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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외국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외국어의 소리를 듣고 발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잘못된 발음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듣기 학습에 부정적 요인이 된다. 

한국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발음이 아주 중요한 언어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거기’와 ‘고기’, ‘게’와 ‘개’의 발음을 구별하지 

못 하면 의사소통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Brown(2002)은 성인 학습자가 모국어 화자와 같은 발음 수준

에 이루기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초급 단계 

한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발음 수준에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터키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의 기초가 되는 한국어 발

음듣기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터키 학습자들이 초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발음에 초첨을 맞추고자 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터

키어와 한국어의 음운론적 대조 분석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발음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음운적 학습 내

용을 초금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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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키어와 한국어의 음운론적 대조 분석 

 

이 장에서는 대조 분석의 목적은 두 언어를 상호 대조하여 언어

학적 공통점보다 차이점을 찾아내는 데 있다. 터키 학생들에게 새로

운 언어인 한국어의 습관을 형성해주는데 있어 두 언어간의 차이점

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터키어와 한국어의 음운 

구조를 대조하여 두 언어의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발음학

습에서의 난점을 예측, 설명하고자 한다. 

 

2.1. 모음  

2.1.1. 한국어의 모음  

한국어의 모음은 혀의 최고점의 전후 위치에 따라 전설, 후설 모

음으로 구별되고 혀의 높이에 의해 고, 중, 저 모음으로 나뉘며 입술

의 모양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으로 분류된다.  

 

 전설 중설 후설 

고모음 [i] 이        [y] 위 

 

[ɨ] 으 [u] 우 

중모음 [e] 에        [ø]외 

 

[ə] 어 [o] 오 

저모음 [ɛ] 애 [a] 아  

<표 1> 한국어의 모음 체계(이기문 외, 1984)  

 

① 전설모음  

전설고모음 /ㅣ/ [i] : 한국어의 /ㅣ/는 입술을 양옆으로 펴고 전

설을 경구개에 바짝 접근시켜 조음한다.  

  <예> 이익, 기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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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중고모음 /ㅔ/ [e] : 입술을 옆으로 조금 펴고 전설을 경구

개에 바짝 접근시켜 조음한다.  

  <예> 에워싸다, 그런데, 데다  

전설중저모음 /ㅐ/ [ɛ] :  <예>  애국, 재료, 배  

원순 전설 고모음 /ㅟ/ [y] :  <예>  위기, 귀, 쥐, 쉬다  

한국어에 있어서 /ㅟ/는 환경에 따라 원순 전설 고모음 [y] 로 

발음되기도 하고, 이중모음 [wi]로 발음되기도 한다(이호영, 

1996:109). 

원순 전설 중고모음 /ㅚ/ [ø]: <예>  외교, 뇌, 괴담  

한국어에 있어서 /ㅚ/는 환경에 따라 원순 전설 고모음 [ø]로 발

음되기도 하고, 이중모음 [we]로 발음되기도 한다(이호영, 

1996:121) . 

② 중설모음  

중설 저모음 /ㅏ/ [a]    <예>  아래, 아마 

중설 고모음 /ㅡ/ [ɨ]    <예>  으깨다, 음식, 그대 

중설 저모음 /ㅓ/ [ə]    <예>  어머니, 서울 

③ 후설모음  

원순 후설 고모음 /ㅜ/ [u]    <예>  우유, 무 

원순 후설 중고모음 /ㅗ/ [o]  <예>  옥, 고래 

④ 이중 모음  

한국어는 [j]계 이중 모음과 [w]계 이중 모음 그리고 [ɰ ]계 이

중 모음으로 나뉜다.  

