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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교육을 위한 한국어 모음체계 고찰
(Describing Korean simple vowels in the KFL classroom)
김 정 영 (헬싱키 대학교)

1. 들어가기

외국어 학습 시 발음은 통사적인 요소나 의미 등과 같이 설명을 통한 교육보다는 단순히

원어민의 표준발음을 듣고 따라하는 것이 보통이다. 음운규칙을 기술하여 설명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으나 듣고 따라하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조음방식을 아무리 상세하게

기술하더라도 정확한 발음을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발음교육은 무조건 듣고 따라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섣불이 장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 이유는, 학습자가 듣는 것만으로는 그 정확한

음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모국어와 비슷한 발음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Flege & Port 1981, Flege &Hillenbrand 1984, Flege 1986 & 1987, Flege & Eefting 1987)

그러나 이렇게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음소를 들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발음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Bever 1981, Sheldon & Strange 1982, Smith 2000

& 2001) 특히 한국어 특유의 격음, 평음, 경음의 경우, 모국어 파열음이 유성음과

무성음으로만 분류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서 청취력보다 발화력이 훨씬

더 나은 현상이 그러한 예이다. (Kim 2010) 이는 다시 말해, 외국어 학습 시 듣지 못하는

음소는 조음방식 설명을 통해 익힐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색해 봐야할 것이다.

본 발표는 핀란드어 화자들이 흔하게 곤란을 겪는 모음인 <ㅓ, ㅗ, ㅜ, ㅡ>에 초점을

맞추어 양 언어 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위의 모음을 바르게 발화할 수 있는 조음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한국어의 단모음

한국어의 단모음은 일반적으로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그리고 앞뒤 위치에 따라 전설과 후설모음, 또한 입술 모양의

둥근 정도에 따라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으로 분류된다.



[표 1] 7 모음의 음성학적 분류 (배주채 2007: 46)

구분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ㅣ ㅡ ㅜ

중모음 ㅐ/ㅔ ㅓ ㅗ

저모음 ㅏ

한편 한글창제의 원리를 알려주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모음자 설명에 등장하는 용어를

참고해 보자면, '설축(舌縮)',  '설소축(舌小縮)',  '설불축(舌不縮)',  '구축(口蹙)',  '구장(口張)'

등의 표현이 있는데, 각각 '혀가 오그라짐',  '혀가 조금 오그라짐',  '혀가 오그라지지 않음',

'입(술)이 오므라짐',  '입(술)이 펴짐'을 뜻하는 말로 조음방식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창제원리의 개념을 현대 음성학에서 사용되는 모음사각도에 적용을 하여 도식화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창제원리를 적용한 한국어 모음사각도1

<출처: https://namu.wiki/w/%ED%95%9C%EA%B8%80/%EC%97%AD%EC%82%AC>

1 “[ ] 속 국제음성기호는 추정치이니만큼 완전한 정설은 아니다(이 사각도와 달리 ㅡ가 [ə]였고 ㅓ가 [e]였다는

견해도 있다). … 아닌 게 아니라, 혀가 제일 안쪽으로 오그라진 설축, 덜 오그라진 설소축, 완전히 펴진 설불축의

모습이 어느 정도 그려지기는 한다. 이 각각의 세 부류에 모음 기본자인 ㆍ, ㅡ, ㅣ가 천, 지, 인의 순서대로

배치되는 것. 즉 혀를 안쪽으로 오그렸다가 차차 펴면서 내는 음가를 기본자로 삼은 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늘이 자시에 먼저 열리고, 땅이 축시에 열렸으며, 사람은 인시에 생겼다는 성리학적 자연관이 반영된

듯하다.) 그 후 ㆍ에서 입을 오므리면(구축) ㅗ, 입을 펴면(구장) ㅏ가 되며, ㅡ에서 입을 오므리면(구축) ㅜ, 입을

펴면(구장) ㅓ가 된다.” <출처: https://namu.wiki/w/%ED%95%9C%EA%B8%80/%EC%97%AD%EC%82%AC>



하지만 이상의 조음방식 설명은 한국어 원어민 화자가 각 음소를 발화하는 현상을

음성학적으로 구사해 놓은 것일 뿐이며 학습자의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아 들리지 않는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교육현장에서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듣지 못하는 음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모국어에

있는 발음과 비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단원에서는

핀란드어의 모음과 연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3. 핀란드어의 모음

핀란드어의 모음은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음성학적으로 여덟 개의 음소로 분류되고

그에 일대일로 상응하는 문자가 존재한다. 우선 핀란드어의 모음을 특정 짓는 조음방식을

한국어와 비교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밝혀 보도록 하겠다.

