
P - 26 여 26 1년 6개월 서울대 석사과정
P - 27 여 26 1년 6개월 서울대 석사과정
P - 28 여 26 1년 6개월 서울대 석사과정
P - 29 여 26 1년 6개월 서울대 석사과정
P - 30 여 26 1년 6개월 서울대 석사과정
P - 31 여 26 1년 6개월 서울대 석사과정

<표 Ⅲ-1> 설문 조사 대상자 이란인 학습자 31명의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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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조사 내용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이중모음과 이중모음이 들어 있는 단어

를 발음할 때 느끼는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의 목적에는 정형화된 기

존의 도구인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련한 설문지를 간단히 분

석한 내용은 <표 Ⅲ-2>와 같다.

질문 문항 질문의 내용

개인정보 9

이름 / 성별 / 나이 / 학년

한국어 능력시험응시 경험

성적증명서 있는 경우: 급

한국 거주 기간 /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 / e-mail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요소
1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영역 3가지

한국어를 발음할 때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요소
1 한국어를 발음할 때 느끼는 어려운 영역-이중모음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질문
8

이중모음에 대한 인식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에 대

한 인식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이중모음과 그 이유

가장 쉽다고 느끼는 이중모음과 그 이유

한국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이란어의 영향을 받

는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로 이중모음에 대해 교

육하는 정도

이중모음에 대해 교육 받는 방식

이중모음을 바르게 발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

에 대한 인식

이중모음을 연습할 때 가장 좋은 방식

자신이 발음 연습할 때 사용하는 전략 또는 학습

방법
한국어 발음에 대한 또

다른 의견
2 이중모음 교육에 대한 기타 의견

<표 Ⅲ-2> 설문지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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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문 조사 결과

1.2.1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

다음은 설문 연구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연구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이다. 설문에 응답했던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소속 교육

기관에 따라 분류하면 <표 Ⅲ-3>과 같다.

교육 기관 성별 학습자 수 합계

언어교육원
남학생 2

16
여학생 14

대학원
남학생 0

15
여학생 15

합계 31

<표 Ⅲ-3> 연구 대상자의 소속 기관에 따른 분류

조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 구성을 1:1의 비율로 하고자 준비하

였으나 현실적으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성비 중 남학생의 수에 비해

여학생들이 매우 높았다. 위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

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그림 Ⅲ-1]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른 응답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

인 문항은 ‘진학을 위해서’로 19명이 응답하였다. 이어서 ‘취업’(6명), ‘한국인

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3명),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서’(2명), ‘기타’(1

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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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12.5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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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학을 위해서 B. 취업하려고 C.
한국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D.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서

E. 기타

[그림 Ⅲ-1]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

한편 연구 대상자들 중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을 본 경험이 있는 연

구 대상자는 3명으로서, 모두 이란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 2급(초급)을 합격

한 후 한국에 입국하여 언어교육원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이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연구 대상자들 중에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본 경험이 없었다.

연구 대상자들 중 언어교육원에 재학 중인 16명의 학습자는 한국에 거주

한 지 6개월 미만이며, 이 중에서도 한국어 능력 시험을 경험한 학습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명뿐이었다. 이 세 명도 한국어 능력 시험 2급

(초급)을 취득한 학습자들이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15명의 학습자는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언어교육원

에 재학 중인 그룹보다 길었던 1년 6개월이었지만, 한국어 능력 시험을 취

득한 학습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27), 이러한 학습 수준의 배경으로는 한국어

학습 시간의 분량과 학습초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습 환경이 한국어가 아

닌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에서 기인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향후 좀

더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언어교육원에 재학 중인 학습자들

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습자들 31명의 한국어 수준은 전체적으로 낮은

27) 한국의 체류기간이 비교적 길지만 한국어 능력 시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석
사과정의 학습자들의 학습 배경으로 학습초기 3개월 이후에는 영어로 수업이 진
행되는 등의 한국어 학습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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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1.2.2.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요소

설문 조사에서 다루었던 두 번째는 연구 대상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떤 요소를 가장 어렵게 느끼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 요소들은 각각 발

음, 문법, 어휘,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로 나누었다. 연구 대상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렵다고 느낀 요소는 발음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쓰

기, 말하기, 듣기 순이었다. 문법과 읽기를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가장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 요소는 어휘였다.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Ⅲ-4>와 [그림 Ⅲ-2]의 내용과 같이 나타났다.

어려운 영역 학습자의 응답 수 비율(%)
발음 29 93.54
문법 8 25.8
어휘 2 6.45
듣기 14 45.16

말하기 15 48.38
읽기 8 25.8
쓰기 17 54.83

<표 Ⅲ-4>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영역에 대한 학습자 응답 수

[그림 Ⅲ-2]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영역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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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와 [그림 Ⅲ-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발음’ (29)명,

‘문법’ (8)명, ‘어휘’ (2)명, ‘듣기’ (14)명, ‘말하기’ (15)명, ‘읽기’ (8)명, ‘쓰기’

(17)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이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가 한국어를 학습할 때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요소는 ‘발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연구가

다른 영역보다도 더욱 자발적인 학습 동기 부여나 참여 등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1.2.3. 한국어를 발음할 때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요소

설문 조사 연구에서 다루는 세 번째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를 발음할 때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발음 영역에 관한 것이다. 발음을 구성

하는 요소로는 ‘단모음’, ‘이중모음’, ‘자음(받침 포함)’, ‘기타’ 등으로 나누었

다.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발음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Ⅲ-5>와 [그림 Ⅲ-3]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어려운 발음 영역 학습자의 응답 수 비율(%)
단모음 1 0
이중모음 29 93.54
자음 (받침) 2 6.44
기타 0 0

<표 Ⅲ-5> 가장 어려운 한국어 발음 영역의 학습자 응답 수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발음할 때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요소

는 ‘이중모음’(93.54%)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발음 영역들이 ‘자음’(받

침)(6.44%)이나 단모음, 기타 (0%)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란인 한국어 학습

자가 한국어 발음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영역은 이중

모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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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한국어를 발음할 때 가장 어려운 영역별 비율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요

소가 ‘발음’이라는 점, 그리고 발음 중에서도 ‘이중모음’을 습득할 때 가장

어렵다고 느낀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에

대한 교수 및 학습에 대한 본 연구의 시작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

다.

1.2.4.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질문

설문 조사 연구에서 다루는 네 번째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다.

이중모음을 알고 있다/없다 학습자의 수 총 비율
이중모음을 이미 알고 있는 학습자 2 6%
이중모음을 모르는 학습자 29 94%

<표 Ⅲ-6>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인식

<표 Ⅲ-6>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 가운데 이미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인식이 되어있는 학습자는 총 31명 중 2명(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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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했다. 이와 반대로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모른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총 31명 중 29명(94%)이었다.

이와 같은 설문 조사 결과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중모음

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읽기와 발음 교육이 더욱 필요

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중모음

발음의

어려운 정도

아주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학습자 수 19(62%) 7(23%) 11(15%) 0(0%) 0(0%)

<표 Ⅲ-7> 이중모음 발음 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인식

<표 Ⅲ-7>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이중모음을 읽고 발음할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주

어렵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1명 중 19명이고, ‘어렵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1명 중 7명, ‘보통이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1명 중 11명이었다. 주목할 만

한 사실은 ‘어렵지 않다’거나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어 이중모음 한글 표기 학습자의 수

/ja/ ㅑ 0

/jʌ/ ㅕ 0

/jo/ ㅛ 0

/ju/ ㅠ 0

<표 Ⅲ-8>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한국어 이중모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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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3명 이상이 어렵다고 응답한 한국어

이중모음에는 /we/(ㅞ, ㅚ), /wi/(ㅟ), /ɰi/(ㅢ)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한 문항인 ‘ㅞ’와 ‘ㅢ’가 선택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다.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ㅞ’를 발음하기 가장 어려운 이중모음이라고

선택한 이유에는 “모음 두 개가 합쳐져서 발음하기 어렵다”, “빨리 발음하

기가 어렵다”라고 응답하였다. ‘ㅞ’의 발음은 /we/인데, 이란어 자음 체계에

는 /j/만 있고, 이중모음에는 /ei/와 /ou/밖에 없기에 어렵게 느낄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자들이 발음하기 어렵다고 선택한 한국어 이중모음은

/ɰi/다. /ɰi/는 다른 이중모음과 달리 성격이 완전히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

(이진호, 2014: 82)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도 질문한 결과, 이는 이

란인의 발음 구조 등의 이유로 /ɰi/ 발음은 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렵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28) 실험할 때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글로 표기된 단어를 보여주었다. 본 연
구에서는 현실 발음을 중심으로 하는데, ‘ㅒ’, ‘ㅖ’나 ‘ㅚ’, ‘ㅙ’, ‘ㅞ’와 같이 현실 
발음이 같게 나타나는 표기의 경우 실험 결과를 정리할 때 /je/(ㅒ), /je/(ㅖ)와 

/je/
ㅒ 1

ㅖ 1

/wa/ ㅘ 1

/wʌ/ ㅝ 0

/we/

ㅞ 10

ㅙ 0

ㅚ 3

/wi/ ㅟ 5

/ɰi/ ㅢ 10

합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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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가장 쉽다고 생각한 이중모음은 /jo/와 /je/(ㅒ)29) 였

는데, 각각 14명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jo/

와 /je/(ㅒ)를 발음하기 가장 쉬운 이중모음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jo/와

/je/라는 발음이 이란어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란어 모어를 통해 /jo/와

/je/라는 이중모음에 대한 지식이 습득되어 발음하는 과정 가운데 경험을

이미 풍성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이 구분하였다.
29) 이번 실험 결과에서 ‘ㅖ’를 선택한 학습자는 0명이었다. 현재 한국인 모어 화자들

도 ‘ㅒ’와 ‘ㅖ’를 글자로만 구별하고 발음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다. 발음은 똑같이 
/je/로 한다. 그런데도 이란인 학습자는 ‘ㅖ’를 선택하지 않고 ‘ㅒ’만 선택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한국어 이중모음 한글 표기28) 학습자의 수

/ja/ ㅑ 1
/jʌ/ ㅕ 1
/jo/ ㅛ 14
/ju/ ㅠ 1

/je/
ㅒ 14
ㅖ 0

/wa/ ㅘ 0
/wʌ/ ㅝ 0

/we/
ㅞ 0
ㅙ 0
ㅚ 0

/wi/ ㅟ 0
/ɰi/ ㅢ 0

합계 31

<표 Ⅲ-9> 가장 쉽다고 느끼는 한국어 이중모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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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우 그렇다

B. 그렇다

C. 보통이다

D. 그렇지 않다

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림 Ⅲ-4] 이란어의 발음 영향

[그림 Ⅲ-4]가 보여 주는 것과 같이,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자신이 모국어인 이란어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

였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25명(80.64%), ‘그렇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1명(3.22%)으로서, 한국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모어인 이란어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총 26명(83.87%)인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그들이 한국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이란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5]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로

이중모음에 대해 교육하는 정도

[그림 Ⅲ-5]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설문 조사에 응답한 이란인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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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교재 가운데 이중모음에 대한 학습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현장에서 실제적인 인식으로 전달되지 않음

을 볼 수 있었다. 앞서 설문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중모음에 대한 인식

이 ‘전혀 없다’라거나 ‘없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습자들은 전혀 없고 ‘많이

있다’와 ‘약간 있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습자만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습자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어 교재를 통해 이중모음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중모음을 교육받은 방식 (복수선택 가능) 학습자의 수 총 비율(%)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기 21 67.75%
음성자료를 듣고 따라하기 9 29.05%
시청각자료를 보고 따라하기 0 0.0%

문자적 설명 및 입 모양 사진 제시하기 10 32.25%
기타 0 0.0%

<표 Ⅲ-10> 이중모음에 대해 교육 받는 방식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의 언어교육원 등에서 한국어를 습득할

때 이중모음에 대해 교육받는 방식은 <표 Ⅲ-10>와 같다. 가장 많은 응답

수는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서 하는 것’이었다(21명). 다음으로 많은 응

답 수는 ‘문자적 설명 및 입 모양 사진 제시하기’이다(10명). ‘음성자료를 듣

고 따라서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응답 수를 기록하였다(9명).

‘시청각 자료를 보고 따라서 하기’ 항목에는 응답 수가 전혀 없었다. 이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직접 발음을 가르

친다는 현장의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한편으로

인터넷이 발달 되어있고 수많은 시청각 자료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효과적으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을 고안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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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모음 발음 시 가장 효과적인 방식 학습자의 수 총 비율(%)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기 5 16.12%

음성자료를 듣고 따라하기 15 48.38%

시청각자료를 보고 따라하기 4 12.90%
문자적 설명 및 입 모양 사진 제시하기 7 22.58%

기타 0 0.0%

<표 Ⅲ-11> 이중모음 교육 시 가장 효과적인 방식에 대한 인식

<표 Ⅲ-11>을 보았을 때,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상당수가 ‘음성자료

를 듣고 따라서 하는 것’이 이중모음을 바르게 발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인 방식이라고 선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5명). 그 이유에 대한 질

문에서 학습자들은 “그 발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게 느껴진

다”고 응답했다.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중모음을 발음하는 방법을 습

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듣기 실력을 키우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음성

자료 등을 수업 시간에 많이 듣고 연습하는 것을 원했다.