[j]계 이중 모음은 /ㅑ, ㅕ, ㅛ, ㅠ, ㅖ, ㅒ/, 

  <예>  야외, 여가, 담요, 유리, 예술, 얘기 

[w]계 이중모음은 /ㅘ, ㅝ, ㅞ/, /ㅚ, ㅟ, ㅙ/, 

  <예>  기와, 부러워, 외국, 위선, 왜 

[ɰ]계 이중 모음은 /ㅢ/이다.   <예>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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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터키어의 모음  

 전설 중설 후설 

고모음 [i] i   [y] ü    [ɨ] ı  [u] u 

중모음 [e] e     [ø]ö  [o] o 

저모음  [a]a  

<표 2> 터키어의 모음 체계(Ergenç İclal,1989:11) 

 

터키어 모음은 발성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전설모음

과 중설 그리고 후설모음으로 구별되고, 상악과 하악의 개폐의 정도

에 따라 개모음과 폐모음으로 나뉘며 발음시의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으로 분류된다. 

① 전설모음  

폐모음, 평순 모음 /i/ [i]   

  <예> kim[kim] (누구), İstanbul[istanbul], iş[iš] (일)  

개모음 평순 모음 /e/ [e]  

  <예> ne[ne] (무엇), el[el]  (손)  

개모음 평순 모음 /e/ [ɛ]  

  <예> ekmek[ekmɛk](빵), iğne[iːnɛ] (바늘)  

터키어에는 개모음 평순 모음 /e/가 세 개 있지만 이 두 음이 가

장 많이 쓰인다.  closed [e] / open [ɛ](Ergenç İ, 1997:20).  

개모음 원순 모음 /ö/ [ø]  

  <예> örnek[ørnek] (예), göl[gøl] (호수)  

폐모음 원순 모음 /ü/ [y]  

  <예> Ütü[yty] (다리미), güzel[gyzel] (아름답다)  

② 중설모음  

폐모음 평순 모음 /ı/ [ɨ]  

  <예> ışık[ɨšɨk](빛), ısı[ɨšɨ] (온도)  

개모음 평순 모음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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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ana[ana](어머니), adam[adam](남자)  

③ 후설 모음  

폐모음 원순 모음 /u/ [u]  

  <예> uzun[uzun] (긴), uçak[učʰak] (비행기)  

개모음 원순 모음 /o/ [o]  

  <예> kol[kol] (팔), ordu[ordu] (군대)  

 

2.1.3. 모음 대조  

한국어와 터키어에는 여덟 개씩의 단순모음1이 있다. 

터키어에는 전설/후설, 원순/비원순 모음이 정확하게 쌍을 이루

나, 한국어는 그렇지 못하다. 터키어에는 이중 모음이 존재하지 않

는다. 

ⓛ 전설모음 

터키어 모음/i/와 한국어 모음 /ㅣ/, 터키어 모음/e/와 한국어 모

음 /ㅔ/는 조음상 서로 비슷하다. 

터키어에서 /e/ 모음이 [e]와 [ɛ]의 변이음을 가지고 있지만 가

장 많이 쓰이는 음은 [e]다. 터키 학생들에게 /ㅔ/와 /ㅐ/를 가르칠 

때 터키어의 예를 들고 두 음의 차이를 인식시키는 것이 좋다. 

한국어 폐모음 원순 모음인 [ø]음이 한국어에서는 환경에 따라 

원순 전설 중고모음 [ø]로 발음되기도 하고, 이중 모음 /we/로 발음

되기도 하지만, 터키어에서는 원순 중고모음으로만 발음된다. 

개모음 원순 모음인 [y]음이 한국어에서는 환경에 따라 원순 전

설 고모음 [y]로 발음되기도 하고, 이중 모음 /wi/로 발음되기도 하

지만, 터키어에서는 원순 전설 고모음으로만 발음된다. 

② 중설모음  

                                                 
1 한국어에는 단순 모음이 8 개인데, 이중모음 /ㅚ/와 /ㅟ/는 음성 환경에 

따라 단순 모음 [Ø]와 [y]로 발음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이들을 단순 

모음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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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어 모음/a/와 한국어 모음 /ㅏ/ 그리고 터키어 모음 /ı/와 한

국어 모음 /ㅡ/ 는 조음상 서로 비슷하다.  

③ 후설모음  

터키어 모음/o/와 한국어 모음 /ㅗ/로 조음상 서로 비슷하다. 

