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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론적 관점에서본 한국어 학습자들의표기 오류와교육 방안

- 프랑스인초급학습자들을대상으로

임정은

(프랑스액스-마르세유대학교 Aix-Marseille Université)

1. 서론

외국어 학습에서 음운적 오류는 일차적으로 트루베츠코이(Troubetzko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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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1938)에서 한 언어의 음운 체계는 음성 요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체’와 같으며, 그 ‘체’ 

위에는 변별적 자질이 있는 음성 요소들만이 남아우리가 듣고 말하는 소리들이 개별화 된다고

설명했다 (음소, phoneme). 모든 인간은 유아기 때부터, 언어를 배우며 가장 자주 들리는

소리들을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분석하며 그 소리들에 적응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인간은 모국어의 음운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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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에 따라, 외국어 학습 중,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음소들은, 그

음소들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모국어의 음소로 대체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된다.

한국어권 외국어 학습자들의 대표적인 음운적 오류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국 대학교의

프랑스어 학습자가 선행된 영어 학습에도 불구하고 음소 /f/를 /p/로 지각하여 ‘숫자’를 뜻하는

프랑스어 단어 « chiffre » [ʃifʁ]를 « *chipre »로 표기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모국어의

음운 체계가 외국어 학습 시에 간섭 작용(interference)을 하는 것인데, 외국어의 음소를

부정확하게 해석하는 경우, 그 음소를 발음할 때뿐만 아니라, 문자소로 표기할 때에도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커질수밖에없다.

아울러, 교수자는 학습자가 목표 언어(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음운 규칙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범하는 표기 오류에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어는 소리와 글자가 한

음절일 경우에는 대부분 일대일로 대응하지만, 두 음절 이상일 경우, 여러 가지 음운 규칙에

따라 소리와 글자의 관계가 일대일 대응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한국어에서 자음은

음소의 환경에 따라, 이음(異音)으로 실현되는데, 학습자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표기

오류를 범할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어권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의 쓰기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우선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음운 체계를 대조하여, 두 언어의 음운 체계의 차이를

알아보고, 프랑스어권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표기에 나타난 음운적 오류를 바탕으로, 좀 더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위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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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와프랑스어의음운체계1

2.1. 자음

2.1.1. 파열음

한국어의 파열음은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으로 나눠지는데, 프랑스어의

파열음은 [b, p], [d, t], 그리고 [g, k]로 나눠진다.

한국어의 된소리 [ㅃ, ㄸ, ㄲ]는 프랑스어의 [p, t, k]와 비슷하게 발음된다 (권용해, 2006:28).

하지만 한국어에서 음절 초성에 나타나는 예사소리 [ㅂ, ㄷ, ㄱ]는 유성으로 발음되는

프랑스어의 [b, d, g]와 달리, 무성으로 발음 되기 때문에 ([b̥, d̥, g̥]), 프랑스어권 학습자가 [p, t, 

k]과 혼동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어에는 기본적으로 유기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가

거센소리 [ㅍ, ㅌ, ㅋ]를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권용해, 2006:28), 이 음소들과 가장

비슷한 [p, t, k]와 혼동할 여지도 있다. 결국 프랑스어권 학습자는 한국어에 존재하는 예사소리

– 된소리 – 거센소리의구분이어려울것이라는 가정을 내릴수있다.    

  

2.1.2. 마찰음

한국어의 마찰음으로는 [ㅅ, ㅆ]와 [ㅎ]가 있는 반면, 프랑스어에는 [f, v], [s, z], 그리고 [ʃ, 

ʒ]가 존재한다. 프랑스어의 /s/는 음절 초성에서 모음이 바로 뒤따라오는 경우, 한국어의 [ㅆ]에

가깝게 발음된다 (ex. « solitude » [sɔlityd]). 반면 /s/가 단어의 중간이나 후미에 위치하는

경우에는2 한국어의 [ㅅ]에 가깝게 발음된다 (권용해, 2006:29). 하지만 프랑스어에서 이 둘은

변별적 특징이 없다. 따라서 프랑스어권 학습자가 한국어의 [ㅅ, ㅆ]를 정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어에는 한국어의 [ㅎ]에 해당하는 음소 [h]가 없다. 영어에서 철자 « h »는 음소 [h]에