위와 같은 결과를 고려해 볼 때, 교육 현장에서 ‘이중모음을 어떻게 발음

하는가’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한국인 발

화자들의 이중모음 발음을 듣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

도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수이지만 시청각 자료를 보고 따라 하는 것이 이중모음 발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학습자들도 있었다(4명).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청각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모

색하는 것이 이중모음을 비롯한 한국어 발음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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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모음 연습 시 가장

효과적인 방식
학습자의 수 총 비율(%)

듣기 연습 13 41.93%

읽기 연습 16 51.61%

받아쓰기 연습 0 0.0%

따라하기 연습 2 6.45%

기타 0 0.0%

<표 Ⅲ-12> 이중모음 연습 시 가장 효과적인 방식에 대한 인식

<표 Ⅲ-12>을 보았을 때, 이란인은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중모음을 연습

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듣기 연습’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13명이 응답하였고, ‘읽기 연습’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

이라고 16명이 응답하였다. 이 외에 ‘따라하기 연습’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

이라고 응답한 학습자는 2명이었고, ‘받아쓰기 연습’이나 ‘기타’ 방식에 대해

서는 응답자가 없었다. 외국인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스스로 발음을 연습할 때 사용하

는 전략 또는 학습 방법을 연구하면서 한국 드라마 보기, 한국 영화 보기,

K-POP 음악 익히기, 한국인과 대화하기, 라디오 듣기, 쇼핑하기, 한국인 친

구와 사귀기 등이 있었다. 이런 설문 결과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이란인 한

국어 학습자들이 언어교육원 등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때에는 활용하지 못

한 시청각 자료들을 개인적인 공부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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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한국어 발음에 대한 또 다른 의견

이중모음에 대한 기타 의견 조사 대상자의 수 총 비율(%)
질문에 응답하기 28 90.32%

질문에 응답하지 않음 3 9.67%

<표 Ⅲ-13> 이중모음 교육에 대한 기타 의견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로 구성된 연구 조사 대상자들 31명에 대하여 이

중모음 교육을 주제로 하여 기타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의 결과는 <표 Ⅲ

-13>과 같았다. 이중모음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오직 연습을 많이

하는 방법만이 이중모음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

었다(28명). 나머지 3명은 특별히 다른 의견을 내지 없었다. 이러한 구성으

로 이중모음을 중심으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설문 내용으로 결과를 보였지만 여전히 한계점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작이 끊임없이 연구가 계속되도록 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오류

분석과 음향 음성학적 분석 내용을 논의할 것이다.

2.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 오류 양상

2.1. 오류 조사 및 분석 방법

인식 조사에 참여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31명에게 이중모음이 들어있

는 단어들을 두 번 읽게 하고, 녹음하였다. Ⅱ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

국어의 이중모음을 10개로 파악하였지만,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의 이중모음을 글자로 이해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학습자들에

게 이중모음 글자 13개를 제시하고 발음을 녹음하였다. 다만 분석할 때에는

Ⅱ장에서 논의한 7모음 체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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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승환 외(2001)와 김정욱(2009) 그리고 야쇼다(Yashudha,

2018)의 오류 유형을 참고하여 ‘탈락’, ‘대치’, ‘장음화’ 및 두 유형이 같이 일

어나는 오류 ‘대치+탈락’과 ‘탈락+장음화’의 4가지 기준을 선정하였다. 각각

의 오류 유형의 의미가 무엇인지 <표 Ⅲ-14>에 정의하였다.

탈락(deletion) 목표 음소를 탈락시켜 발음하지 않는 경우

대치(substitution)
목표 음소 대신 다른 음소로 바꾸어 발음하는

경우

장음화(vowel

lengthening)

단모음을 길게 발음하여 음절을 늘려 발음하는

경우

두 유형이 같이

일어나는 오류

대치와 탈락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

탈락과 장음화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

<표 Ⅲ-14>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 오류 유형 정의

먼저 ‘탈락’(deletion)은 목표 음소를 탈락시켜 발음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

킨다. 예를 들어 /ja/를 /a/로 발음하거나, /ju/를 /u/로 발음하는 경우가 탈

락에 해당한다. ‘대치’(substitution)는 목표 음소 대신 다른 음소로 바꾸어

발음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jʌ/를 /jo/로 발음하거나, /jo/를 /ju/

로 발음하는 경우가 대치에 해당한다. ‘장음화’(vowel lengthening)는 단모

음을 길게 발음하여 음절을 늘려 발음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ju/

를 [ju:]로 발음하거나, /we/ ‘ㅚ’를 [we:]로 발음하는 경우가 ‘장음화’에 해당

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유형이 함께 나타나는 오류도 있었다. 예를 들어

/ɰi/를 /ɯ/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반모음을 탈락시키고, /i/를 /ɯ/로 바꾸는

대치도 일어난다. /je/(ㅒ)를 /e:/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반모음을 탈락시키고,

단모음을 늘리는 ‘장음화’도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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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류 분석 결과

본고에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국인 모어 화자와 한국어 전공자

2명이 녹취 실험의 내용을 듣고 오류를 찾아 판단하였다. 다음 <표 Ⅲ-15>

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이중모음 단어를 발음할 때 발생하는

오류와 그 오류의 수 및 비율30)이다.

이진호(2014), 이호영(1996)에 따르면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조

차 연령 혹은 지역에 따라 한국어 이중모음 중 /ㅒ/와 /ㅖ/의 구별이나 /ㅙ/

와 /ㅞ/의 구별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

실을 고려하여, 이란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이중모음 /ㅒ/와 /ㅖ

/, /ㅙ/와 /ㅞ/를 구별하지 못하는 현상을 오류로 분석하지 않아 <표 Ⅲ

-15>와 <표 Ⅲ-16>에서 제외하였다.

30) 실험에 참가한 학습자 31명 중 오류를 보인 학습자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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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중

모음

어휘

이중

모음
오류 사례(회)

오류

합계
비율

1 야단 /ja/ [a](2) 2 6.45%

2 여보 /jʌ/ [jo](4) 4 12.90%

3 요리 /jo/ [ju](1) 1 3.22%

4 유리 /ju/ [u](1), [ju:](1), [jo](9) 11 35.48%

5 예상 /je/ [e](1), 발음하지 못함(1)31) 2 6.45%

6 얘기 /je/ [e:](17), [e](11), 발음하지 못함(3) 31 100.00%

7 와요 /wa/ [a](2) 2 6.45%

8 워낙 /wʌ/ [a](1), [we](1), 발음하지 못함(1) 3 9.67%

9 웨딩 /we/ [e:](2) 2 6.45%

10 외국어 /we/ [e](12), [we:](10), 발음하지 못함(1) 23 74.19%

11 왜 /we/ [wi](2), 발음하지 않음(1), 3 9.67%

12 위반 /wi/
[ui](10), [i](1), [u](1), [wi:](1),

발음하지 못함(2),
15 48.38%

13 의자 /ɰi/ [i](22), [Ɯi](5), [Ɯ](2), 발음하지

못함(1)
30 96.77%

<표 Ⅲ-15> 이란인 피험자의 이중모음 발음 오류 양상

위의 분석 자료를 오류 유형에 따라 정리해서 살펴보면 <표 Ⅲ-16>과

같다.

31) 글자를 보여 줬을 때 발음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본 연구에서는 오류 유
형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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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모음

한글
표기

오류 사례(회)
오류 유형

대치 탈락 장음화
/ja/ ㅑ [a](2) [a]

/jʌ/ ㅕ [jo](4) [jo]

/jo/ ㅛ [ju](1) [ju]

/ju/ ㅠ [u](1), [ju:](1), [jo](9) [jo] [u] [ju:]

/je/
ㅖ [e](1) [e]

ㅒ [e:](17), [e](11)
[e:]

[e]
/wa/ ㅘ [a](2) [a]

/wʌ/ ㅝ [a](1), [we](1)
[a]

[we]

/we/

ㅞ [e:](2), [e:]

ㅚ [e](12), [we:](10) [e] [we:]

ㅙ [wi](2) [wi]

/wi/ ㅟ
[ui](10), [i](1), [u](1),

[wi:](1)

[ui] [i]
[wi:]

[u]

/ɰi/ ㅢ [i](22), [Ɯ](2), [Ɯi](5)
[Ɯi] [i]

[Ɯ]

<표 Ⅲ-16>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 오류 유형

총 31명의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이중모음 어휘를 발음할 때

발생하는 오류 비율은 [그림 Ⅲ-6]과 같다.

[그림 Ⅲ-6]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단어 오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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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이중모음 어휘 오류 발음 실태와 <표

Ⅲ-16>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 오류 유형을 함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모음 /jo/의 오류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1회). 이는

이란어에 자음 /j/와 단모음 /o/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어 이중모음

/jo/를 학습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일 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류 수가 적은 이중모음은 /je/(ㅖ), /ja/, /wa/, /we/였다. 이 중

/je/(ㅖ)는 /jo/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란어에 존재하는 발음이기 때문에 오

류 수가 적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ja/와 /wa/의 경우 각각 이란어에

비슷한 발음의 ‘자음+단모음’의 대체군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란어에는 자음 /j/와 단모음 /a/33)가 만나 한국어 이중모

32) 발음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 것이다.
33) 이란어의 단모음 체계의 경우 제Ⅱ장의 <표 Ⅱ-7> 이란어 모음 분류 참조.

이중모음 한글 표기
총

오류 개수32)
총 비율

/je/ ㅒ 31 100%

/ɰi/ ㅢ 30 96.77%

/we/ ㅚ 23 74.19%

/wi/ ㅟ 15 48.38%

/ju/ ㅠ 11 35.48%

/jʌ/ ㅕ 4 12.90%

/wʌ/ ㅝ 3 9.67%

/we/ ㅙ 3 9.67%

/we/ ㅞ 2 6.45%

/ja/ ㅑ 2 6.45%

/je/ ㅖ 2 6.45%

/wa/ ㅘ 2 6.45%

/jo/ ㅛ 1 3.22%

<표 Ⅲ-17>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오류 개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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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ja/와 같은 발음이 생성된다. 또한, 자음 /v/와 단모음 /a/가 만나 한국

어 이중모음 /wa/와 유사한 발음이 생성된다.

다음으로 오류 수가 적은 이중모음은 /wʌ/와 /we/(ㅙ)이다. 이는 /ja/와

/wa/와 같은 이중모음과 마찬가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음+단모음’의

발음군이 이란어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wʌ/
의 경우 그 자체로서의 이중모음은 이란어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와 비슷한

/v/+/ɒ:/의 발음군이 존재한다. 또한, /we/의 경우 이란어 자음 /v/와 단모

음 /e/가 만나 한국어 이중모음 /we/와 비슷한 발음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오류 수가 적은 이중모음은 /jʌ/다(4회). /jʌ/의 경우에는 위와

유사하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자음+장모음’ 발음군이 이란어에 존재하

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예를 들어, 이란어의 자음 /j/와 모음 /ɒ:/가 결합

하여 한국어 이중모음 /jʌ/와 유사한 발음이 생성된다.
이중모음 /we/를 발음할 때 5회의 오류 수를 기록하였다. /we/의 경우

/we/와 마찬가지로 자음 /v/와 단모음 /e/가 만나 한국어 이중모음 /we/와

비슷한 발음을 생성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이중모음

/we/와 비슷한 발음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글자에서 ‘ㅙ’와 ‘ㅞ’를 구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이중모음 /ju/의 경우 11회라는 적지 않은 오류 수를 기록하였다. 오류 유

형을 따라 살펴보았을 때 /ju/의 탈락형인 [u]로 발음하는 경우가 1회, 장음

화형인 [ju:]로 발음하는 경우가 1회, 그리고 대치형인 [jo]로 발음하는 경우

가 9회나 되었다. 이런 조사 결과로 미루어 보아,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

의 경우 이란어 단어에 잘 나타나지 않는 /ju/를 발음하는 것이 쉽지 않으

며, 한국어 이중모음 /ju/를 발음할 시 자신들에게 익숙한 발음인 /jo/로 대

체하는 현상이 쉽게 일어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위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이란어에는 없는 이중모음을 발

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모음 /wi/의 경우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5회의 오류 수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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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오류 유형에 따라 나누어 보면, 반모음을 발음하지 않는 탈락형인 [i]

가 1회, 반모음을 탈락시키고 단모음도 대치한 [u]가 1회, 장음화형인 [ui]가

10회, [wi:]가 1회 나타났다. 한국어 이중모음 /wi/에 해당하는 이란어 이중

모음이나, 그와 비슷한 발음군을 가지는 ‘자음+단모음’, 혹은 ‘자음+장모음’

의 예가 없기 때문에 오류 수가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발음 시 오류 수가 많은 이중모음들은 차례대로 다음과 같다. 먼저 /we/

(ㅚ)의 경우 발음하지 못한 경우 1회를 포함하여 23회의 오류 수를 기록하

였다. 장음화의 경우가 10회[we:], 탈락의 경우가 12회[e]였다. 15회의 오류

수를 기록한 /wi/의 경우나, 23회의 오류 수를 기록한 /we/(ㅚ)의 경우 위

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 이중모음들을 발음하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e/(ㅚ)의 발음 시 나

타나는 오류에 있어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ㅚ’의 경우, 앞에서 오

류 수를 적게 기록한 ‘ㅙ’(3회)와 ‘ㅞ’(5회)와 마찬가지로, /we/로 소리가 난

다. 이란어에서 /we/와 비슷한 발음(자음 /v/ + 단모음 /e/)이 존재하기 때

문에 /we/와 비슷한 발음을 할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ㅙ’와 ‘ㅞ’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오류 수가 적게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이

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ㅙ’와 ‘ㅞ’ 그리고 ‘ㅚ’가

서로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다른 발음이라고 인식하여 오류가 높게 나타났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오류 수를 기록한 이중모음은 /ɰi/(30회)이다. 오류 유형

에 따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발음하지 못한 탈락의 경우가 1회, [Ɯi]

로 활음을 단모음으로 대치하여 발음한 경우가 5회, [Ɯ]로 활음을 단모음으

로 대치하고 단모음을 탈락시킨 경우가 2회, 마지막으로 /i/로 반모음을 탈

락시킨 경우가 22회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중모음

/ɰi/를 발음할 때 [i]로 반모음을 탈락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란어에 /ɰi/라는 이중모음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오류 수를 기록한 이중모음은 /je/(ㅒ)다(31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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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유형에 따라 구분을 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발음하지 못하는 탈락의 경

우가 3회, [e]라고 탈락하여 발음하는 경우가 11회, 마지막으로 반모음을 탈

락하고 단모음도 장음화한 [e:]가 17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

서 발생하는 오류의 경우, /ɰi/를 전혀 다른 발음인 /ɯ/로 탈락시키고 대치

하는 것과 같은 오류가 아니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란인 한국어 학습

자들은 ‘ㅒ’와 ‘ㅖ’를 다른 발음이라고 인식하고 발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모음 오류들의 총 개수를 오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표 Ⅲ-18>과

같다.