/ㅓ/[ə] 음은 터키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ㅓ/와 /ㅗ/처럼 혀의 

높낮이는 같고, 입술의 모양에 의해 변별되는 경우에는 두 소리의 

차이가 크지 않다. /ㅓ/ 발음과 가장 가까운 음으로 터키어에는 

/o/[o]와 /ı/[ɨ]가 있다. 

 

2.2. 자음 

한국어와 터키어의 자음을 대조해 보면 일반적으로 터키어는 21

개의 음소로, 한국어는 19 개의 음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아래에서 조음의 방법과 위치에 따라 분류된 한국어와 

터키어 자음의 음운론적 특성을 살펴보겠다. 

 

2.2.1. 한국어의 자음  

한국어의 자음체계는 다음의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조음위치와 조음방식 양순음 전설음 후설음 성문음 

평음 ㅂ ㄷ ㄱ   

경음 ㅃ ㄸ ㄲ   파열음 

유기음 ㅍ ㅌ ㅋ   

평음   ㅈ     

경음   ㅉ     파찰음 

유기음   ㅊ     

평음   ㅅ     

장애음 

마찰음 

경음   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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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음       ㅎ 

비음 ㅁ ㄴ ㅇ   
공명음 

유음   ㄹ     

<표 7> 한국어의 자음 체계(배주채, 1996)  

 

① 파열음  

/ㄱ, ㄲ, ㅋ/ [g, k’, kʰ]  

/ㄷ, ㄸ, ㅌ/ [d, t’, tʰ]  

 /ㅂ, ㅃ, ㅍ/ [b, p’, pʰ]2  

한국어의 파열음은 조음 자리에 따라 양순음 /ㅂ, ㅃ, ㅍ/, 치(조)

음 /ㄷ, ㄸ, ㅌ/, 연구개음 /ㄱ, ㄲ, ㅋ/으로 나누고, 긴장과 기의 유무

에 따라 무기 연음 /ㅂ, ㄷ, ㄱ/, 유기경음 /ㅍ, ㅌ, ㅋ/, 그리고 무기 

경음 /ㅃ, ㄸ, ㄲ/으로 나눈다(이호영, 1996:71).  

한국어 파열음은 긴장성과[k’, t’, p’],  기음성[kʰ, tʰ, pʰ]으로 

대립하며 유성성은 환경에 따라 실현되는 변이음에 불과하다.  

  <예> 가다, 까치, 칼 /ㄱ, ㄲ, ㅋ/  

        담, 땀, 탈     /ㄷ, ㄸ, ㅌ/  

        방, 빵, 파리   /ㅂ, ㅃ, ㅍ/  

② 파찰음  

/ㅈ, ㅉ, ㅊ/ [č, č’, čʰ ]  

한국어에는 세 개의 파찰음 /ㅈ, ㅉ, ㅊ/이 있으며, 모두 경구개

에서 조음된다. 

  <예>  잠자리, 짜다, 참나무 

③ 마찰음  

/ㅅ, ㅆ/ [s, s'],  /ㅎ/ [h] 

                                                 
2본 연구에서는 ‘//’를 음소 기호, ‘[]’를 음성 기호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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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는 세 개의 마찰음 /ㅅ, ㅆ/, /ㅎ/이 있다. 마찰음은 조음 

자리에 따라 치(조) 마찰음 /ㅅ,ㅆ/과 성문마찰음인 /ㅎ/으로 나누고, 

조음 기관의 긴장도에 따라 연음인 /ㅅ,ㅎ/과 무기 경음인 /ㅆ/으로 

나눈다. 

  <예>  스물, 쓰다, 하늘 

④ 비음 

/ㄴ, ㅁ, ㅇ/ [n], [m], [ŋ] 

한국어에는 세 개의 비음 /ㄴ, ㅁ, ㅇ/이 있다. 한국어의 비음은 

조음 자리에 따라 양순음 /ㅁ/, 치(조)음 /ㄴ/, 연구개음 /ㅇ/으로 나

눈다.  