해당하지만, 프랑스어의 철자 « h »는 음가가 없다. 한국어의 [ㅎ]가 영어의 [h]와 동일하다는

설명으로 학습자의 발음 개선을 도울 수는 있지만, 이 음소를 어떻게 듣고 해석하는지 쓰기

결과물을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2.1.3. 파찰음  

파찰음은 파열음 직후에 파열음과 조음점이 같은 마찰음이 이어져서 나는 자음으로, 이 두

음성 요소 사이에는 음의 세기나 음성 기관의 긴장감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의 단음처럼

발음되는 자음이다. 한국어에서는 [ㅈ, ㅉ, ㅊ]가파찰음에 속한다. 반면프랑스어에는 파찰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3, 학습자가 학습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권용해(2006:30)는 프랑스어권

학습자가 [ㅈ]를 프랑스어 마찰음 중의 하나인 [z]로 많이 발음하고, [ㅉ, ㅊ]의 발음을 상당히

어려워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곧 한국어의 파찰음을 음운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이 음소들을 문자소로 표기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있다.     

    

2.1.4. 비음과유음

한국어에는 [ㅁ, ㄴ, ㅇ]의 비음이 존재하고, 프랑스어에는 [m, n, ɲ]의 비음이 존재한다.  

한국어의 [ㅁ, ㄴ]과 프랑스어의 [m, n]은 공통된 음소들이므로, 프랑스어권 학습자가 이

                                                            
1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차이만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본 논문의 프랑스어와

한국어의음운체계비교에는권용해(2006)와김현주(2004)의연구가바탕이되었다. 
2 덧붙이자면, 이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모음이 없다. 예를 들면 ‘행운’ 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단어 « chance » 

[ʃɑs̃]의끝자음 /s/가이에속한다.
3 외래어나외국어는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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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들을 학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한국어의 [ㅇ] 또한 프랑스어에 존재하는 비(鼻)모음

- [ɑ,̃ ɛ,̃ ɔ,̃ œ̃] - 덕분에 프랑스어권 학습자가 비교적 쉽게 발음하지만, 음소 [ㅇ]의 지각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쓰기 결과물을통해 확인해볼 것이다.

프랑스어의 유음으로는 [l]이 있다. 한국어의 유음인 /ㄹ/는 음절의 초성이나 /ㄹ/뒤

초성에서는 [l]로 실현되지만,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ɾ]로 실현된다 (이음: ex. 놀라요 / 

놀아요). 학습자가 /ㄹ/이 위치에 따라 이음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발음뿐만 아니라 표기에서오류를범할수 있다.      

2.2. 모음

2.2.1. 단모음

1) 전설모음: 한국어에는 [ㅣ, ㅔ, ㅐ] 3 개, 프랑스어에는 [i, y, e, ø, ɛ, œ] 6 개의 전설모음이

존재한다. 한국어의[ㅣ, ㅔ, ㅐ]와 프랑스어의 [i, e, ɛ]는 공통된 음소이므로, 프랑스어권

학습자는 한국어의 전설모음들을 큰 어려움 없이 발음한다. 하지만 [ㅔ]와 [ㅐ]를

혼동한 표기 오류는 종종 관찰되기도 하는데(ex. 그래서"그레서), 현대 한국어에서 [ㅔ, 

ㅐ]의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으므로4, 이와 관련된 표기 오류는 음운론적으로만

분석하기에무리가있다고판단되어, 본논문에서는 중점적으로 소개하지않기로한다.    

2) 중설모음: 한국어에서는 [ㅏ], 프랑스어에서는 [a, ə]가 중설모음에 속한다. 한국어의

[ㅏ]와 프랑스어의 [a]는 공통된 음소이므로 한국어의 [ㅏ]는 프랑스어권 학습자가 큰

어려움 없이 학습한다. 프랑스어의 음소 [ə]와 한국어의 [ㅡ,ㅓ] (후설모음 5 , 

신지영&차재은 2003:73)가 비슷하게 실현될 수는 있지만 프랑스어의 [ə]는 경우에

따라서는 삽입되기도 하고 누락되기도 하는 ‘탈락성을 가진 [ə]’ 6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어권 학습자가 한국어의 [ㅡ,ㅓ]를 지각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는지

다음 장에서알아볼것이다.