34) 발음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글자

사례(개수) 합계

오

류

유

형

탈락

/ja/→[a](2)

/je/(ㅖ)→[e](1)

/wa/→[a](2)

/wi/→[i](1)

/ju/→[u](1)

/je/(ㅒ)→[e](11)

/we/(ㅚ)→[e](12)

/ɰi/→[i](22)

52

대치

/jʌ/→[jo](4)

/ju/→[jo](9)

/we/(ㅙ)→[wi](2)

/ɰi/→[ɯi](5)

/jo/→[ju](1)

/wʌ/→[we](1)

/wi/→[ui](10)
32

장음화
/ju/→[ju:](1) /we/(ㅚ)→[we:](10)

/wi/→[wi:](1)
12

두

유형이

같이

일어남

대치+

탈락
/wʌ/→[a](1), /wi/→[u](1), /ɰi/→[ɯ](2) 4

탈락+

장음화
/je/(ㅒ)→[e:](17), /we/(ㅞ)→[e:](2) 19

발음하지 못한

이중모음34)

/je/(ㅖ)(1), /je/(ㅒ)(3), /wʌ/(1),
/we/(ㅚ)(1), /we/(ㅙ)(1), /wi/(2), /ɰi/(1) 10

합계 129

<표 Ⅲ-18> 이중모음 오류 유형에 따른 오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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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탈락’ 오류

‘탈락’ 오류는 목표 음소를 탈락시키고 발음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오류 수 129개 중 52개로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이

탈락 오류다. 탈락 오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중모음 /ɰi/의 탈락 오류다. 이중모음 /ɰi/를 모음 /i/로 발음하는 경우는

그 오류 수도 많고(22회), 현저히 다른 발음으로 바뀌는 경향이 크기 때문

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이중

모음의 발음을 교육할 때에는 이중모음 /ɰi/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❷ ‘대치’ 오류

‘대치’ 오류는 목표 음소 대신 다른 음소로 바꾸어 발음하는 경우의 오류

를 가리킨다. 조사 결과 총 129번의 오류 중 32번의 오류가 바로 대치의 오

류임이 드러났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ㅚ’와 ‘ㅙ’ 그리고 ‘ㅞ’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것

으로 여겨진다. 이중모음 /we/(ㅚ)를 [e]로 대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앞

에서 언급한 것처럼 ‘ㅚ’와 ‘ㅙ’, ‘ㅞ’를 다른 발음이라고 인식하고 발음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중모음 /wi/를 [ui]로 대치하는 경우는 오

류 수가(10회), 그리고 마지막은 한국어 이중모음 /ɰi/를 [ɯi]로 대치하는

경우로 오류 수가(5회)로 나타났다.

❸ ‘장음화’ 오류

를 인식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글자는 인식했지만 발음
이 어렵기 때문에 발음에 실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글자를 인식하여, 그에 해당하는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
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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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음화’ 오류는 위에서 단모음을 길게 발음하여 음절을 늘려 발음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장음화 오류는 총 129회의 오류 수 중 탈락과 더불어 12

회를 기록하여, 많지 않은 오류 유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장음화 오류의

경우 두드러진 오류 수를 기록한 이중모음은 /we/(ㅚ)를 [we:]로 발음하거

나(10회), 와 /wi/를 [wi:]로 발음하는 경우였다(1회).

‘장음화’ 오류는 다른 오류와 달리 의사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란어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단어를 과도하게 길게 발음할 때,

의사소통에 지장은 없으나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가

있다. 따라서 ‘장음화’ 오류도 필수적인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❹ ‘두 유형이 같이 일어나는’ 오류

‘두 유형이 같이 일어나는’ 오류는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

다. 첫쩨는 ‘대치+탈락’이고(4회), 둘째는 ‘탈락+장음화’인 경우이다(19회).

<표 Ⅲ-18>에서 본 것과 같이 /wi/에 경우에는 [u]로 발음한다. 즉 단모음

을 대치하고 반모음을 탈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wʌ/의 경우에 [a]로 발음

한다. 즉, 단모음을 대치하고 반모음을 탈락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ɰi/
에서는 [ɯ]로 반모음을 대치하고 단모음을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다.

다른 유형의 오류는 ‘탈락+장음화’의 경우이다. ‘탈락+장음화’의 경우에는

활음을 탈락시키고, 단모음을 늘려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je/(ㅒ)를 [e:]로 발음하는 것은 반모음을 탈락시키고, 단모음을 ‘장음화’하

는 것이다. 또한, /we/(ㅞ)에서는 [e:]로 활음을 탈락시키고, 단모음을 ‘장음

화’하는 경우다.

3. 한국어 이중모음의 음향 음성학적 분석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한국인의 이중모음 발음과 이란인 한국어 학

습자의 이중모음 발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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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이의 한국어 이중모음의 음향 음성학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과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한국인들 대상으로

이중모음 발화의 비교 분석을 위한 녹음을 진행하였다. 각 집단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 15명, 한국인 모어 화자들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집하

고 정리한 녹음 자료들은 음향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raat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3.1. 음향 음성학(Acoustic phonetic)

음성학이란 인간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소리, 즉 말소리 언어음(phone)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즉, 말소

리 실체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기술하고 분석하는 분야이지만 물리적인

말소리의 생성과 음향, 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음성학은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음향 음성학과 두 번

째 조음 음성학이며, 세 번째로는 청취 음성학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음성학의 연구 방법과 그 종류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화자와 청자

가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음성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화자의 조음기관에서 음성이 만들어지는 단계, 둘째는, 화자의 입

을 떠난 음성이 공기층을 통해 청자의 귀에까지 이르는 단계, 셋째는, 청자

의 귀에 들린 음성이 청신경을 통해 청자의 뇌에서 음성으로 인식되기까지

의 단계이다.

먼저, 조음 음성학을 설명한다. 조음기관에서 음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가를 연구하는 음성학 분야가 조음 음성학이다. 일반적으로 음성은 허파에

서 내보내는 공기가 성대, 구강, 비강 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각 음성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지 연구하게 된

다.

두 번째는 음향 음성학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가 조음기관을 통해 만들

어낸 음성이 청자의 귀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전달되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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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분야가 음향 음성학이다. 음성이 전달되는 방식은 음향이 전달되

는 방식과 똑같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기, 물, 금속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소리를 전달해 주는 매질로 작용하는데 소리는 매질의 입자가 진동

하면서 전파된다. 이렇게 소리가 퍼져 나가는 모양을 물결과 같은 파동으로

보아 음파라고 한다.

마지막은 청취 음성학이다. 청자의 귀에 도달한 음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소리로 지각되는가를 연구하는 분야가 청취 음성학이다. 매질을 통해 전달

된 소리는 고막을 진동시켜서 청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되는 것이다. 뇌에서

고막에 느껴지는 진동을 소리로 인식하게 된다(이호영, 1996).

실험음성학은 실험기기를 사용하여 연구하는 음성학을 가리킨다. 사진,

인공구개, 등을 통한 조음음성학적 연구, 오실로그래프, 음향스펙트럼분석

기, 컴퓨터 등을 통한 음향음성학적 연구 등이 실험음성학에 해당한다. 실

험음성학은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별음성학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음성학이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각각의 언어를 대상으로 한 음성

학을 개별음성학이라고 하고, 여러 언어에 공통되는 음성적 사실을 연구하

는 음성학을 일반음성학이라고 한다.

음성학이란 말소리의 실체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시술하고 분석하는 분

야로 물리적인 말소리의 생성과 음향, 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음향 음

성학은 과학 기기를 이용하여 음성의 특질을 파악하려고 해서 실험음성학

이라고도 한다. 피실험자들의 발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피치 웍스(Pitch Works)이다.

포먼트는 모음의 자질과 관련해서 모음을 다른 모음과 구별하게 해 주는

것이다. 포먼트 주파수는 혀의 앞뒤 움직임에 따른 성도에서의 최대 협착

지점, 입천장과 목 뒤쪽 사이의 최대 협착의 정도, 입술의 위치나 입 모양

(원수성)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사람마다 입에서 성대까지 길이 차이가 있

는데 이 길이의 차이가 있으며, 이 길이의 차이에 따라 사람마다 포먼트가

달라진다.

모음의 음향적 영역은 모음의 F1과 F2, F3 등의 수치를 좌표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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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와 핀슨(Denes & Pinson, 1993)에 의하면, 모음에 따라 각기 다른 포

먼트가 나타나서 포먼트가 모음을 인지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고 주장한다. 모음은 스펙트로그램의 포먼트 값을 측정할 수 있다. 포먼트

는 모음 자질과 관련해서 모음을 다른 모음과 구별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일

반적으로 포먼트 주파수는 혀의 앞뒤 움직임에 따라 성도에서의 최대 협착

지점, 입천장과 목 뒤쪽 사이의 최대 합착 정도, 또한, 입술 위치나 입 모양

(원순성)에 따라 결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입에서 성대까지 길이

차이가 있으며, 이 길이 차이에 의하면 사람마다 포먼트가 달라진다. 다시

말해, 사람마다 성도의 길이나 후두의 크기 등과 같은 생리적인 조건이나

조음하는 습관이 달라서 모음의 기본 주파수, 공명 주파수는 화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가장 눈에 뜨일 수 있는데

먼저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기본 주파수가 낮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

자가 남자에 비해 성도의 길이가 짧기 때문이다. 같은 모임이라도 포먼트의

절대 값은 성별에 따라서 그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보덴 해리스와 라파엘(Borden Harris & Raphael, 1994: 98)에 의하면 제1

포먼트는 입의 개방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입을 작게 벌리는 고모음은 제1

포먼트 주파수가 낮게 된다. 반대로 입을 크게 벌리면 제1 포먼트 주파수가

높게 된다. 제2 포먼트는 혀의 위치가 앞인지 또는 뒤인지에 의해 결정된

다. 전설 모음은 제2 포먼트 주파수가 높게 되고, 후설모음은 제2 포먼트

주파수가 낮게 된다. 그리고 입술 원순 정도에 따라 제2 포먼트 주파수가

달라진다. 입술이 원순이면, 성도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어 제2 포먼트 주파

수가 낮게 되고, 평순일수록 성도 길이가 짧아져 제2 포먼트 주파수가 높게

된다. 본 연구에서 음성 분석 프로그램(Praat)를 사용해서 이란인 한국어 학

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이중모음 F2 값을 계산하고자 한다.

3.2. 실험도구 및 사전지식

본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실험음성학 연구와 관련된 도구로서 프라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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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용한 실질적인 음성 분석 실행 시 사용되는 몇 가지 기술용어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① 프라트(Praat)

프라트는 암스테르담 대학의 폴 뵈르스마(Paul Boersma)와 데이빗 위닝

크(David Weenink)등의 학자들이 만든 음성 분석과 변형 프로그램으로 외

국어 학습자의 발음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김선정, 2013).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쉽게 다운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컴퓨터에서 모두 쉽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장

점으로 볼 수 있다. 녹음한 음성자료는 각 연구 프로젝트별로 보관하고, 확

장자는 파일종류에 따라 .aifc 또는 .wav 등으로 지정한다. 확장자 앞에 들

어가는 파일 이름은 남녀 화자에 따라 m(남), f(여) 등의 표기를 한다(양병

곤, 2000).

②스펙트로그램(spectrogram)

스펙트로그램은 성도 모양 변화를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분석 방식이다.

사람의 지문이 다른 것과 같이 음성의 지문도 달라진다. 지정된 한 시간점

은 스펙트럼(spectrum)이라고 하고 다수의 시간지점에서 푸리에 분석된 스

펙트럼은 스펙트라(spectra)라고 한다. 시간선상에 스펙트라를 연이어 표시

하고 해당 주파수마다의 진폭 강도를 함께 나타낸 것이 스펙트로그램이다.

프라트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하게 스펙트럼과 스펙트로그램을 분석하는 방

식이 제시되어 있다(양병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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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예시

3.3. 실험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과

한국어 이중모음 녹음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Praat 스펙트로그램으로 주

파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면,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구간, 그리고 두

번째 안정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구간별로 제2 포먼트 값의 중간값 총

1170개35)를 측정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두 집

단에서 측정한 구간별 제2 포먼트 중간값 평균과 표준편차 결과를 정리하

면 <표 Ⅲ-19>와 같다.

35) 제2 포먼트 구간별 값 모두(한국인 모어 화자 15명×이중모음 13×3개 구간)+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15명×이중모음 13×3개 구간)을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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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ㅑ
한국인 2023.00 420.27 1667.88 288.75 1486.88 279.07

이란인 2537.21 300.73 2086.85 262.01 1771.69 145.91

ㅕ
한국인 2002.19 384.12 1372.92 345.88 1235.65 410.67

이란인 2466.30 235.29 1512.77 231.06 1160.41 114.50

ㅛ
한국인 1913.12 466.44 1374.45 608.35 1203.57 502.58

이란인 2302.59 263.95 1511.91 213.49 945.50 115.46

ㅠ
한국인 2162.92 437.82 1524.83 559.68 1329.26 475.44

이란인 2388.40 185.73 1692.36 324.29 965.94 118.83

ㅖ
한국인 2314.61 447.44 2206.72 572.92 2222.62 622.13

이란인 2598.39 177.44 2313.20 295.29 2248.15 301.44

ㅒ
한국인 2672.26 189.82 2606.66 197.27 2586.28 174.27

이란인 2373.37 433.27 2240.00 322.53 2276.14 146.25

ㅘ
한국인 1283.88 348.73 1470.81 235.61 1462.08 210.08

이란인 1133.96 409.97 1429.90 264.03 1588.77 228.43

ㅝ
한국인 1326.38 622.78 1248.83 556.74 1170.08 386.00

이란인 1094.53 411.35 1232.55 469.78 1368.67 628.64

ㅞ
한국인 1438.74 347.93 2136.94 628.53 2269.47 626.54

이란인 1425.42 566.28 1830.34 261.59 2174.27 481.10

ㅚ
한국인 1603.58 268.88 2034.32 504.21 2131.71 773.52

이란인 1319.63 378.51 2138.19 449.10 2303.60 674.84

ㅙ
한국인 1682.33 475.81 2244.61 472.71 2368.72 423.95

이란인 1236.21 450.40 1914.13 221.55 2211.24 243.31

ㅟ
한국인 1713.06 540.61 2546.66 411.73 2612.41 527.59

이란인 1252.87 520.70 2475.99 669.99 2595.15 409.99

ㅢ
한국인 1748.20 269.64 2362.80 486.55 2399.28 558.88

이란인 2196.76 515.57 2505.93 344.60 2486.33 368.23

전체
한국인 1837.32 558.92 1907.58 650.92 1882.93 723.82

이란인 1871.20 706.18 1914.16 529.15 1853.53 662.85

<표 Ⅲ-19> 제2포먼트 구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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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어에 대한 화자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 분석 전문도구

인 SPSS를 활용하였다. 화자 간 ‘첫 번째 안정구간-전이구간-두 번째 안정

구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기법을 사용하였다.