  <예>  논, 몸, 영어 

⑤ 유음  

/ㄹ/ [l], [r]  

한국어의 유음은 /ㄹ/ 하나 밖에 없는데, /ㄹ/은 환경에 따라 [r]

계 탄설음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l]계 설측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두 언어간에 큰 차이가 없다.  

  <예> [r ] : 오리 [ori], 도로[doro]  

        [l] : 길 [gil], 열[yol], 설날[səllal] 

 

2.2.2. 터키어 자음  

터키어의 자음은 일반적으로 21 개의 음소로 이루어져 있다.  

전설성 후설성 

변별적 자질 
양순

성 
정지

성 

파찰

성 
마찰성 

정지

성 

마찰

성 

후두

성 

무성 p t čʰ f s š k  h
장애성 

유성 b d cj v z sj g j,ğ  

항성 비성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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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l    

떨림

성 
  r    

<표 8> 터키어의 자음 체계 (Ömer Demircan, 1979:67)  

① 파열음  

/g, k/[g, k], /d, t/[d, t], /b, p/[b, p] 

터키어에는 6 개의 파열음 즉, 양순음으로 [b, p], 치경음으로 

[d, t], 연구개음으로 [g, k]가 있는데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서로 짝

지어진다.  

  <예>  양순음  [b, p] bel[bel] (허리), pil[pil] (건전지)  

        치경음  [d, t] dağ[daː] (산), at[at] (말)  

        연구개음 [g, k] git[git]-(가다), güz[gyz] (가을)  

② 파찰음  

/c, ç/ [cj, čʰ] 경구개음(palatal)  

  <예>  cam[cjam] (유리), çam[čʰam] (소나무)  

③ 마찰음  

/f, v/[f, v], /s, z/[s, z], /ş, j/[š, sj], /h/[h]  

터키어의 마찰음은 /f, v/순치음(labio-dental), /s, z/ 치음

(dental), /ş, j/ 경구개음(palatal), /h/후음(glottal)의 7 개로 구분된

다. 마찰음 /f, v, ş, z, j/는 터키어에만 존재하며 한국어에는 없는 

음이다.   

  <예>  

순치음   /f, v/ fare[fare] (쥐), var[var] (있다),  

치음     /s, z/ ses[ses] (소리), zarf[zarf] (봉투),  

경구개음 /ş, j/ şaka[šaka] (농담), jilet[jilet] (면도칼)  

후음     /h/ hıçkırık[hɨčɨkɨrɨk] (딸꾹질)  

④ 비음  

/n, m/ [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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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어의 비음은 치음(dental)인 [n], 그리고 양순음(bilabial)인 

[m] : /n, m/의 두 개다. 터키어에는 한국어의 ‘/ㅇ/[ŋ]’ 음이 없다.  

  <예>  nesil[nesil] (세대), melek[melek] (천사)  

고대 터키어에는 /ㅇ/ 발음이 있었지만3 현대 터키어에는 없어서 

터키인이 이 발음을 익힐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제 2 장

의 음운적 오류 분석에서도 확인하였다.  

⑤ 유음  

/l, r/ [l, r ], /ğ/ [ğ], /y/ [j]  

/l/은 측음이고 /r/은 진동음이다. /ğ/ [ğ], /y/ [j]는 후설 자음에 

들어간다.  

  <예> sel[sel](홍수), lamba[lamba](등, 정구)  

        resim[resim](그림), bir[bir](하나)  

/ğ/[ğ]는 첫째 자음 앞에나 어말에 있을 때 선행하는 모음을 장

음으로 만들면서 자신의 소리값을 잃는다.  

  <예>  çığ[čɨğː](눈사태), ağrı[aːrɨ](아픔) 

둘째, 두 개모음이나 두 폐모음 사이에 있을 때 두 모음도 길게 

발음된다.  

  <예> düğüm[dyːm] (매듭)  

/y/[j]는 어두나 자음 뒤에서는 [j]로 발음된다. 전설모음과 자음 

사이에 끼이면 장음화되기도 한다.  

