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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프랑스 대학교의 한국어 초보 학습자들의 표기에서 나타난 오류를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질적 분석하고, 그에 따라, 좀 더 나은 한국어 발음 교육과 한글

철자 교육을 위한 제언을 목표로 한다. 

외국어 학습에서 음운론적 오류는 일차적으로 트루베츠코이(Troubetzkoy)의

음운‘체’(phonological crible)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트루베츠코이는 그의 저서인

음운론의 원리(1938) 에서 한 언어의 음운체계는 음성 요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체’와 같으며, 그 ‘체’ 위에는 변별적 자질이 있는 음성 요소들만이 남아 우리가 듣고

말하는 소리들이 개별화 된다고 설명했다 (음소, phoneme). 모든 인간은 유아기때

부터, 언어를 배우며 가장 자주 들리는 소리들을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소리들에 적응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인간은 모국어의 음운체계에

적응하며, 외국어의 새로운 음소를 듣게 되는 경우, 자신이 듣는 이 새로운 소리를

모국어의 음운‘체’에 남아 있는 음소를 통하여 듣기 때문에, 부정확한 음운적 해석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어 학습 중,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음소들은, 그

음소들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모국어의 음소로 대체되는 현상이 자주 관찰

된다. 예를 들어, 한국 대학교의 프랑스어 학습자들이 선행된 영어 학습에도

불구하고 /f/를 /p/로 발음하는 것과, 프랑스어권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에 존재하는

예사소리 – 된소리 – 거센소리 (ex. ㄷ ㄸ ㅌ)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모국어의 음운체계가 외국어 학습 시에 간섭

작용(interference)을 하는 것인데, 외국어의 음소를 부정확하게 해석하여 듣고,

발음하는 경우, 그 음소를 문자소로 표기할 때,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아울러, 교수자는 학습자가 목표 언어(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음운체계와

음운규칙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범하는 표기 오류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한국어와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한 음절일 경우에는 대부분 일대일로 대응하지만, 두

음절 이상일 경우, 여러가지 음운규칙을 따라 소리와 글자의 관계가 일대일 대응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한국어에서 한 음소는 음절 내의 자리에 따라 (초성, 

중성, 종성), 변이음(이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한국어의 음운체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학습자는 일차적으로 발음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며, 그에

따라 표기에서도 오류를 범하기 쉽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음운체계를 분석하고 대조하여, 두

언어의 음운체계의 차이를 알아보고, 프랑스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표기 오류에

음운론적으로 접근하여 질적 분석을 하려한다. 더불어, 좀 더 나은 한국어 발음과

한글 철자 교육을 위해 교수자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