한국어 발음 중 13개 이중모음에 대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한

국어 학습자 간 발음의 차이를 검증한 ‘다변량 검증결과’를 보면 F값이

0.247로 유의수준 값(p)이 0.847로 유의확률 (p<0.05)보다 높게 나타나 그룹

(GROUP)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0> 다변량 검정a

효과 값 F 자유도 유의수준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02 .247b 3.000 .864
Wilks의 람다 .998 .247b 3.000 .864

Hotelling의 트레이스 .002 .247b 3.000 .864
Roy의 최대 루트 .002 .247b 3.000 .864

a. 디자인: GROUP
b. 정확한 통계

<표 Ⅲ-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어에 대한 화자 간 발음의 차이

에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다변량 분석 결과가 첫 번째 안정구간, 전

이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중 어떤 종속 변수(dependent variable)에 주로

기인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개체-간 효과 검증’결과를 보면 <표 Ⅲ-21>

과 같다.

개체-간 효과 검증 결과에서도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의 유의확률 값이 모두 0.05보다 높게 나타나 한국인과 이란인 간

13개 이중모음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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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 개체-간 효과 검증

독립변수 종속변수 제3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유의확률

Group

첫 번째
안정구간

114032.678 1 114032.678 .280 .597

전이 구간 2674.498 1 2674.498 .008 .931

두 번째
안정구간

83908.727 1 83908.727 .174 .677

그러나 13개 이중모음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결과는 구간별로 다르게 나

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표 Ⅲ-22>와 같다. 첫 번째 안정구간에서 한국

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간 유의한 차이(p<0.05)를 보이는 이

중모음은 13개 중 8개 이중모음(/ja, je(ㅖ), jʌ, we, jo, wi(ㅚ), ɰi/)으로 나

타났다. 전이구간에서는 13개 이중모음 중 2개 이중모음(/ja, je(ㅖ)/)의 유의

확률 값이 0.05 이하로 나타나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 안정구간에서는 전이구간에서

화자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2개 이중모음(/ja, je(ㅖ)/) 외에 하나의 이중

모음인 /ju/가 추가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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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확률36)
이중
모음

한글
표기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ja ㅑ 0.001 0.000 0.002

je
ㅒ 0.021 0.001 0.000

ㅖ 0.030 0.528 0.887

jʌ ㅕ 0.000 0.203 0.500

jo ㅛ 0.009 0.416 0.063

ju ㅠ 0.077 0.324 0.008

wa ㅘ 0.290 0.658 0.082

wʌ ㅝ 0.239 0.932 0.306

we

ㅞ 0.939 0.092 0.644

ㅚ 0.025 0.556 0.522

ㅙ 0.600 0.913 0.676

wi ㅟ 0.025 0.730 0.921

ɰi ㅢ 0.006 0.360 0.618

<표 Ⅲ-22> 한국인/이란인 화자 간 제2포먼트 구간 값 유의수준

구간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안정구간에서는 (/ja,

je(ㅒ), yʌ, jo, , je(ㅖ), we(ㅚ), wi, ɰi/) 등 8개 이중모음의 유의수준 값이

유의확률(p<0.05) 보다 낮게 나타나 한국인 모어 하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

습자 간 발음 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의 경우 이란인과 차이가 있는 8개 이중모음의 활음을 짧

게 발음하는 반면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를 짧게 발음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인 모어 화자에 비해 그 음

소를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용·김선정(2006)에 의

하면 두 개의 단모음이 결합된 이중모음 중 고모음인 ‘ㅣ’, ‘ㅜ’ 는 음운론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들에게는 모음의 기능을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36) 유의확률은 P<0.05이므로 두 집단 간에 이중모음 발음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유의확률이 P≥0.05로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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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음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란인 화자들이 발음하기에는 어려움을 있

다. 즉,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간 음성학적·음운론적 차

이 때문에 8개 이중모음의 발음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전이구간에서는 13개 이중모음 중 /ja, je(ㅒ)/의 2개 이중모음의 유의수준

값이 각각 0.000, 0.001로 나타나 화자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

된 반면, 나머지 11개 이중모음의 유의수준 값은 0.05 이상으로 나타나 화

자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두 번째 안정구간에서는 13개 이중모음 중 /ja, ju, je(ㅒ)/ 의 3개 이중모

음의 유의수준 값이 각각 0.002, 0.000, 0.008로 나타나 유의확률(p<0.05) 보

다 작게 나타나 화자 간 발음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나머지 10개 이중모음의 유의 확률값은 모두 0.05보다 크게 나타나 화자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한국인 모어 화자들의 경

우 이중모음의 첫 번째 글자인 활음을 짧게 발음하고 ‘ㅣ’를 길게 발음하는

반면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는 이들 발음을 아주 짧게 발음하는 특성을 가

지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개의 모음이 각각 동등한 비율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면 두 소리에 길이가 다른데(허용·김선정, 2006),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는 한국인 모어 화자를 비해 ‘ㅣ’를 아주 짧게 발음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Praat 스펙트로그램으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란인 한국어 학습

자는 한국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유사하게 발음할 수 있는 이중모음과

차이가 나타나는 이중모음 또는 실현 양상을 Praat 스펙트로그램을 통해 다

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3.3.1.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양상

Ⅲ장에서 나온 결과 바탕으로 스펙트로그램을 통해 이란인 한국어 학습

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발음한 것은 비교·대조해 볼 수 있다. 모음의

음운론적인 길이를 음장(vowel length)이라 하는데 이러한 모음의 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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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 기능을 가지고 (이호영, 1996) 있으며 각각의 모음은 내재적인 길이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펙트로그램을 통해서 비교·대조해 볼 수 있

다. 먼저,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는 정확하게 발음한 이

중모음 중에서 비교·대조분석 결과 거의 비슷한 발음을 나타나는 ‘/wa, we

(ㅙ), wʌ, we(ㅞ)/의 발음 양상을 Praat 스펙트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8] 한국인 발화 /wa/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첫 번째
안정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그림 Ⅲ-9] 이란인 발화 /wa/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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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1996)에서는 /wa/를 조음할 때는 /u/와 /a/를 연이어 발음하되 /u/

는 매우 짧게 발음한다고 설명한다. 3장에서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과 ‘개

체-간-검정 효과’ 표의 유의확률을 살펴봤을 때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이중모음 /wa/의 첫 번째 안정구간(0.290), 전이구

간(0.658), 두 번째 안정구간(0.082) 모두 p>0.05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다고 확인할 수 있으며,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이중모음 /wa/를

한국인과 비슷하게 발음할 수 있다.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10] 한국인 발화 /we/(ㅙ)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11] 이란인 발화 /we/(ㅙ)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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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확률에서 한국인 모어 화

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이중모음 /we/(ㅙ) 첫 번째 안정구간

(0.600), 전이구간(0.913), 두 번째 안정구간(0.676) 모두 p>.05이므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모음 /we/(ㅙ) 음성에서 세 구간

은 거의 비슷한 제2포먼트 값이 나타나서 유의확률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학습자가 발화한 발음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12]한국인 발화 /wʌ/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13] 이란인 발화 /wʌ/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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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1996)은 이중모음 /wʌ/는 반모음 /w/와 단순모음 /ʌ/의 연결체이

므로 조음시 모음 /u/와 /ʌ/를 연이어 발음하되 모음/u/를 매우 짧게 발음

한다고 설명한다. 3장에서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확률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이중모음 /wʌ/ 첫 번

째 안정구간(0.239), 전이구간(0.932), 두 번째 안정구간(0.306) 모두 p>.05이

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모음 /wʌ/ 음성에서
세 구간은 거의 비슷한 제2포먼트 값이 나타나서 유의확률 분석 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발음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14] 한국인 발화 /we/(ㅞ)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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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15] 이란인 발화 /we/(ㅞ)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이호영(1996)에서는 /we/(ㅞ)를 조음시 모음 /u/와 /e/를 연이어 발음하되

모음/u/를 매우 짧게 발음한다고 설명한다. 3장에서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

과를 보면 유의확률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

한 이중모음 /we/(ㅞ) 첫 번째 안정구간(0.939), 전이구간(0.092), 두 번째 안

정구간(0.644) 모두 p>.05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모음 /we/(ㅞ) 음성에서 세 구간은 거의 비슷한 제2포먼트 값이 나타나

서 유의확률 분석 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

으므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발음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3.3.2.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차이

다음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는 발음한 한국어

이중모음 중에서 비교·대조분석 결과 발음 차이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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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16] 한국인 발화 /jʌ/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17] 이란인 발화 /jʌ/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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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1996)에서는 이중모음 /jʌ/는 반모음 /j/와 단순모음 /a/의 연결체

이므로 조음시 모음 /i/와 /a/를 연이어 발음하되 모음/i/를 매우 짧게 발음

한다고 설명한다. 3장에서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확률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이중모음 /jʌ/ 첫 번째
안정구간(0.000), p<.05이므로 유의확률에서 제2포먼트 값에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스펙트로그램으로 확인하였다.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18] 한국인 발화 /je/(ㅖ)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19] 이란인 발화 /je/(ㅖ)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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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1996)에서는 /je/를 조음 시 모음 /i/와 /e/를 연이어 발음하되 모

음 /i/를 매우 짧게 발음한다고 설명한다. 3장에서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과

를 보면 유의확률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이중모음 /je/(ㅖ) 첫 번째 안정구간(0.030), p<.05이므로 유의확률에서 제2

포먼트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스펙트로그램

으로 확인하였다.

두 번째
안정구간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그림 Ⅲ-20] 한국인 발화 /we/(ㅚ)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21] 이란인 발화 /we/(ㅚ)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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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확률에서 한국인 모어 화

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이중모음 /we/(ㅚ) 첫 번째 안정구간

(0.025), p<.05이므로 유의확률에서 제2포먼트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스펙트로그램으로 확인하였다.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22] 한국인 발화 /jo/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23] 이란인 발화 /jo/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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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확률에서 한국인 모어 화

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이중모음 /jo/ 첫 번째 안정구간

(0.009), p<.05이므로 유의확률에서 제2포먼트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스펙트로그램으로 확인하였다.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24] 한국인 발화 /wi/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25] 이란인 발화 /wi/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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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확률에서 한국인 모어 화

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이중모음 /wi/ 첫 번째 안정구간

(0.025), p<.05이므로 유의확률에서 제2포먼트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스펙트로그램으로 확인하였다.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26] 한국인 발화 /ɰi/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27] 이란인 발화 /ɰi/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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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반모음을 매우 짧게 발음하는 반면에 이란인 한국

어 학습자들은 길게 발음하여 첫 번째 안정구간(0.006)이 통계 분석 결과

유의확률 p<.05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28] 한국인 발화 /ju/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29] 이란인 발화 /ju/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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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확률에서 한국인 모어 화

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이중모음 /ju/ 두 번째 안정구간

(0.008), p<.05이므로 유의확률에서 제2포먼트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스펙트로그램으로 확인하였다.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30] 한국인 발화 /ja/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두 번째
안정구간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그림 Ⅲ-31] 이란인 발화 /ja/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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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확률에서 한국인 모어 화

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이중모음 /ja/ 첫 번째 안정구간

(0.001), 전이구간(0.000), 두 번째 안정구간(0.002) p<.05이므로 유의확률에

서 제2포먼트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스펙트

로그램으로 확인하였다.