3) 후설모음: 한국어에는 [ㅜ, ㅗ, ㅡ, ㅓ], 프랑스어에는 [u, o, ɔ, ɑ]의 후설모음이 있다. 

한국어의 [ㅜ, ㅗ]와 프랑스어의 [u, o]는 공통된 음소이다. [ㅡ,ㅓ]는 후설 평순 모음으로,

각각 후설원순모음인 [u, ɔ]보다 입술을덜둥글게오므려 발음한다.

2.2.2. 이중모음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j]로 시작하는 [ㅑ, ㅕ, ㅛ, ㅠ, ㅖ, ㅒ]와 [w]로 시작되는 [ㅘ, ㅙ, ㅚ, ㅝ, 

ㅞ, ㅟ]7, 그리고 [ㅢ]로 나뉘어진다. 프랑스어에는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자음

(혹은 반모음)의 성격을 가진 [j]와 [w]가 프랑스어에도 존재하므로, 지각에 이미 어려움이 있는

단모음들이 포함된 이중모음들을 제외하면, 프랑스어권 학습자는 [j]와 [w]로 시작되는

이중모음들을 학습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ㅢ]는 한국어에만 존재하고, 

표준 발음법 5 항은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학습자가 표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8.

                                                            
4 신지영&차채은 (2003:71~72).
5 학자에 따라서 한국어의[ㅡ,ㅓ]가 중설 모음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6 이는 영어의 슈와(schwa)와 같은 개념이다.
7 [ㅚ]와 [ㅟ]는 본래 [ø] 과 [y]에 해당하는 단모음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은 [we] 와 [wi]로 발음하고

있다 (Lee & Ramsey, 2000:64).
8 이는 한국어 원어민 화자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다. 필자는 특히 최근 몇 해, ‘의’와 ‘에’를 혼동한 한국인들의 표기

오류를 적잖이 마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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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어의음운규칙: 음운변동현상

한국어의 대표적인 음운 변동 현상으로는, 연음현상을 포함하여,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자음동화, 구개음화, 두음법칙 및 사잇소리 현상 등이 있다. 이 중, 연음현상,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자음동화, 구개음화가 본논문의 논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1) 연음 현상: 앞 음절의 받침(겹받침 포함)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이어지면, 앞의

받침이 뒤따라오는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된다. 이 경우 음절의 경계가 달라진다. 

‘언어’ 가 [어:너]로 소리나는것이이 대표적인예이다.

2) 된소리되기: ‘학교’가 [학꾜]로 소리 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발음의 용이성을 위해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가 된소리 [ㄲ, ㄸ, ㅃ, ㅆ, ㅉ]으로 소리 나는 현상이다. 

된소리되기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 ‘국밥’이 [국빱]으로 소리 나는 것과 같이, 

두 개의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날 때, 뒤의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둘째, 

‘신다’가 [신따]로 소리 나는 것과 같이, 끝소리가 [ㄴ, ㅁ]인 용언 어간에 안울림

예사소리로시작되는어미가이어질때, 뒤의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9.

3) 거센소리되기: ‘각하’가 [가카]로 소리 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ㅎ]와 [ㄱ, ㄷ, ㅂ,

ㅈ]가 통합하여각각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바뀐다. 

4) 자음동화

- 비음화: 비음에 의하여 인접한 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섭리’가 [섬니]로 소리

나는 것이대표적인예이다.

- 유음화: [ㄴ]과 [ㄹ]이 만났을때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으로 ‘신라’가 [실라]로소리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5) 구개음화: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 각각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같이’가

[가치]로 소리나는것이 대표적인예이다. 