  <예>  yıl[jɨl] (년(年)), yüz[jyz] (얼굴)  

 

2.2.3 자음 대조  

 

        조음 위치 

  

양순 

bilabial 

순치 

labiodental 

치경 

alveolar

구개 

palatal

연구개 

velar 

성문 

glottal 

                                                 
3 Lars J. and Éva Á.C.(1998:20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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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음 방법 çiftduda

ksıl 

dişdudaksıl dişyuvasıl damaksıl artdamaks

ıl 

gırtlaksıl

터키 유성음 

  무성음 

b 

p 
  

d 

t 
  

g 

k 
  

파열음 

stops 

kapantılı 

한국 연음 

  유기음 

  경음   

b 

pʰ 
p’   

  

d  

tʰ 
t’  

  

g 

kʰ 
k’ 

  

터키 유성음 

  무성음 
      

cj 

čʰ
    

파찰음 

affricates 

yarıkapantı 

한국 유기음  

  무기음 

  경음  

      

č  

čʰ
č’ 

    

터키 유성음 

  무성음 
  

    

f 

z 

s 

sj 

š 
  

   

h 
마찰음 

fricatives 

sürtüşmeli 
한국 연음 

  경음 
    

s 

s’  
    

h 

  

터키 유성음     l, r       유음 

laterals 

yanünsüz 
한국 유성음       l, r       

터키 유성음 m    n       비음 

nasals 

genizsil 
한국 유성음   m   n   ŋ   

터키 유성음   v   j     반모음 

glides 

yarıünlü 
한국 유성음   

  

  
  j w, 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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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한국어와 터키어 자음 대조4 

한국어와 터키어의 자음을 대조하는 자음 도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차이를 알 수 있다.  

터키어의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유성과 무성의 대립을 이루

고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같은 위치의 파열음과 파찰음에서 유성과 

무성의 대립이 없다. 결국 터키어에서는 유성(voiced)이 뜻의 차이

를 가져오는 변별적 자질이 되며, 긴장성([k’], [t’], [p’] 등)이 없

다.    

한국어의 파열음과 파찰음은 기음(aspiration)과 경음(fortis)으

로 대립을 이루는 체제(體制)이다.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성문(聲門)

이 긴장의 변별적 자질이지만, 터키어에서는 긴장과 기음이 별개의 

음소를 만들지 못하므로 잉여자질이 된다. 마찰음 /f, v, z/는 터키

어에만 존재하고 현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음이다.  

① 파열음  

터키어에는 일반적으로 6 개의 파열음, 즉 양순음(bilabial)으로 

/p, b/, 치경음(alveolar)으로 /t, d/, 연구개음(velar)으로 /k, g/가 

있으며, 조음시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서로 짝지어진다. 이에 비해서 

한국어에는 비슷한 조음 위치를 갖는 파열음이 연성, 기성, 경성에 

의한 변별적 자질을 이루며, 무성음으로는 [k, k’, kʰ], [t, t’, tʰ], 

[p, p’, ph] 등이 있다.  

② 파찰음  

터키어의 파찰음에는 무성 파찰음 [č]/c/와 유성 파찰음 [čʰ]/ç/

가 있으나 한국어 파찰음에는 근본적으로 [č]/ㅈ/, [č’]/ㅉ/, [čʰ]/

ㅊ/ 3 개가 있다.  

③ 마찰음  

                                                 
4한국어 자음은 배주채(1996;46), 터키어 자음은 Demircan, 

Ömer(1979:67～79)을 참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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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어의 마찰음에는 순치음(labio-dental) [f, v], 치경음

(alveolar) [s, z], 경구개음(alveo-palatal) [š, sj]가 있는데 이는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짝지어진다. 터키어에는 7 개의 마찰음이 있

는데 비해 한국어에는 연음(lenis) [s]/ㅅ/와 경음(fortis) [s’]/ㅆ/

이 있다.  