첫 번째
안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32] 한국인 발화 /je/(ㅒ)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첫번째안
정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구간

[그림 Ⅲ-33] 이란인 발화 /je/(ㅒ)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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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ㅒ’와 ‘ㅖ’ 모두 /je/로 발음된다. /je/는 반모음 /j/와 단순모음 /e/의 연결

체이다. 이호영(1996)에서는 /je/를 조음할 때는 모음 /i/와 /e/를 연이어 발

음하되 모음/i/를 매우 짧게 발음한다고 설명한다.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비교 및 대조분석의 결과는 <표 Ⅲ-22>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ja/와 /je/(ㅒ)의 경우에는 첫 번째 안정구간과, 전이

구간과 두 번째 안정구간 값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스펙트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장에서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확률에서 한국인 모어 화

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이중모음 /je/(ㅒ) 첫 번째 안정구간

(0.021), 전이구간(0.001), 두 번째 안정구간(0.000) p<.05이므로 유의확률에

서 제2포먼트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스펙트

로그램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jʌ/, /je/, /we/, /jo/, /wi/, /ɰi/는 첫 번째 안정구간 값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ju/의 경우는 두 번째 안정구간 값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스펙트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wa/, /we/(ㅙ), /wʌ/, /we/(ㅞ)의 이중모음의 경우에는 발음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을 전 구간에 걸쳐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를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할 때 나타나는 유사점과 유의미한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Ⅳ에서는 Ⅲ장에 나타난 오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이중모음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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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설계

1.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목표

외국인과 함께 처음 인사나 어떠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면 가장 빠른 평

가는 그 외국인의 한국어 의사소통이다. 즉, 그 외국인과 함께 말을 주고받

을 때 발음이 좋으면 놀랄 정도로 한국인의 관심 및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발음이 좋지 않으면 다른 능력이 뛰어나도 외국어를 못 한다

고 첫인상을 보여주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음은 다른 언어적 부분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발음 제대로 하지 못하

면 읽기와 말하기, 쓰기와 듣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거의 대부분에 한국어 발음 교육이 초급 단계에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 고급 단계에서 발음 교육이 제대로 일러주지 않으

면 발음이 화석화 되어버리고 그 순간부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학습자가

한국어의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원하는 정확은 의미 및 핵심을 전달하지 못하면서 듣는 사람 입

장에서도 결국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제2 외국어를 배운 학습자들이 새로운 언어를 학습할 때는 그들의 모국

어와 목표 언어 간에 존재하는 발음 차이로 인하여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

이 있다.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가 처한 학습 상황

과 학습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하나의 고정된 목표를 설정하

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어 발음의 특징 그리고 원리가 무엇인

지, 또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진호(2014)는 표준어에 있어 정확한 발음을 규정하여 놓은 어문 규범을

표준 발음법이라 한다. 독립적인 규칙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닌 1부와

2부로 되어진 표준어의 규정 2부가 되며, 1988년 공포되어진 표준어 규정을



- 96 -

처음 포함하였다. 또한, 이진호(2012)에 따르면, 표준 발음 자체에 대한 세

밀한 연구를 하고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을 비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마음속에 둔다. 표준 발음과 연결된 다양한 어문 규범의 내용을 정

돈하여 모은 후 각 조항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언어학 측면에서 분석하

여 이 경로에서 하나하나 조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더불어 논의한다.

한편, 언어 규범은 언어 현실을 있는 사실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늘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범과 현실 사이에 어긋남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발음

의 경우 규범과 현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따져

서 여기에 대한 세세한 설명과 해석을 추가하여 현재 생성되고 있는 새로

운 발음 변화에 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의사소통이라면, 발음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

서 정확성과 유창성은 발음 향상을 위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는데, 브라운

(Brown, 2007)은 정확성이 부족한 유창성은 이해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다고 하였다. 따라서 발음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 전문직에 일하는 사람이나 대학교에

서 강의하는 사람, 방송이나 외교관과 같은 사람들은 원어민 수준의 정확한

발음을 습득하는 데 그 목표를 정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의

사소통을 위해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시 교수법에서 언급하듯

이 상호 이해 가능한 정도의 발음 습득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발

음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허용·김선정(2006: 97)에 따른 발음

교육의 최소한 목표를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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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김선정

(2006)의

일반적 발음

교육 정의

1. 명료하게 표현하기 (functional intelligibly)

2. 의사소통 가능성에 중점 두기

(functional communicability)

3. 자신감을 갖기 (increased self-confidence)

4. 스스로 발음하고 교정하기 (self-monitoring)

① 명료하게 표현한다(functional intelligibility)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

는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알아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발음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즉, 서로 의사소통이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② 의사소통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functional communicability)

학습자가 의사소통에 능력에 대한 자신감 및 감각을 가지고 듣는 사람에

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능력

습득을 목표로 한다.

③ 자신감을 갖는다(increased self-confidence)

학습자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아의 모습을 심어주

기 위해 목표어의 구어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스스로 발음을 확인하고 교정한다(self-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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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자기 자신의 발음을 돌아보며 오류 같은 부분을 스

스로 수정할 수 있는 능력과 전략을 개발시키도록 한다.

즉 이란인을 위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의 내용을 설정할 때 정확

성과 유창성을 모두 고려해야 할 요소와 교육목표를 위한 실현 방안을 세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의사소통할 때 학습자의 발음으로 인해 한국인과 의사소통에 있어

서 장애가 없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한국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

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 분야에

서 장애를 주는 발음 요소는 실제 학습자의 언어능력 보다 평가절하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인해 학습자의 동기를 낮게 만들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언어 습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게 마련이다. 즉

언어 분야에서는 일차적인 목적은 원활한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 바탕으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반

드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습득해야 한다. 따라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들에게 나타난 오류들을 살펴봤을 때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한

국어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정확한 습득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둘째, 정확한 발음 습득으로 인해 학습자가 편안하게 자신감 있는 한국어

를 구사하도록 한다.

셋째, 자기 주도적인 능력으로 발음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스스로 발음

진단 능력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란

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 교육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2.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내용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내용을 모색하

기 위해서는 먼저 Ⅲ장에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란인 한국어 학

습자들에게 나타나는 오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한국어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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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에 대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난이도에 따라 교육 내용도 살펴보도

록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내용과 이란인 한국어 학

습자의 난이도를 선정하고자 한다.

2.1.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내용 선정

이진호(2012)에 의하면 표준 발음은 현실에 존재하는 발음을 바탕으로 정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발음과 차이를 보인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발음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차이가 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표준 발음이란 발음의 여

러 변이형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이미 표준 발음을 정할 당시에도 현실 발음

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같을 수는 없

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현실 발음을

중심으로 교수 학습 방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허용·김선정(2006)에서는 한국어 이중모음 유의할 점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첫째는 /ㅘ, ㅙ/와 같이 글자가 /ㅗ/로 시작하는 것도 첫소리의 발

음은 /ㅜ/로 시작한다고 하였고 두 번째 유의할 점은 이중모음이 두 소리의

합이지만, 첫소리가 뒤 소리에 비해 길이 면에서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이

다. 즉, 첫소리를 짧게, 뒤 소리를 길게 발음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

다.

활음(ㅣ/ㅜ/ㅡ) 다른 모음

[그림 Ⅳ-1] 이중모음에서의 두 소리의 길이(허용·김선정, 2006: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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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발음 방법은 앞서 Ⅱ장의 이론적 배

경에서 밝혔듯이 이란어의 이중모음의 체계와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두 개가 존재하는 이란어의 이중모음은 /ei/, /ou/ 같이 단모음과 단모음

의 결합만 있다. /ei/ 이중모음의 예를 들어보면 /jeik/(하나), /ʃeitan/(악마)
그리고 /ou/의 경우에는 /ʃouhar/(남편), /rouʃan/(밝은)이 있다.
이와 함께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반드시 학습자가 습득해야 할 발음에 대한 특수성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

아보고 교육내용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중발음 교육 내용을 선정한

원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 번째 한국어와 이란어의 이중모음 발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학습자

가 인지할 수 있도록 오류의 빈도에 따른 발음을 대조하면서 설명해 주는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더불어 인지된 정확한 발음 원리를 학습하는 데 도움

이 되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한국어 발음 원리를 전달하는 인지적인 내

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한국인 화자와 이란인 화자 간 비교 대조분석 결과에서 한국어

이중모음 /ja/, /je(ㅖ), /jʌ/, /we/(ㅚ), /jo/, /wi/, /ɰi/ 등 8개는 유의한 차이

(유의확률 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발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에는 없거나 발음 방식에 큰 차

이가 나타나는 만큼 개별 발음에 대하여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이 마련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올바른 발음이 습관화 되는데 효과적인 연습과

반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내용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교육내용의 원리를 따라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난이도

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2.2.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난이도 선정

Ⅲ장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와 발

음 습득순서에 따라 난이도의 수준은 정할 수 있다. 발음 오류의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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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대치’<‘장음화’<‘대치+탈락’과 ‘탈락+장음화’의 순서로 조사되었으며,

이소영(2009)의 이란어 화자의 한국어 발음 습득 패턴 연구에서 이란인 학

습자가 한국어 이중모음 습득 시 이중모음 내에서는 상향모음이 후행하는

형태를 먼저 습득하고 그 후에 하향 모음이 후행하는 형태를 습득하는 순

서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난이도

의 수준을 발음 오류가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선정하고자 한다.

❶ ‘두 유형이 같이 일어나는’ 유형

두 유형이 같이 일어나는 오류는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

다. 첫째는 ‘대치+탈락’이고(4회), 둘째는 ‘탈락+장음화’인 경우이다(19회).

<표 Ⅲ-18>에서 본 것과 같이 /wi/에 경우에는 [u]로 발음한다. 즉 단모음

을 대치하고 반모음을 탈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wʌ/의 경우에 [a]로 발음

한다. 즉, 단모음을 대치하고 반모음을 탈락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ɰi/
에서는 [ɯ]로 반모음을 대치하고 단모음을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다.

다른 유형의 오류는 ‘탈락+장음화’의 경우이다. ‘탈락+장음화’의 경우에는

반모음을 탈락시키고, 단모음을 늘려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je/(ㅒ)를 [e:]로 발음하는 것은 반모음을 탈락시키고. 단모음을 장음화하는

것이다. 또한, /we/(ㅞ)에서는 [e:]로 반모음을 탈락시키고, 단모음을 장음화

하는 경우다. 따라서 짧은 학습 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

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❷ ‘장음화’ 유형

‘장음화’ 오류는 위에서 단모음을 길게 발음하여 음절을 늘려 발음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장음화’ 오류는 총 129회의 오류 수 중 탈락과 더불어 12

회를 기록하여 다른 유형에 비해 많지 않은 오류 유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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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음화’ 오류의 경우 두드러진 오류 수를 기록한 이중모음은 /we/(ㅚ)

를 [we:]로 발음하거나(10회), 와 /wi/를 [wi:]로 발음하는 경우였다(1회).

‘장음화’ 오류는 다른 오류와 달리 의사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란어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단어를 과도하게 길게 발음할 때,

의사소통에 지장은 없으나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가

있다.

❸ ‘대치’ 유형

‘대치’ 오류는 목표 음소 대신 다른 음소로 바꾸어 발음하는 경우의 오류

를 가리킨다. 조사 결과 총 129번의 오류 중 32번의 오류가 바로 대치의 오

류임이 드러났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ㅚ’와 ‘ㅙ’ 그리고 ‘ㅞ’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것

으로 여겨진다. 이중모음 /we/(ㅚ)를 [e]로 대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앞

에서 언급한 것처럼 ‘ㅚ’와 ‘ㅙ’, ‘ㅞ’를 다른 발음이라고 인식하고 발음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중모음 /wi/를 [ui]로 대치하는 경우는 오

류 수가(10회), 그리고 마지막은 한국어 이중모음 /ɰi/를 [ɯi]로 대치하는

경우는 오류 수가(5회) 나타났다. 이러한 개별 오류가 계속될 경우 학습자

의 머릿속에 인지되어 습관화되면 고치기 어렵기에 정확한 발음 교육 방안

을 제안하는 바이다.

❹ ‘탈락’ 유형

‘탈락’ 오류는 목표 음소를 탈락시키고 발음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오류 수 129개 중 52개로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이

탈락 오류다. ‘탈락’ 오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중모음 /ɰi/의 ‘탈락’ 오류다. 이중모음 /ɰi/를 모음 /i/로 발음하는 경우

는 그 오류 수도 많고(22회), 현저히 다른 발음으로 바뀌는 경향이 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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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이

중모음의 발음을 교육할 때에는 이중모음 /ɰi/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

록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 즉, 학습자에 대한 교

육은 글자를 인식하고 해당 발음을 정확하게 발화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

이다.

3.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방안

‘지식 정보의 시대’, ‘디지털의 시대’, ‘인터넷의 시대’ 등등 현대를 지칭하

는 용어들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을 점점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시대에 정보통신기술, 즉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를 활용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정보화 종합 계획의 실

천을 통해 기준의 개별 교과로만 다루어지던 컴퓨터 교육이 모든 언어 분

야에서의 활용을 주목받고 있다. 교사는 교수 학습에 있어 다양한 첨단 매

체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공영을 보여주거나 스라이드, , 사진, 스펙트로그

램 등을 활용하는 여러 방법의 수업 전개를 통해서 학습자들의 배발화 · 개

성화를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효과적인 L2 발음 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수 및 학습 방안들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돋보이는 효과적 방안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페닌톤과 리차드스(Pennington & Richards, 1986). 중요한 것은 교사는 학

습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이라 판단되

는 방법을 찾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 발음교육의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유창성

(fluency)을 강조하며 분절적 요소(segmental features)와 더불어 초분절적

인 요소(prosodic features)에 대한 관심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더불어 운율(rhythm)과 억양(accent)에 대해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데, 이런 추세에 따라 영어 발음 교육에서도 Praat와 같은 음향음성학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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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한 교육방안에 관심을 보인다(김선정, 2013). 음성학을 활용한 영어

발음 교육은 초 분절적 요소를 넘어 분절적 요소를 교육할 때도 높은 교육

적 가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 활용가치가 높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에 관한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닝(E-Learning), 모바일 학습

(M-Learning), 게임 학습(G-Learning)과 같은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활용

한 기존과 다른 학습 형태가 바로 그것이다(정명기, 2015). 멀티미디어를 활

용한 발음 교육은 교실에서 학습자가 원어민 교사의 발음 따라 하는 것만

을 넘어서, 스스로 원하는 교육방식을 찾아 학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교육방식의 변화로 청각에 의존했던 영어 발음 교육을 시각화하는

것에 교육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람바커, 마르텐스, 카케히, 마라싱헤,

몰홀트(Lambacher, Martens, Kakehi, Marasinghe, Molholt, 2005)는 발음

교육에서 청각적, 시각적 피드백을 결합한 교육 방법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

져 온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하여 학

습자들은 실시간으로 유용한 음성학적 학습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교사들은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어 학습에서도 소리의 시각화를 통한 발음교육에 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발음교육과 관련된 멀티미디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CD나 DVD를 통한 방법 또

한 나타나고 있다(김은애·민유미, 2014). 한국어 교육을 위한 웹사이트, 교재

등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고 모바일 학습에

서 더 나아가 유비쿼터스 학습도 시도되는 등 더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

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모든 학습자가 요즘 자신의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매우 쉽고 효과적

으로 발음 연습, 문법, 억양, 음소별, 수록어휘, 용례 찾기, 어문 교정 보기,

한국어 기초사전, 모음, 자음, 음소 변동 비슷한 발음 비교 등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국어 온라인 상담까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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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립국어원에서 2003년에 선보여 지금까지 세계 약 40여 개국에 대략

3만개 이상 무료로 배포된 ‘바른 말소리’는 외국인이 한국어의 발음을 스스

로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멀티미디어 CD이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http://www.korean.go.kr/hangeul/cpron/main.htm)에서 연습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인터넷에서 학습할 수 있다. 아래 있는 [그림 Ⅳ-2]에서 본

것 같이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습하며 본인의 발음을 확인

및 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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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바른소리 발음 교수 방안

[그림 Ⅳ-2] 국립국어원 바른소리

‘바른소리’는 멀티미디어의 장점을 살려서 화면 오른쪽 위에 성우의 입 모

양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 직접 대면할 수 없

는 해외 살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재학 중인 이란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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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학습자들에게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러닝(E-Learning)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성우의 음성 파형과 비교하여 목표음

에 가까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가시적인 학습 정보를 쉽게 제공한다. 따라

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이중모음도 <그림 Ⅳ

-2>에서 본과 같이 ‘모음‘(Vowels)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화면에는 ’음소별

로 익히기‘(Learning by Phonemes)가 있어서 각 모음을 클릭하면 개별 모

음 28개를 익힐 수 있다. 위에 있는 부분 ’비슷한 모음 비교‘ (Comparing

Similar Vowels)가 있어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비슷하게 인지할 수

있는 모음이나 이중모음을 서로 비교하고 스스로 어떤 차이를 알 수 있다.