3. 프랑스어권초급학습자들의한국어표기오류

3.1. 연구대상과방법

앞서 말했듯이, 이 연구는 프랑스어권 초급 학습자들의 표기 오류를 음운론적 관점에서

질적 분석하고, 좀 더 나은 한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

액스-마르세유 대학교에서 초급 단계의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필기시험, 쓰기 과제

그리고 받아쓰기 평가 결과물을 분석 자료로 선택하였다 (A1 단계 학습자 24 명 & A2 단계

학습자 26 명). 이 결과물에서 관찰된 많은 표기 오류 중,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유의미한

오류들을 분류하였다10. 

                                                            
9 본 연구에 참여한 초급 학습자의 주 교재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 초급 Cours de coréen Niveau 

débutant (다락원)이다. 주 교재에는 첫번째 경우의 된소리되기만 명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10 이하 연구 결과에서는 필기시험, 쓰기 과제, 받아쓰기 평가를 각각 (필), (과), (받)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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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분석결과

3.2.1. 자음오류

1) 파열음: 예사소리 - 된소리 - 거센소리를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하여 일어난

오류들이다11. 

ㅂ *ㅃ 저는빠파서도서관에갈수없었어요. (필)

오늘엑스에빠라미많이불었어요. (받)

*ㅍ 한국어시험이있어서공푸해야돼요 (필)

어제너무파빠서 숙제를못했어요. (받)

ㅃ *ㅍ 저는빠파서도서관에할 수없었어요. (필)

요즘팔간색티셔츠가유행이에요. (받)

ㅍ *ㅂ 발란색원피스를입을까 해요. (필)

발이아파요. (받)

*ㅃ 아빠서음식을못 먹었어요. (과)

빨이아파요. (받)

   

ㄷ *ㄸ 어띠에가세요? (필) 

오늘은날씨가너무떠워요. & 찬호 씨떡분에이번휴가를 즐겁게보내겠어요. (받)

*ㅌ 저는대학교삼학년이에요. " 저는태학교삼만명이에요. (받)

ㄸ *ㄷ 따뜻해서"오늘은날씨가다뜻해서등산을하러갈거예요. (받)

                     오늘은날씨가타듣에서등산을하로갈거예요.*ㅌ

ㅌ *ㄷ 같이닥구를칠수있어요? (필)&(받)

ㄱ *ㄲ 같이 "까티(필) / 극장"끅장 & 타쿠를까찌칠래요? (받) 

*ㅋ 같이 "카치 (필) / 탁구를캍이칠래요? (받)

ㄲ *ㄱ 약국에서학교가지치하철로십분 걸려요. (받)

*ㅋ 노동절이킨주말 (과)

ㅋ *ㄱ 그리스마스방학을가족하고보냈어요. (받)

2) 마찰음: 예사소리와 된소리 [ㅅ, ㅆ]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표기 오류와

프랑스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문음 [h]을 올바르게 지각하지 못하여 발생한 표기

오류들이다. 성문음과 관련된 오류는 탈락과 첨가로 나눠진다. 첨가 오류는 과잉

정정의 예라고도 할수있다.

ㅅ *ㅆ 레오는어제차동자를쌌어요. (받)

ㅆ *ㅅ 어제레오는콤퓨터를비사게샀어요. (필)

레오는어제차동차를샀어요. 그차동차가샀어요. (받)

폴은시장에서산 목거리를샀어요. (받)

ㅎ 탈락 알아버지와알머니 (과)

찬호씨덕분에이번유가를즐겁게보내겠네요. (받)

첨가 하버지(필) / 좋하합니다 (과) / 허머니 & 집에서약국까지 호분걸려요. (받)

3) 파찰음: 앞서도 말했듯이, 프랑스어에는 파찰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프랑스권

학습자는 한국어의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로 나뉘어지는 파찰음을 정확히

                                                            
11 논의가 되는 음소와 관련된 음운적 오류는 두 개의 밑줄, 이와는 관련되지 않았으나 음운론적으로 유의미한

오류들은 하나의 밑줄로 표시한다. 음운적 오류라고 확실히 분류할 수 없거나, 음운적 오류가 아닌 오류들은

기울임꼴로 표기하기로 한다. 점선 밑줄은 받아쓰기 평가 결과물에서 누락된 부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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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아래 소개된 표기 오류는 프랑스권 학습자가 한국어의

파찰음을 듣고, 정확히 구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찰음이

파열음 직후에 파열음과 조음점이 같은 마찰음이 이어져서 나는 자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ㅈ’이 ‘ㅅ’(마찰음)이나 ‘ㄷ’(파열음)으로 대치된오류를이해할수있다.