④ 유음  

한국어의 유음(/ㄹ/)은 터키어의 측음/l/(lateral) 그리고 전동음

/r/(trill)과 비슷하다.  

⑤ 비음  

터키어의 비음에는 유성음 /n, m/ 이 있으며 한국어에는 /ㄴ,ㅁ,

ㅇ/ [n, m, ŋ]이 있다. 터키어에는 [ŋ]/ㅇ/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접하는 학생들은 발음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제 2

장의 음운적 오류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위의 자음 대조 표를 보면, 한국어에서는 장애성 자음들이 연성, 

경성, 기성의 세 소리로 구분되는 반면에, 터키어에서는 무성과 유

성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따라서 터키어에서는 유성과 무성이 변별

적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유기와 무기가 변별적이다.  

한국어에 있어서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음 /ㄲ,ㄸ,ㅃ,ㅆ,ㅉ

/이 터키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 2 장의 음운적 오류 분석에서

도 터키 학생들이 평음과 경음 그리고 격음(예: /ㄱ/, /ㄲ/, /ㅋ/)등으

로 인해 이들 음운을 철자와 잘 구분하지 못하고 오류를 범한 예가 

많았다. 터키어에는 경음이 없지만 모음 뒤에 오는 경음처럼 들리는 

예들이 터키어에 있다. 따라서 경음을 가르칠 때 먼저 모음 뒤에 오

는 경우의 예를 들어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모음 받침의 경우  

한국어  <예>  이따금, 가끔, 재떨이, 가짜, 바짝, 비싸다, 새까

맣다  

터키어  <예>  ciddi, kubbe, cadde, hisse, iddia, okka, takke  



초급 터키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지도 

 -90- 

자음 받침의 경우  

한국어  <예>  진짜, 들깨, 콩떡, 반짝, 밥쌀, 건빵  

터키어  <예>  없음  

첫소리일 경우  

한국어  <예>  빵, 찌그러진, 깔끔하다, 따뜻하다, 뚱뚱하다  

터키어  <예>  없음  

 

3. 음운적 학습 내용  

 

발음 학습에 있어서, 모음 및 자음 체계를 볼 때 한국어는 터키

어보다 그 수가 많아서 터키 학생들에게 변별하기 어려운 음이 많

다. 이런 음소를 설명할 때 그 자체의 음성 자질만이 아니라 체계 속

의 위치를 설명하거나 터키어에 있는 유사한 음소와의 비교로 그 

성격을 이해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음지도의 학습 내용을 제 2 장의 대조 분석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1 급의 음운적 학습 내용5  

1 급에서 한국어의 모든 발음을 가르치고 터키 학생들이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발음들을 모아서 이를 중점적으로 연습시킨다. 단어 

속에서의 음운 변화, 즉 한글 표기와 발음이 많이 다른 예를 모아 이

를 반복 연습시킨다.  

① 모음의 식별  

/ㅓ/와 /ㅗ/ : 2 장 음운론 대조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ㅓ/와 /ㅗ/

음은 혀의 높낮이는 같고, 단지 입술의 모양에 의해 변별되는 경우

에는 두 소리의 차이가 크지 않다. /ㅓ/[ə]의 발음에 가장 가까운 음

                                                 
5 1 급의 음운적 학습 내용은 1 급의 기본 학습 목표에서 1, 2, 3 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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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터키어에는 /o/[o]와 /ı/[ɨ]가 있다. /ㅓ/[ə]를 가르칠 때 터키어

의 /o/[o]와 /ı/[ɨ]를 이용하여 훈련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다.  