또한, 입 모양과 녹음 기능이 되어있어서 한국인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녹

화를 비교할 수 있다.

모바일 학습(M-Learning) 분야에서 2018년부터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서 ’SNU LEI 한글‘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있는데 역시 누구나 무료로 다

운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휴대전화를 자음, 모음, 이중모음 발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3]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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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앱에서는 한국어를 영어, 중국어 및 일본어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도 영어 매뉴얼을 선택해서 스스로 자기 발음을 녹음하고,

입 모양을 보여주는 기능으로 따라 발음을 훈련할 수 있다. 쓰는 순서에 따

라 글씨를 따라 써 볼 수도 있는 기능과 더불어 게임과 같이 반복과 연습

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본 앱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 이란인 한국어 학습

자들에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향후 이란어 버전도 기대하

는 바이다. 따라서 더 효과적인 교육 방안으로 시각화를 활용하여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을 제안하려고 한다. 따라서, Praat 프로그

램을 활용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방안과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이중

모음 발음 교육 방안을 구안하였다.

3.1. 소리의 시각화 기술

3.1.1. Praat를 활용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방안

Ⅲ장에서 학습자가 정확한 발음을 습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

습자 발음 오류를 한국인 모어 화자 발음과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발음을

비교하여 Praat 스펙트럼을 알아보았다.

Praat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중모음 발음에서

다른 방식으로의 발음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에 발음 교육을 할 때 활용하고 있는 Praat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의 발음과 한국인 모어 화자 발음을 비교하면서 그 형태를 살피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교육 방법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김선정, 2013).

프라트는 암스테르담 대학 Paul Boersma와 David Weenink등의 학자들

이 만든 음성 분석과 변형 프로그램으로 현재 외국어 학습자의 발음을 체

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인

터넷 홈페이지(http://www.fon.hum.uva.nl/praat/download_win.html)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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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녹음한 음성자료는 각 연구 프로젝트별로

쉽게 보관할 수 있으며, 확장자는 파일 종류에 따라 .aifc 또는 .wav 등으로

지정한다. 확장자 앞에 들어가는 파일 이름은 남녀 화자에 따라 m(남), f

(여) 등의 표기를 한다(양병곤, 2000).

뿐만 아니라, Praat은 전문가에 의여 일반 사람에게도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사용 가능하며 측정 결과를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때나 교실에서 사용 가능하다.

학습자들은 Praat에게 음성을 녹음하고 화면상에 나타나는 음성 파형과 스

펙트럼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럴 때 한국인 모어 화자 이중모음 발

음 스펙트럼을 같이 제시하여 학습자의 발음과 비교하며 대조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는 자기 스스로 발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수

정 가능하다.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오류 중 많은

오류가 나타난 이중모음 발음이 한국인과 이란인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것으로써 인지적 가르침도 중요하겠지만 학습자가 스스로 발음 수정을

하는데 있어 Praat 활용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예상된다. 다음은 이중모

음 파열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스펙트럼과 한국인

모어 화자의 스펙트럼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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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이란인 학습자의 발음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한국인 모어 화자의 발음

[그림 Ⅳ-4] Praat을 활용한 이중모음 발음 비교· 대조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 소리 파형과 스펙트럼의 거의 일정하게 나타난

다. 차이점이라면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 마지막 부분에서는 스펙트럼 색

은 연하고 음성의 파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경

우에는 스펙트럼의 색이 차츰 연해지고 음성 파형은 줄어가다가 또다시 스

펙트럼의 색이 진해지며 음성의 파형 진폭이 보다 넓어지는 부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목표 발음인 한국어 이중모음을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그리고 난 후

에 Ⅲ장에서 오류가 높은 단어들 예를 들어 얘기, 야단과 같은 단어들을 제

시하여 정확한 한국어 발음들을 들려준다. 그리고 난 후에 학습자는 따라한

다.

Praat를 이용하여 소리의 시각화를 접하기 전에 학습자에게 한국어 이중

모음 발음에 대한 인지적 정보를 제공한다. 학습자가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알려주어 학습자들의 주의를 집중하도록 한다. 다음으

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의 특징적인 지식을 설명한다. 이란어의 음절 말과

의 비교하고 대조하여 두 발음 간 차이를 인식하도록 한다. 한국어의 이중

모음과 이란어가 발음이 다르다는 것은 IPA로 제시할 수 있다.

인지적 학습 후 Praat을 사용하여 학습자들에게 행동적인 학습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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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raat에 대해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에게 Praat의 기본적 사용방법을 설

명한다. 본인이 발음을 녹음한 후 파형과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볼 수 있음

을 간단하게 알린다. 사용방법을 인식한 학습자들은 자기 스스로 발음을 녹

음 한 후 시각화 한다. 이럴 때 교사에 의해 제공되는 이중모음 오류를 보

일 수 있는 단어들을 녹음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은 본인 스스로의 음성 파

형과 스펙트럼을 관찰하게 되며 다른 학습자들의 음성 또한, 비교할 수 있

다. 다음 교사는 한국인 모어 화자 음성을 Praat으로 분석한 후 파형과 스

펙트럼을 학습자에게 보여준 다음 학습자들 본인의 것과 비교하고 대조해

보도록 한다. 학습자들은 Praat의 파형의 모양과 스펙트럼 색깔들을 시각적

으로 관찰하면서 한국인 모어 화자 발음과 본인 발음의 차이를 인지하고

발견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Praat을 보며 화자 발음과 비슷하게 소리 낼 수 있도록 스스

로 발음을 수정하려 하게 된다. 본인의 발음을 한국인 모어 화자 발음과 비

슷하게 만들어 내게 되면 예전에 발음했던 것들과 지금 발음하고 있는 것

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인지하고 그 발음 방법들을 이

끌어 내게 된다. 이미 인지적인 학습 방법을 통해 파열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식들은 알고 있게 되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발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

른다. Praat의 시각적인 자료들을 이용하여 스스로 지속적으로 발음을 고쳐

나가는 고정들을 거치면서 발음들의 원리를 도출해 나가게 된다. 원리들을

도출해 가게 되면 다른 자음들의 종성발음에도 불파를 해서 발음해 나가야

함을 적용 가능하게 된다.

Praat를 활용한 한국어 이중모음 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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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단계

교육 과정 예시 (무성음 종성 파열의 오류)

목표
발음의

제시

한국인과 이란 한국어 학습자의 음향·음성학적으로 차
이가 나는 음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확한 발음을 들려준다.

<표 Ⅳ-1> Prrat를 활용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과정

주의 집중
및 인지적

학습

이란인 초급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이중모음 중 오류가
높은 발음을 알려주고 주의를 집중 시킨다.
한국어와 이란어의 이중모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
명하도록 한다.
한국어 이중모음 j계, w계 이중모음, Ɯ계 이중모음 분

류에 따라 인지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Praat를

통한

행동적
학습

Praat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본인의 음성을 시각화하기 위해 학습자가 Praat를 통

해 음성을 발음하고 나서 본인의 음성을 시각화한다.
이미 녹음된 한국인 모어 화자의 음성 파일을 Praat를

시각화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는 본인의 발음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음이 Praat를 통해서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 비교·대조하도록 한다.

원리 도출
및 활용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의 발음을 Praat를 통해서 발음

하고나서 듣는다. 유사한 Praat 스펙트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동시에 연습을 시킨다.
학습자에게 인지적 학습과 Praat를 인해 행동적 학습을

통해 한국어 이중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가르쳐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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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웹 기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발음 교육 방안

멀티미디어(multimedia)란 문자나 그래픽, 사진, 영상, 소리, 음악, 애니메

이션 등의 여러 가지 유형의 미디어들을 단일 컴퓨터 응용으로 통합한 것

을 말한다(최수영, 2003). 현재 멀티미디어는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이

해를 돕는 것은 물론 학습에 흥미를 붙이는 역할을 하는 효율적인 교육 자

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의 상호작용적(interactive) 특성은 일

방적인 교사중심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였으

며, 학습자가 다양한 유형의 학습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외국어 교육에서 많이 사용하는 멀티미디어는 교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CD-ROM을 이용한 사운드나 동영상 등이라 할 수 있다.

발음 교육에서도 멀티미디어는 시청각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으므

로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발음에 대한 조음 점이나 조음 위치 등과 같은 것

들을 시각화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영어 교육에서는 일찍이

발음 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오윤영(2010)

에 따르면 영어교육에서 발음 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에는 Ellis,

Tell Me More, Dr. Speaking, Talk to Me 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학습자가 스스로 본인의 학습량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학습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원어민

의 발음과 억양을 눈으로 보면서 연습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

하여 들으며 원어민의 발음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학습

자가 정확한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최근 웹을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들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러

닝(e-Learning), 모바일 학습(m-Learning) 등 기존의 학습과 다른 형태의

학습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첸 & 흐수(Chen & Hsu, 2008)에 따르면 모

바일 학습은 1차적으로 편재성(ubiquity), 접근성(reachability), 보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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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편리성(convenience)이 있고, 2차적으로는 위치성(localization),

즉시연결성(instant connectivity), 개인화(personalization)를 특징으로 들었

다. 따라서 웹 기반의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활용한 발음 교육 방안을 개발

하는 것은 PC. Notebook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쉽고 편리하

게 발음을 습득하는데 효율적이다.

Ⅲ장에서 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모든

초급 학습자들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웠지만, 독학으로 한국어 발음

을 습득한 소수의 학습자들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한국어 발음을 습

득한 학습자들은 웹 사이트나 유투브(Youtube)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

이션으로 학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실에서 교사에게서만 지식과 정보를

제공 받았던 기존 학습 방법과 달리 현재는 많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

자료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찾아내는 데 익숙해져 있다. 특히 이란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폰 SNS를 통해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그러나 독학을 한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정확한 발음에 대해

서는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습득에 한계가 있다

고 답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아직까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웹

기반 멀티미디어의 개발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웹 기반 멀티미디어에 대한 자료가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

이다.

웹 기반의 멀티미디어의 장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즉각성

과 두 번째는 상호작용성이다. 즉각성과 상호작용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 교육을 구성할 수 있다. 학습자 스

스로 한국어와 이란어의 음절 말 이중모음의 발음을 비교하여 발음하는 동

영상을 제작한 후 유튜브에 공유하여 다른 동료학습자와 교사로부터 즉각

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요즘 이란에서 인기 있는 인스타그램 및 텔레그램

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 동영상 제작과 피드백

은 유투브에서 [그림 Ⅳ-5]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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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제작 및 게재 코멘트 및 피드백

[그림 Ⅳ-5] Youtube에 제작된 동영상의 제작 및 활용

유투브 뿐만 아니리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도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음, 어휘, 문법 교육이 일어나고 있다. [그림 Ⅳ-6]은

개인 레슨은 원하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모어 강사나 이란어 모어 강사를

선택해서 한국어를 더 깊이 배울 수 있다. 기존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전

적인 교사의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웹 기반의 장점으로 들 수있는 즉

각성과 상호작용성을 활용하여 발음 방법이나 규칙의 원리를 이끌어 낼 수

있겠다. 더욱이 웹의 특성상 피드백을 통하여 서로의 발음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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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Ⅳ-6] 개인 학원에 제시된 개인 레슨 강의

유투브 제작을 활용한 이란인을 위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방안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그룹을 만들어 교실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학습

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서로의 의견을 댓글로 적을 수도 있고 다양한 피

드백 역시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그림 Ⅳ-7] 웹 기반 멀티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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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단계 교육 과정 예시(/ㅑ/, /ㅒ/)의 발음오류)

목표 발음의 제시
이중모음 단어와 문장을 제시한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확한 발음을 들려준다.

Youtube 제작 및

게재

Youtube 제작을 위해 팀별로 구성한다.

(/ㅑ/, /ㅒ/)발음이 들어간 단어와 문장을 읽고 녹

음한다.

동영상을 Youtube에 게재한다.

교사 및 동료

피드백

(웹상 활동)

동영상을 보고 한국어 (/ㅑ/, /ㅒ/) 발음의 오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댓글에 작성한다.

다른 팀의 동영상을 보고 난 후 정확한 (/ㅑ/, /ㅒ

/ )발음의 방안에 대해 학습자들끼리 토론한다.