ㅈ *ㅉ 요쯤빨간색티셔즈가유행이에요. (받)

*ㅊ 정말촣아햅니다 & 중국"충국 (필) 

찬호씨덕분에이번휴가를츨겁게보내겠네요. (받)

마리는영화를촣아해서 극창에차주가요. (받)

기타 *ㅅ 오빠의십앞에있는바닷게에가요. (필)   

줄리엥은운정을할술모라요. (받)

*ㄸ 어띠에노무바빠서숙재를못했어요. (받)

ㅉ *ㅈ 어제시장에서잛은치마를샀어요. (받)

모르간은사진짂는것을좋아해요. (받)

*ㅊ 어제시장에서찰븐지마를샀어요. (받)

모르간은사진칙는것을좋아해요. (받)

ㅊ *ㅈ 9 월 말부터 10 월조까지 (과)

오늘액스에바라미많이불고주웠어요. (받)

어제시장에서짧은지마를샀어요. (받)

4) 비음과 유음: 앞서도 말했듯이, 프랑스어에는 비모음이 존재한다. 이 비모음으로

한국어의 종성에서만 나타나는 연구개 비음 [ㅇ]의 발음 교육을 도울 수는 있지만, 

‘ㅇ’이 ‘ㄴ’으로 대치되는 표기 오류에서, 프랑스어권 학습자가 이 음소를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한다는것을알수있다. 

‘ㄹ’의 탈락과 첨가는 한국어의 유음 /ㄹ/이 이음으로 실현되는 조건이 제대로 습득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프랑스어의 유음인 [l]은 음절 끝에서나, 모음

사이에서나항상 같은 음소로 실현된다. 

‘ㄴ’과 ‘ㅁ’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철자 « n »과 « m »은 한 음절내에서 연속적으로

배열될 시에는 - « nn », « mm » - 항상 하나의 음소로 실현된다 - [n], [m]. 하지만 음절과

음절의 경계에서는 이 철자의 연속된 배열들이 각각의 음소로 실현되나 -[nn] [mm]-, 그

차이는 미세하다 (ex. mammifère " mam.mi.fère [ma(m)/mi/fεʁ]). 이러한 프랑스어의

소리와 철자 관계의 간섭 작용이 아래 소개한 ‘ㄴ’과 ‘ㅁ’의 표기 오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ㅇ * ㄴ 마리가준국부터프랑스에서와요. (필)

마리의가족은일곱면입니다. (받)

ㄹ 탈락 탁구를치래요? (필)&(받)

레오는중구어를읽을줄모라요. (받) 

첨가 폴은시장에서싼 목걸리를샀어요. (받)

할라버지와할머니께서만프랑스에계세요. (받)

발이아파요"빨리아파요. (받)

ㄴ / 

ㅁ

첨가 할머니"알먼니 (받)

어머니"엄머니 (받)

3.2.2. 모음오류12

2.2 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한국어의 모음체계와 프랑스의 모음체계를 비교해보면, 

프랑스어에는 단모음 [ㅓ, ㅡ], [ㅓ]를 포함한 이중모음 [ㅕ, ㅝ], 그리고 [ㅢ]가 존재하지

                                                            
12 받아쓰기 평가 문장들은 학습자의 진도에 맞추어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ㅒ’, ‘ㅙ’, ‘ㅚ’,ㅞ’가 누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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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의 쓰기 결과물에서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음소들이 다른

음소들로 대치된 오류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어와 한국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음소들에대해서도대치오류들이 나타났다.