[표 2] 핀란드어 모음의 음성학적 분류 (Iivonen & Harnud 2005:60-66)

Front Back

unrounded rounded unrounded rounded

Close i   <i> y  <y> u <u>

Mid e  <e> ø  <ö> o <o>

Open æ <ä> a <a>

한국어는 혀의 위치를 나타내는 전설·중설·후설과 고·중·저모음, 그리고 입술 모양을

나타내는 평순·원순으로 조음방식이 분류되므로 입술 모양보다는 혀의 위치가 좀더

다양하게 작용하여 모음의 음가를 결정 짓는 데 반영된다. 하지만 핀란드어는 한국어와

달리 혀의 위치보다 다양한 형태의 입술 모양이 조음방식을 결정한다. 혀의 위치는 전설

[front]와 후설 [back]로만 분류되는 반면, 입술 모양은 둥근 정도 뿐 아니라 개폐 정도도

감안하여 평순 [unrounded], 원순 [rounded], 닫힘 [close], 중간 [mid], 열림 [open] 등으로

묘사된다.

한편, [그림 2] (1)과 (2)의 모음 사각도를 보면 핀란드어의 <i, o, u>와 한국어의 <ㅣ, ㅗ,

ㅜ>가 동일한 발음일 것으로 예측되고 <a, e>는 <ㅏ, ㅐ/ㅔ>와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ㅓ, ㅡ>는 핀란드어에 상응하는 음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양 언어의 모음사각도를 대략 비교해 봤을 때 <ㅣ,

ㅗ, ㅜ>가 핀란드어 화자들에게 가장 익히기 쉽고 <ㅓ, ㅡ>는 생소하며 <ㅏ, ㅐ/ㅔ>는



애매모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관찰되는 바로는 <ㅏ, ㅐ/ㅔ,ㅣ>는

핀란드어 화자들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수용되지만 <ㅗ>:<ㅜ>,   <ㅗ>:<ㅓ>,  <ㅜ>:<ㅡ>는

각각 그 대립을 인식하거나 발화하는 데 있어 곤란을 겪는 부분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이 발음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여 발화할 수 있는 방편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그림 2] 핀란드어와 한국어의 모음사각도 비교

(1) Suomi, Toivanen & Ylitalo (2008:21)       (2) 김상준 & 이규항 (2008)

4. ‘전순’과 ‘장순’

앞서도 언급했듯이 음성학적으로 분류한 조음방식이나 이를 도식화한 모음사각도에

대한 해설적 설명은 모두 모국어 화자들의 발음을 기술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한국어 교육현장에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발음을 무조건 반복해서 들려주고 따라하는

방식을 고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외국어 학습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음소도

제대로 발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각각 시각적으로 다른 형태로 표기되어

구별되는 발음을 어떻게 다르게 발음해야 하는지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별도의 강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어 화자들의 경우에는 양성∙음성∙중성 모음 간의 조음방식을 차별화함으로써

<ㅗ>:<ㅜ>,   <ㅗ>:<ㅓ>,  <ㅜ>:<ㅡ>의 혼돈이개선될 수 있다. 즉,  <ㅓ>는 <ㅏ>를, 그리고

<ㅜ>는 <ㅗ>를 발화하는 입모양에서 입술을 펼쳐 과장되게 쭉 내밀어 발음를 하도록

지도한다. 이는 <ㅏ, ㅗ>와 <ㅓ, ㅜ>의 모음조화가 음양의 조화를 표방한 철학적인 면만

강조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음성학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모음끼리 어울린다는 언어학적

보편성을 뒷받침해 주기도 한다. 반면에 <ㅡ,ㅣ>는 중성모음이기도 하지만 입술을 거의



다무는 모양을 하고 옆으로 길게 당겨 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ㅜ>와 <ㅡ>가 어떻게

다르게 발음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한글창제의 원리를 첨가한 모음사각도인 [그림 1]을 모음조화를 고려하여

재구성해 본다면, 입술을 앞으로 쭉 내미는 의미의 ‘전순 [forward]’과 입술 모양을 옆으로

길게 만든다는 뜻의 ‘장순 [long]’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롭게 재구성해 볼 수 있겠다.

[그림 3] ‘전순’과 ‘장순’을 포함한 단모음사각도

5. 맺음말

본 발표는 핀란드어 화자들이 흔히 실수를 겪게 되는 한국어 모음을 지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기존의 모음체계에 ‘전순’과 ‘장순’이라는 새로운 조음의 개념을 더할 것을

제시한다. ’전순’은고의적으로입술을 입바깥쪽으로내밀어위아래로 펼쳐서만들 수있는

음소인 <ㅓ, ㅜ>에, 그리고 ‘장순’은 입술을과장되게옆으로길게당겨 낼수 있는 <ㅡ, ㅣ>에

적용된다. 이 새로운 개념은 실질적인 발음교육을 위한 제안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동양철학의 사상에 근거했던 것으로만 여겨지던 양성∙음성∙중성모음을 음성학적으로

구별짓는 변별적 자질로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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