교사와 한국인이나 동류들의 의견을 듣고 (/ㅑ/,

/ㅒ/) 발음 노하우를 정리한다.

원리 도출 및

활용

(교실 활동)

팀 별로 원리를 귀납하여 발표한다.

모든 학습자들이 토론하여 (/ㅑ/, /ㅒ/) 발음의 원

칙을 정리하도록 하다.

[그림 Ⅳ-7] 웹 기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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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중모음/ㅑ/, /ㅒ/ 발음을 제시한 다음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확한

발음을 들려준다. 학습자들은 정확한 발음을 듣고 따라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투브 제작을 위해 교실 안에서 팀을 만들고자 한다. 유투브

제작은 초급 학습자들의 경우 어려울 수 있어서 그룹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가 만들어준 /ㅑ/, /ㅒ/ 오류가 제일 많은 이중모음 문장과

단어를 발음하고 나서 녹음한다. 교사가 학습자들의 입 모양이 정확하게 나

올 수 있도록 지도하며 촬영한다.

동영상이 완성되고 난 후에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보고 난 후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에 적도록 지도하도록 한다. 이 방

법은 두 가지 면에 효과적일 수 있다. 첫째는, 교실 외에도 장소와 시간에

상관 없이 학습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같은 동료가

없어도 다른 한국인이 동영상을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실 외에도 다른 장소 및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학습자들이 많

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모어 화자와 함께 의사소통

기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학습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팀별로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ㅑ/, /ㅒ/ 발음의 오류를 밝히며 발음한 원리와 노하우를 토론 및

발표한다. 이러한 과정이 학습자의 연습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동료

및 교사와 함께 더 많은 의사소통이 일어날 것이다.

3.2. 한국어 이중모음 교수·학습 실제

3.2.1. ‘PPP'모형의 활용

지금까지 다양한 이중모음 발음을 위한 교육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

으며, 이에 따른 교수·학습의 실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수업 시 고려될 것은 수업 모형에 관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이

중모음 발음 교육 순서에 대하여 외국어 교육에서 사용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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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presentation), ‘연습’(practice)과 ‘생성’(production)단계로 이루어진 ‘PPP’

모형을 활용하여 이란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지도안의

절차를 통해 설계해보고자 한다. 앞서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오류 양상의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정확한 발음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인지시켜주

어야 할 사전 과정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발음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교사

가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대상 ‘무엇을’ 그리고 학습의 이유 ‘왜’ 에 대한 분

명한 인식을 심어주는 제시 단계로 시작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한국인 모어

화자의 발음을 듣고 따라 하면서 반복하고 연습할 수 있는 생성 단계가 있

어야 한다. ‘PPP’모형은 한국어 교육학 사전(2014)에 따라 언어 학습을 일종

의 습관 형성으로 보고 제시-연습-활용의 단계에 따라 교수 학습을 진행하

는 수업 모형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야쇼다(Yashudha, 2018)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연구의 ‘PPP’모형을 참조하여 수업의 형식은 도입 - 제시 - 연습 - 사용 -

마무리 단계로 이루어진다. 총 2차시로 구성된 수업은 1차시는 55분으로 이

루어져 있다.

3.2.2. ‘PPP'모형의 활용의 실제

① 도입 단계

학습 목표를 도입하고 소개하는 단계로 한국어의 이중모음 발음 습득 학

습의 경우 교사가 기본적인 이중모음의 체계를 전달하기 전에 먼저 단모음

부터 인지하도록 설명해 주는 등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

하고자 하는 인지 훈련은 정확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이라는 수업 목표에

따라 매 수업 때마다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학습자 난이도 선정의 원리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류 분석 결과의 수치가 높은 발음일수록 도입 부분

의 인지 훈련이 더욱 요구된다. 홍진혁(2018)의 라오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

국어 발음 교육 연구에서 지각훈련의 교수 모형을 보면 한국인 남, 여 화자

의 발음으로 두 번씩 연속해서 들려주며, 동시에 문자로도 제시해주면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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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인 이미지가 학습자의 음성 인식 체계 안에 함께 인지되도록 하였다.

지각훈련의 교수 모형은 [그림 Ⅳ-8]과 같다.

[그림 Ⅳ-8] 지각훈련의 교수 모형(홍진혁, 2018)

이에 한국어 발음교육에 ‘형태초점 접근법’의 교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방법을 제언하였다(양순임, 2014). 이는 음운규칙에 있어서 실제 발

화하는데 학습자 스스로가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음운 규칙의 내재

화와 발음 습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형태초점 접근법’이 오류발음의 화석

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수정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제시 단계

학습 목표가 되는 발음 항목을 들려주고 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발음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단계이다. 특히 학습자에게 다양한 시청각적 자료를 통

하여 제시할 때 더욱 효과적인 발음 습득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 앞서

웹 기반 멀티미디어 활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손쉽게 어디서나 익힐 수

있는 영상 ‘유튜브’나 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중모음을 배우는 순서는 /ｊ/ 계열 이중모음, /w/ 계열 이중모음, /ɰ/
계열 이중모음 순으로 가르친다. 이를 위해 사진, 거울, 도표, 그림 등 시각

적 보조 자료를 사용 또는 음성 설비37)를 이용하여 학습자들에게 정확한

발음의 혀의 위치, 혀의 높이, 입술 모양38)을 가르친다.

37) 웹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해서 한국인 모어 화자의 이중모음 발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 121 -

교사가 제시하는 입모양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중모음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를 학습자들에게 가르치고 반복 연습을 하는 형태로 [그림 Ⅳ-9]와

같이 한국어 이중모음 /ㅒ/ 발음의 입모양 사진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림 Ⅳ-9] 한국어 이중모음 /ㅒ/발음의 입모양

③ 연습단계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를 다루기 위해 반복 연습을 하는 단계는 연습 단

계이다. 발음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이고 단순한 발음 교수·학습

방법으로 ‘듣고 따라하기’가 있다. 그리고 ‘듣고 받아쓰기’ 그리고 ‘듣고 재구

성하기(Dictoglos)'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9)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은 국내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발음 전용

으로 개발된 교재에 따른 준비 활동과 연습 활동은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습득에 효과적인 학습 기회가 될 것이다.

교사는 한국어의 이중모음이 첫소리에 따라 j-계 이중모음, w-계 이중모

음, ɰ-계 이중모음 세 가지 종류의 이중모음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어 이중모음을 따로 가르칠 수 있다. 먼저 학습자에게 단어

를 들려주고,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39)

38) 본 연구에서 데이빗 레자 (2019)는 한국인 모어 화자의 발음을 입술 사진으로 
자료화 함.

39) <연습 활동 예시>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중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난 j계열 
이중모음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것이며, 오류 비율이 미미하게 나타난 이중모음 경
우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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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이중모음을 연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

습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 이중모음 글자도 익힐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글자를 보고 발음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활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단모음과 달리 발음할

40) 야쇼다(Yashudha, 2018)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4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9)에 들어 있는 설명을 모국어로 가르친다.

야구 유리 요리 예약 얘기

<연습 활동 예시>

ｊ- 계 한국어 이중모음 단계

ｊ- 계 이중모음을 제시하기40)

야, 여, 요, 유, 예, 얘

- 발음 원리 설명하기

야 = [이]+[아]→[야]

* ‘야’는 [이아]를 끊지않고 연이어서 빨리 발음한다. 이때

[이]는 짧고 약하게 [아]에 붙는다.41)

여 = [이] + [어]→[여]

요 = [이] + [오]→[요]

유 = [이] + [우]→[유]

얘 = [이] + [애]→[얘]

예 = [이] + [에]→[예]

* ‘여, 요, 유, 얘, 예’ 도 같은 방법으로 발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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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입의 모양이 바뀐다. 이는 입 모양 예시 [그림 Ⅳ-10]과 [그림 Ⅳ-11]을

제시하면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입 모양의 변화를 보여줘도 효과

적이다. 즉, 학습자들이 입 모양의 사진을 보면서 더 쉽게 발음할 수 있다.

Ⅲ장에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 습득 양상을 확인하기 위

해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ㅖ’, ‘ㅒ’ 음성 분석한 결과

를 보여주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ｊ-계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원리를 인지한 후 학습자에게 정확한 발음

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습과 사

진을 제시한다. 이때 한국어 이중모음 뿐만 아니라 이중모음이 들어있는 단

어를 함께 연습할 수도 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에서 발췌하

여 실제 수업의 예시로 적용하였다.

ㅑ ㅕ ㅛ ㅠ

끝 끝 끝 끝

처음

[그림 Ⅳ-10] 한국어 ｊ-계의 이중모음 비교도

다음으로 Ⅲ장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간 발음

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Ⅲ장에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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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음 습득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 모어 화자통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ㅖ, ㅒ’ 음성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시

키도록 한다. Ⅲ장에 통계 분석 결과 ‘ㅒ’ 발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서 한국인 모어 화자의 발음을 들려주면서 [그림 Ⅳ-11]과 같이 제시한다.

ㅒ ㅖ

처음

[그림 Ⅳ-11] 입 모양 제시 그림의 예

<준비 연습 활동 1> 다음은 [야, 여, 요, 유, 얘, 예] 발음을 위한 준비 연

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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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연습 활동 2> 다음은 소리가 비슷한 단어를 구별하는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준비 연습 활동 1>는 ｊ-계 이중모음과 이중모음이 들어있는 단어를

함께 습득할 수 있는 활동이다. <준비 연습 활동 1>에서 ｊ-계 이중모음을

연습하고 <준비 연습 활동 2>에서 ｊ-계 이중모음이 들어있는 단어를 함

께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연습 활동 단계에서 많은 연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아울

러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에게 ｊ-계 이중모음에 대한 주의를 더욱 기

울일 수 있다.

<연습 활동 1> 다음은 [야]가 들어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① 야 야 야 여 여 여

요 요 요 유 유 유

예 예 예

② 야 여 요 유 예 여 야 유 얘 요

요 예 여 유 야 유 요 예 야 여

예 유 야 여 요

① 굴 귤

② 벌 별

③ 거울 겨울

④ 후일 휴일

⑤ 모사 묘사

⑥ 대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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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발음은 다른 이중모음보다 발음하기 쉬우나 j-계 이중모음을 연습할

때 ‘야’부터 연습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단어를 제

시하면서 ‘야’ 발음을 습득할 수 있다.

<연습 활동 2> 다음은 [여]가 들어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연습 활동 3> 다음은 [요]가 들어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연습 활동 3>과 <연습 활동 4>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연습시킬

수 있다. ‘여’와 ‘요’ 발음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

① 야구 이야기 약 양말

② 왜냐하면 그냥 성냥 수량

③ 달걀 샤워 샴푸

④ 향수 고향

⑤ 뺨

① 여보세요 보여요 하여튼 연습 영화

② 다녀요 저녁 기다려 어려워 며칠

③ 겨우 구경 병원 모셔요 새벽

④ 겨요 시켜요 편지 송편 현금 형

⑤ 베껴요 아껴요 뼈

① 요리 요일 요즘 필요 내용 신용카드

② 아뇨 음료수 무료 재료 치료 묘기

③ 교수 교실 교포 쇼핑 커피숍

④ 표 기차표 우표 효도 효자

⑤ 뾰족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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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이러한 발음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연습 활동 4> 다음은 [유]가 들어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연습 활동 4>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연습시킬 수 있다. ‘유’ 발

음도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연습시킨다. ‘유’가 들어있는 단어를 함께

제시하고 배울 수 있다.

<연습 활동 5> 다음은 [얘], [예]가 들어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연습 활동 5>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연습시킬 수 있다.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오류 분석 결과 ‘얘’를 단모음처

럼 발음하였는데 위와 같은 연습 활동을 통하여 ‘얘’ 발음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모음 연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음교육과 더불어

어휘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서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로 w-계 학습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연습 활동을 통해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

연습을 통해 발음 교육과 함께 다양한 어휘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① 유리 유행 우유 이유 육 교육

② 뉴스 메뉴 정류장 기류 서류

③ 규칙 세균 귤 슈퍼마켓 칼슘

④ 컴퓨터 튜브 휴가 휴게소 흉내

① 얘 얘기 예뻐요 예약 일기예보

② 경례 장례식 실례 차례

③ 걔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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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계 이중모음과 같은 방식으로 w-계 이중모음을 가르칠 때 먼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다음 <연습 활동 예시>을 들려주고,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42)

<연습 활동 예시>

w-계 이중모음을 가르칠 때 이중모음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할 점은 함께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w-계 한국어 이중모음 단계

w-계 이중모음을 제시하기43)

와, 워, 왜, 웨, 외, 위

- 발음 원리 설명하기

와 = [우]+[아]→[와]

* ‘와’는 [우아]를 끊지않고 연이어서 빨리 발음한다. 이때

[우]는 짧고 약하게 [아]에 붙는다.

워 = [우] + [어]→[워]

왜 = [우] + [애]→[왜]

웨 = [우] + [에]→[웨]

외 = [우] + [에]→[외]

위 = [우] + [이]→[위]

* ‘워, 왜, 웨, 외’ 도 같은 방법으로 발음한다.

42) <연습 활동 예시>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중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난 
w-계 이중모음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다. 

웨이터 위치 워낙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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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계열 이중모음도 단모음과 활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단모음과 달

리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이 바뀌어서 이러한 입 모양 예시는 다음과 같은

[그림 Ⅳ-12]과 [그림 Ⅳ-13]을 제시하며 발음 습득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Ⅳ-12] 한국어 w-계의 이중모음 비교도

43) 야쇼다(Yashudha, 2018)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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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입 모양의 제시 그림의 예

<준비 연습 활동 1> 다음은 [와, 워, 왜, 웨, 외, 위] 발음을 위한 준비 연

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준비 연습 활동 2> 다음은 소리가 비슷한 단어를 구별하는 준비 연습입

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① 와 와 와 워 워 워

웨 웨 웨 위 위 위

② 와 워 웨 위 워 웨 위 와

웨 위 워 와 위 와 웨 워

① 이 위

② 새 쇠

③ 가자 과자

④ 마치 마취

⑤ 가장 과장

⑥ 자석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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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연습 활동 1> 과 <준비 연습 활동 2>는 w-계 이중모음과 이중모

음이 들어있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구분하는 연습 활동이다. <준비 연습

활동 1>에서 w-계 이중모음을 연습하고 <준비 연습 활동 2>에서 w-계

이중모음이 들어있는 단어를 함께 연습하도록 교수하면서, 이후 연습 활동

단계에서 많은 연습을 예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에게 w-계 이중모음에 대한 주의를 더욱 기울일 수 있다.