1) 한국어에만있는모음들과관련된표기오류

1.1) ‘ㅓ’ 혹은 ‘ㅓ’가속한이중모음(‘ㅝ’)이다른음소들로대치된경우

- 한국어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해요. "한국어시홈이 있어서공부어야해요. (필)

- 태어나셔서" 우리선생님께서는서울에서태오나셔서 한국을잘아세요. (필)

- 어제 친구들하고 버스로 콘서트에 갔어요. " 어제 친구들하고 보스로 콘서트에 갔어요. 

(받)

- 폴은 시장에서 싼목걸이를 샀어요. "폴은 시장에서 산목오리를사세요. (받)

-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 감기에 걸려서 병완에서 칠려를 바다서요.

(받)

1.2) ‘ㅡ’가 ‘ㅜ’로대치된 경우

- 버스 "버수 (필)

- 마리는 영화를 좋아해서 극장에 자주 가요. " 마리는 영화를 좋아해서 국장에 자주 가요. 

(받)

1.3) ‘ㅢ’가 다른음소들로대치된경우

- 마리의 (가족은일곱명입니다.) "  마리이, 마리에, 마리우리

모두 받아쓰기 평가에서 관찰된 오류들이다. 받아쓰기 평가의 문장들은 모두 두세 번

반복해서 읽어주었는데, 처음에는 음소 [ㅢ]를 ‘이’, ‘에’ ‘우리’로 표기하였으나, 두세

번에 걸친반복을통해, 학습자들이스스로올바르게 교정하였다.

2) 프랑스어와 한국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모음들과 관련된 표기 오류: 프랑스어와

한국어에 공통으로존재하는 [ㅗ]와 [ㅜ]를혼동한오류들도 관찰되었다.

- 제 동생은 떡국을 좋아하고 저는 불고기를 좋아해요." 제 동생은 떡곡을 좋아하고 저는

불고기를 좋아해요. (받)

- 크리스마스방학을가족하고보냈어요. "크리스마스 방학을가죽하고보냈어요. (받)

- 도서관에서같이 공부할래요? "도서관에서같이공보할래요? (받)

- 도서관에서같이 공부할래요? " 도서관에서같이궁부할래요? (받)

3) 프랑스어와 한국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모음들이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모음으로

대치된경우 (과잉 정정)

- 전통 "전텅 & 가족하고"가젹하고 (과)

-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감기에 커려서 병원에서 질려를 바닸어요. 

(받)

- 일본어 책이 책상 위에 있어요. " 일본어 책이 책상 회에 있어요 & 일번어 책이 책상 의에

있어요. (받)

- 아버지의 연세는 예순 아홉이십니다. "아버지의연세는 예슨아홉있습니다. (받)

- 찬호 씨 덕분에 이번 휴가를 즐겁게 보내겠네요. "  찬호 씨 덕분에 이번 유거를 즐겁게

보내겠네요. (받)

- 화장품 " 화정품(과), 프랑스" 프렁스(받), 극장"극정(받) :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음절

중성에 위치한 [ㅏ] ([a])다음에 종성 [ㅇ]이 온다는 것이다. 프랑스어에는 [a](중설모음)와, 

이와 비슷한 후설모음 [ɑ]가 있다. 그리고 이 후설모음 [ɑ]는 비음성을 가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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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ɑ]̃13). 앞서 말했듯이, 프랑스어의 비모음과 비교하여 한국어 종성 [ㅇ]의 발음 교육을 할

수는 있으나, 위에서 보다시피, 비음성을 가지는 모음이 프랑스어와 한국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표기에서오류가발생할 수도 있다.

        

3.2.3. 음운규칙과관련된오류

음운 변동과 관련된 오류들은 받아쓰기 평가의 결과물에서만 발췌하였다. 이러한 오류들은

대부분의 경우 발음상으로는큰문제가없다. 

1) 연음법칙

- 팔이 아파요. "  파리앞아요. (받)

- 마리의 가족은 일곱명입니다. "  마리의 가족은 읽업 명입니다. (받)

2) 된소리되기

- 집에서 약국까지 걸어서오분 걸려요. "  집에서 야꾹까지 거러서 오분걸여요. (받)

3) 거센소리되기

- 어제 너무바빠서숙제를못했어요. "  어제너무바빠서 숙채를 모태서요. (받)

4) 자음동화

- 비음화: 저는 대학교 삼학년이에요. "  저는 대학교 사망년/삼항년이에요. (받)

- 유음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서 질료를

받았어요. (받)

5) 구개음화

- (탁구를) 같이 (칠래요?) "가치, 가티, 까치 (받)  

4. 결론

프랑스어권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이 필기시험이나 쓰기 과제에서뿐만 아니라 받아쓰기

평가에서도 모국어 간섭 작용에 의한 음운적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음소들을 정확히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를 자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다시 말해, 프랑스어의 음운‛체’를 통하여 듣고, 해석하는 것이다. 물론이러한음운적 오류들은

학습자가 한국어를 계속하여 배워나감으로써 서서히 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예를

들었듯이, 교수자는 학습자가 잘못 지각한 외국어의 새로운 음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화석화(fossilization)’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음운적 오류의 화석화는

결과적으로 쓰기와 말하기에 있어서 상대방의 이해를 방해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된다. 이로써

초기 한국어 교육에서 음소 지각이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할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교수자는 한국어 음운 규칙에 대한 교육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받아쓰기 평가에

참여한 50 명의 학습자들 중 33 명 14 이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구분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귀에 비슷하게 들리는’ 모음들의 구분이 어렵다고 밝혔으며(ex. ㅗ – ㅓ), 발음하는

대로 표기하지 않는단어들을 적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낀다고밝혔다 (ex. 설날 [설랄]).

   

                                                            
13 한국인 화자들은 비모음 [ɑ]̃을 ‘엉’으로 발음하고 옮겨 적기도 한다. 
14 A1 단계학습자: 16 명 & A2 단계학습자: 17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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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한국어 음소 지각 교육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수자가 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경우에 따라) 한국어 음소들의 조음 방법 또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받아쓰기 평가에 참여한

한 학습자는 한국어의 음소를 발음할 때, 발성 기관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밝혔다. 교수자가 학습자의 모국어 음운 체계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학습자의 음운적 오류의 원인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학습자의 모국어 음운 체계와

한국어 음운체계를비교하여 설명할 수있으므로, 학습자의 이해도를높일수 있다.

김현주(2011:57)는 한국인프랑스어학습자들이 프랑스어 음소를 올바르게구분하고발음할

수 있도록, 문맥화된 최소대립어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한국어의 음소 지각

교육에도 효과를 줄 것이라 생각된다. 단어 수준의 최소대립어를 독립적으로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ex. 달-탈-딸 / 불-풀-뿔), 최소대립어가 포함된 문장들을 소개하되15, 놀이의 형태로

수업에 적용시켜 초급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것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문장들을 받아쓰기

활동에도 활용하여, 문제가 되는 음소들을 올바르게 지각하는 연습도 하게 해줘야 한다.

받아쓰기 후에는 학습자의 표기 오류를 교수자가 발음해 줌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 오류를

인지하고 확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음소들과 관련된 오류

개선뿐만 아니라, 3.2.2 장의 2)와 3)에 해당하는 오류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것으로예상된다.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은 학습자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모국어에 비슷한 음운 변동 현상이 있는지 알아보고, 비교 설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결석을 뜻하는 프랑스어 « absence » [apsɑs̃]의 철자 « b »는 뒤따라오는 « s »에 의해

[b]가 아닌 [p]로 발음되며 - 이는 한국어의 된소리되기와 비슷하다16 -, 프랑스어의 2 인칭

대명사 « tu » [ty]의 음소 /t/는 뒤따라오는 전설모음 [y]에 의하여 구개음화 되어 발음되는

경우가 흔하다.

한국어의 형태소는 음운 변동 현상에 의해 발음이 달라져도, 대부분의 경우 표기에서는

변함이 없으므로17, 음운 변동에 의해 발음은 달라졌으나 표기가 같은 단어(혹은 형태소) (ex. 