<연습 활동 1> 다음은 [와]가 들어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연습 활동 2> 다음은 [워]가 들어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위와 같은 <연습 활동 1>과 <연습 활동 2>에 단어를 제시하며 ‘와’와

‘워’ 발음을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 단어도 함께 연습할

수 있다.

① 워낙 더워요 배워요 원서 병원 월요일

② 나눠요 미뤄요 동물원 뭐 뭐든지

③ 권투 여권 태권도 둬요 줘요

④ 감춰요 멈춰요 춤춰요 훨훨

⑤ 바꿔요 쒀요 잡숴요

①와요 와인 도와요 완두콩 와 세종대왕

② 놔두면

③ 과자 교과서 사과 관심 광고 좌석

④ 촬영 쾅 화장실 만화 소화제 생활

⑤ 꽈배기 꽉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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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활동 3> 다음은 [왜, 웨, 외]가 들어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허용․김선정(2006)에 따르면 ‘왜’의 발음과 ‘웨’와 ‘외’의 발음에서 입의

벌어지는 정도가 조금 크다. 이러한 w-계 이중모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인

지 단계에서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습 활동 4> 다음은 [위]가 들어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위와 같은<연습 활동 4>에 ‘위’가 들어있는 단어를 제시하면서 ‘위’ 발음

도 단어와 함께 연습할 수 있어야 한다. 연습활동을 통해 이렇게 w-계 이

중모음과 같이 측성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① 왜 웨이터 웬일 외국어 해외 왼쪽

② 뇌 참외

③ 인쇄 괴로워요

④ 최고 최선 퇴근 회색 기회 횡단보도

⑤ 꽤 꽥꽥 꾀꼬리 열쇠

① 위반 위층 더위 사위 윗사람 윗집

② 뉘

③ 귀 사귀는 뒤 쉬워요 쉰 쥐

④ 취미 취직 미취 튕겨요 휘었어요 휙

⑤ 뀌어요 뛰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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ɰ-계 한국어 이중모음 단계

ɰ- 계 이중모음을 제시하기44)

의

- 발음 원리 설명하기

의 = [으]+[이]→[의]

* 입술의 모양은 [으]로 유지하고, 혀의 위치는 [으]에서

[이]로 빨리 옮긴다.

ɰ-계 이중모음인 ‘의’는 발음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이 된다. 다음의 [그

림 Ⅳ-14]과 같이 입 모양을 통해 이를 인지시키며,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

인 교수 방법이 될 수 있다.

ɰ-열 이중모음인 ‘의’는 발음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한다는 것을 같이

가르치는 게 효과적이다.

44) 야쇼다(Yashudha, 2018)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그림 Ⅳ-14] 한국어 ɰ-계의 이중모음 비교도



- 134 -

① 단어의 첫음절에서: [의] ⇒ 의사[의사]

의자[의자]

②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 [이] ⇒ 강의[강이]

③ 자음+‘ㅢ’: [이]: ⇒ 희망[히망]

무늬[무니]

④ 조사 ‘의’ : [에] ⇒ 친구의 친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9)에 따르면 ‘의’는 단어의 첫음절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로 발음하지만,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 ‘의’가 들어 있을

때 [이]로 발음된다고 하며, 자음과 결합할 때도 ‘의’가 아니라 [이]로 발음

한다. 또한, 조사 ‘의’의 기능에 대해서도 ‘의’가 아니라 [에]로 발음해야 한

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

다음은 ‘의’의 발음에 대한 구성과 ‘의’의 단독 발음을 이해시키는 활동으

로 입술의 모양은 [으]로 유지하고, 혀의 위치는 [으]에서 [이]로 빨리 옮기

며 발음을 연습해보는 활동이다.

<준비 연습 활동 1> 다음은 [의] 발음을 위한 준비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① 으 이 으 이 의

으 이 으 이 의

② 으 의 으 의 이 의 이 의

의 의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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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활동 1> 다음은 [의]가 첫음절에 들어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

고 따라 해 보세요.

<연습 활동 1>을 통해서 첫음절에 나타나는 ‘의’가 연습 활동을 통하여

[의]로 발음되는 규칙을 이해시킬 수 있다.

<연습 활동 2> 다음은 [의]가 둘째 음절 이하에 들어있는 단어 연습입니

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의’가 둘째 음절 이하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로 발음해도 된다. 위와

같은 규칙에 따른 연습을 함으로써 그 규칙을 잘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활

동이다.

<연습 활동 3> 다음은 [의]가 자음과 함께 들어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연습 활동 4> 다음은 [의]가 들어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① 강의 개인주의 거의 동의 문의 회의

② 여의도 창의력 축의금 편의점

① 의견 의논 의미 의사 의심 의지

① 씌우면 희망 희생 희소식 흰색

② 무늬 너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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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활동 3>과 <연습 활동 4>를 통하여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조사

로 사용되는 ‘의’를 [에]로 발음하는 규칙을 이해하고 익힐 수 있다. 이와 같

이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원리를 이해한 후 이란인 학습자에게 정확한 발

음을 인지하고 습관화 할 수 있도록 교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사용 단계

이 단계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학습했던 발음 교육 내용을 연습해

보는 단계이다. 서로 짝을 이루어가면서 이중모음이 들어있는 단어를 발음

할 때 확인해 주는 형식으로 연습할 수 있다. 각종 웹 미디어 자료를 활용

한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소리내어 발음을 하는데 처음에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고려한 순서로 제시하고 난 후 무작위로 이중모음을 섞어서

음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발음 습득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⑤ 마무리 단계

학습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단계별 점검이 이루어진 후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단

계이다. 이를 통하여 앞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과제를 부

여하는 단계이다(허용·김선정, 2006). 또한 이 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과제를 주면 효과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① 친구의 친구

② 고향의 봄

③ 그림의 떡

④ 하늘의 별 따기

⑤ 한국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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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최근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

람들로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이란인 유학생들

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란인 한국

어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교육 내용과 방

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와 이란어는 문법, 발음, 표현들에

서 유사점이 있으나 차이점도 많다. 특히, 이중모음 체계에 있어서 이란인

학습자들에게는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많은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

본 연구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습득 중에서도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

적을 둔다. 이를 위해 Ⅰ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면서 선행연

구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한국어 발음에 대한 오류 분석

을 바탕으로 외국인 학습자 중심의 발음 교육 방법과 둘째, 시각적으로 객

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raat를 활용한 연구와 마지

막으로 소리의 시각화 교육 효과에 대한 자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런 선

행연구를 통하여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양상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오류의 양상과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써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2언어 발음 습

득을 위한 대조분석가설(CAH), 음성학습 모델(SLM)과 오류 분석을 고찰하

였다. 또한, 한국어와 이란어의 모음 발음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각 언어

의 모음 발음의 특징을 음운적, 음성적인 측면에서 그 특징을 살펴보고 대

조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과 예상되는 오류에 대해서도 예측해 보았다.

Ⅲ장에서는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습득 양상에 따른 연구 및 조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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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상과 절차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모두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31명의 이란인 학습자들이었으며, 20대의 연령층으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로서 언어교육원에 재학 중인 16명과 석사과정의 대학원생 15명으로 구성

되었다. 학습 기간은 평균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 미만이었

고,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은 1년 6개월이었다.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어 이

중모음을 기본적으로 읽고 발음을 할 수 있는 여부와 인식에 관한 설문 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15명과 언

어교육원 재학생 1명은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에 대하여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대학원생 학습자들의 경우 3개월 기간의 한

국어 수업을 마친 후로는 영어로 수업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언어교육원 재

학생의 경우 3개월간 한국어 학습의 미진함으로 이중모음 발음이 구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언어교육원에서 현재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6개월 미만의 한국 거주 이란인 학습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비교 대상의 한국어 모어 화자의 선정을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와 같

은 남녀 성비를 따랐다. 위 선정에서 언어교육원 재학생의 남녀 성비를 같

은 비율로 찾기 어려워 남학생은 2명으로 제한하였다. 두 번째 연구 과제에

서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이중모음을 발화할 때 발생하는 발음

의 차이점을 실험 조사하였다. 실험 조사를 위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서 개발한 『외국인을 위한 발음 47』이라는 교재를 바탕으로 어휘 조사지

를 작성하였다. 본 실험 조사에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이중모음

을 발음할 시 총 403개의 이중모음 어휘를 분석 자료로 살펴보았다. 대조분

석으로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15명을 선정하고, 이 집단의 대조군인 한국

인 모어 화자 15명을 선정하여 두 집단의 구성원들이 한국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이중모음 발음

을 녹음하여 Praat를 통하여 음성학적 분석을 하였는데, 이는 이란인 한국

어 학습자 15명의 발음과 한국인 모어 화자 15명의 발음의 차이점을 분석

하기 위함이다. Praat를 통해 한국어 이중모음의 제2포먼트 값을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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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값을 SPSS의 MANOVA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두 집단 간 이중모

음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과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13개의 이중모음 발음 분석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 간 발음의 차이를 비교·대

조 분석한 결과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 간 첫 번째 안

정구간에서 유의한 차이(유의확률 p<0.05)가 있는 이중모음은 /ja, je(ㅒ),

jʌ, we(ㅚ), jo, wi, ɰi/ 8개로 나타났다. 이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
국인 모어 화자와 다르게 이 8개의 이중모음을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SPSS의 MANOVA 검정을 시행하므로 살펴본 발음 현황

을 통해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 오류의 특성을 근간으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설계를 하

였다. Praat와 웹 기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방

안에 대하여 교수 학습에 대한 실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어 교육

에서 사용하는 ‘제시’(presentation), ‘연습’(practice)과 ‘생성’(production) 단

계로 이루어진 ‘PPP’ 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의 양상을 분석

하고 그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따른 이

란어와 한국어의 이중모음 발음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나타난 문제들은

향후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에 중심

을 두고 그 오류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특성을 밝혀낸 것의 의의가 있으

며, 조사 대상자들 또한 더 다양하고 많은 모집단의 범위를 가지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오류의 변수도 다각적으로 시도하여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검증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앞으로 이란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발음 교육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과 이란인 학습자의 모어를 고려하여 발음 순서까

지 제공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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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nunciation Education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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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diphthong pronunciation out of Korean pronunciation acquisition by

Iranian(Persia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and organize corresponding

teaching-learning measures. Recently, the interest toward Korean pop

culture is naturally resulting in people wanting to learn Korean and

according to the 2018 statistic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number

of Iranian students in Korea is gradually increasing. At this point,

Korean language education matching characteristics of Irania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is necessary and coming up with education contents

and measures is urgent. Thus,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Korean

diphthong pronunciation errors, identify aspects and causes of errors

based on detailed analysis, and propose corresponding education contents

and measures.

In the field of learning foreign language, learners are the most af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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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ir native language pronunciation. Pronunciation, which has

characteristics with regard to respective languages, can generate more

effective pronunciation education outcomes only when understanding of

native language pronunciation by learners becomes a basis. In order to

examine second language pronunciation acquisition by Irania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this study looked into the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the Sound Learning Model, and error analysis. In addition, in

a bid to analyze the vowel systems of Korean language and Iranian

language, difficulties and errors of pronunciation acquisition by Irania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have been discussed.

Perception survey and error analysis regarding Korean language

diphthongs and pronunciation of words containing diphthongs by Irania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have been conducted. First of all, with

regard to Korean language vowel pronunciation perception survey for

Irania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the survey asked 31 beginner level

Irania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two questions: 'Which do you find

the most difficult when pronouncing Korean language?' and 'Which

method do you think is the most effective when it comes to acquiring

diphthong pronunciation?' As a result, the factors which they found the

most difficult when pronouncing Korean language were diphthong (93.54

percent) and consonants (6.44 percent). Next, with regard to the most

effective method in pronouncing diphthong, most Irania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chose 'listening to and repeating audio materials' (15).

Next, diphthong error analysis targeting 31 international students who

underwent previously mentioned perception survey had been conducted.

The analysis had been carried out in two parts - monosyllable

diphthongs and diphthongs comprised of dissyllabic words - and two

native Korean listeners judged whether they were incorrect or not.

Furthermore, after selecting 15 out of 31 Iranian learners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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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their diphthong pronunciations had been compared with 15

native Koreans. The Formant 2 values had been estimated and analyzed

by using their diphthong pronunciations. As a result of comparatively

analyzing pronunciation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the

diphthongs with significant difference(Probability of significance p<0.05)

in the first stability section between native Korean speakers and Irania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had been found as the following: /ja, je(ㅒ),

jʌ, we(ㅚ), jo, wi, and ɰi/. This implies that Irania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undergo difficulties in pronouncing these 8 diphthongs unlike

native Koreans. Moreover,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diphthong pronunciation errors by Irania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through MANOVA examination of SPSS and used them for organizing

next chapter's diphthong pronunciation education contents.

Chapter IV designed Korean language diphthong pronunciation

education based on Chapter III. This study proposed actual cases

regarding teaching and learning when it came to Korean diphthong

pronunciation education measures using Praat and web-based multimedia.

This resulted in various education measures and teaching plans for more

accurate and proper Korean language diphthong pronunciation by Irania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Follow-up studies providing pronunciation

order after taking into account more methods to efficiently deliver

pronunciation education contents for Irania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and Iranian language need to be conducted in the future.

Keywords: Korean Diphthong,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Irania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Iranian Language(Farsi, Persian), Error

Analysis, Acoustic Phonetics Analysis, Vowel Phoneme System

Student number: 2017-2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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