넘어 - 넘고), 그리고 그 반대로 발음은 같으나 표기가 다른 단어(혹은 형태소) (ex. 같이 -

가치)들이 포함된 문장들을 소개하고, 발음과 표기의 관계를 문맥과 함께 파악하게 하는 것이

음운 변동현상과관련된표기오류를줄이는데 도움이 될것이라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필기시험, 쓰기 과제, 그리고 받아쓰기 평가 결과물을 통해, 프랑스어권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대표적인 음운적 표기 오류를 소개하고, 이러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어 음소 지각과 음운 변동 현상 이해에 초점을 둔 교육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어권 초급 학습자들의 음운적 표기 오류들을

질적으로만 분석하여, 양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오류들이 더 빈번한지 알아보지는 못하였다. 좀

더 정확한 오류 양상의 파악을 위해서, 앞으로 음운적 표기 오류의 양적 연구도 행해져야 할

것이다. 

                                                            
15

최소대립어는 한 문장 안에 제시하거나, 두 문장의 동일한 위치에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리는

시장에서 산 싼 목걸이를 했어요.» 혹은 «시장에서 꿀을 샀어요. – 시장에서 굴을 샀어요.»와 같은

문장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반드시 최소대립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학습자가 구분에 있어 어려워하는

음소들이 반복적으로 포함된 문장들도 소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 시장에서 비싼 치마를 샀어요.»와

같은 문장이 이에 해당한다.  
16 앞서말했듯이, 프랑스어의 [p, t, k ]는한국어의된소리인 [ㅃ, ㄸ, ㄲ] 에가깝게발음된다.
17 예를 들면, 불규칙 동사의 어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0

정영호(2010:21)는 한국인 중학생들의 발음 및 표기 오류를 분석한 후, 음소 교육은 정확한

발음뿐만 아니라 올바른 표기를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와 표기 오류의 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발음과 표기를 연계한 한국어 교육 방안

또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발음과 표기 오류

개선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발음-표기를 연계한 교육 방안

개발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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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학습자들의 표기 오류와 교육 방안

- 프랑스인 초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부록 1

받아쓰기 평가에 사용된 문장들은 다음과 같다. 모든 문장은 교재에 나오는 문법과 어휘로

구성되어있으며, 기울임꼴문장들은 A2 단계의학생들에게만주어진문장에해당한다. 

- 2018년 1월마지막주에시행된받아쓰기평가문장:

1. 팔이아파요.

2. 발이아파요.

3. 마리의가족은일곱명입니다.

4. 할아버지와할머니께서만프랑스에계세요.

5. 거기에서학교까지지하철로가요.

6. 집에서약국까지걸어서오분걸려요.

7. 탁구를같이칠래요?

8. 저는대학교삼학년이에요.

9. 레오는중국어를읽을줄몰라요.

10. 마리는영화를좋아해서극장에자주가요.

11. 어제친구들하고버스로콘서트에갔어요.

12. 감기에걸려서병원에서진료를받았어요.

13. 크리스마스방학을가족하고보냈어요.

14. 오늘은날씨가너무더워요.

15. 줄리엥은친구들한테이메일로사진을보냈어요.

- 2018년 2월첫째주에시행된받아쓰기평가문장:

1. 오늘액스에바람이많이불고추웠어요.

2. 도서관에서같이공부할래요?

3. 어머니의연세는쉰일곱이십니다.

4. 아버지의연세는예순아홉이십니다.

5. 일본어책이책상위에있어요.

6. 약국에서학교까지지하철로십분걸려요.

7. 레오는어제자동차를샀어요. 

8. 그자동차가쌌어요.

9. 줄리엥은운전을할줄몰라요. 그래서지하철을타요.

10. 어제너무바빠서숙제를못했어요.

11. 폴은시장에서싼목걸이를샀어요.

12. 파리에눈이많이와서길이많이막혔어요.

- 2018년 2월둘째주에시행된받아쓰기평가문장:

1. 오늘날씨가따뜻해서등산을하러갈거예요. 거기에지하철을타고가요.

2. 제동생은떡국을좋아하고저는불고기를좋아해요.

3. 모르간은사진찍는것을좋아해요.

4. 어제시장에서짧은치마를샀어요.

5. 찬호씨덕분에이번휴가를즐겁게보내겠네요.

6. 요즘빨간색티셔츠가유행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