/ㅔ/와 /ㅐ/ : 대부분 학생들이 /ㅔ/와 /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류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오류는 혀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전나영, 

1993:156). 먼저 학생들에게 터키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e/[e] 

발음을 자세하게 이해시킨 다음에 /ㅐ/[e]를 터키어로 예문을 들어 

가르치고, /ㅐ/는 /ㅔ/보다 입을 크게 벌려 혀의 높이를 낮추어 발음

해야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ㅚ/, /ㅙ/, /ㅞ/ : 이중모음은 교육상 큰 어려움이 없지만 특히 홀

소리 /ㅚ/, /ㅙ/, /ㅞ/발음의 예를 들어 자주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것이 좋다. 한국어 /ㅚ/는 환경에 따라 원순 전설 중고

모음 [ø]로 발음되기도 하고, 이중모음 [we]로 발음되기도 한다(이

호영, 1996:121). 터키 학생들은 /ㅚ/의 [ø] 발음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ㅚ/와 /ㅔ/, /ㅚ/와 /ㅙ/ 그리고 /ㅞ/발음들을 제대로 구별하

지 못한다.  

② 자음의 식별  

평음, 경음, 격음 : 평음과 격음의 차이를 인지시킨 후 평음과 경

음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터키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자음은 터키어에 

존재하지 않는 발음(/ᄁ/[k'], /ᄄ/[t'], /ᄈ/[p'], /ᄊ/[s'], /ᄍ/[č'])

들이다. 평음과 격음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평음과 경음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 보다 비교적 쉽다. 경음의 경우 특히 모음보다는 자음 

받침의 뒤에 위치하거나 첫소리로 발음을 할 때 유난히 어려움을 

겪는다. 왜냐하면 터키어에는 경음이 없지만 모음 뒤에 오는 경음처

럼 들리는 예가 있기 때문이다. 경음을 가르칠 때 먼저 모음 뒤에 오

는 경음의 예로부터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모음 받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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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따금, 가끔, 재떨이, 가짜, 바짝, 비싸다, 새까맣다,  

터키어 <예>  ciddi(지띠)    한국어 <예>  쥐띠  

              hisse(힛세)                  비싸다  

              kubbe(쿱베)                 예쁘다  

/ㅇ/받침 : 터키어에는 [ŋ]/ㅇ/ 발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를 접하는 학생들은 발음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학생들은 자음 

/ㅇ/발음을 /ㄱ/이나 /ㄴ/에 가까운 소리로 듣고 발음한다.          

③ 연음 법칙 <예>  밥이 → [바비]  

   겹받침    <예>  옳다 → [올타]   

   모음조화  <예>  먹다 + -아/어/여요 → 먹어요.  

④ 억양  

천천히 발음하면 한국어 억양의 재생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합쇼’ 체와 ‘-해요’ 체의 억양을 구분할 수 있게 한다.  

⑤ 자음동화  

   유음화   <예> 신라 → [실라]  

⑥ 구개음화  <예> 같이 → [가치]  

   격음화    <예> ㅂ+ㅎ → ㅍ  

⑦ /ㄹ/ 생략  <예> 팔다+(으)ㅂ니다 → 팝니다  

 

 (2) 2 급의 음운적 학습 내용  

① 자음의 식별  

경음 /ᄁ/, /ᄄ/, /ᄈ/, /ᄊ/, /ᄍ/ : 한국어를 4 년간 배운 학생조차

도 자음 받침 뒤의 경음일 경우와 첫소리가 경음일 경우 제대로 음

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1 급에서뿐만 아니라 2 급에서도 계속해서 

연습시켜야 한다.  

/ㅇ/ 받침 :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ㅇ/ 받침의 연습을 1 급에서뿐

만 아니라 2 급에서도 해야 한다.  

② 모음의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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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의 장단(長短)으로 인해 나타나는 의미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서 인식시킨다.  

  <예>   밤ː을 먹다    밤이 깊다  

③ 음운 규칙, 경음화와 유성음  

  <예>  국밥→[국빱]  

   모음 조화와 자음 접변  

   두음 법칙  

④ 억양  

‘-해요’체와 ‘해’체의 억양 연습, 특히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과 청유문의 억양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게 한다.  

⑤ 개별 음운의 정확한 발음  

 

4. 맺음말 

 

외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은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항목이다. 

외국어 학습자의 현실적인 목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

이지만 이상적인 목표는 원어민과 가까운 자연스러운 발화를 하는 

것이다. 

발음 교육은 음성학과 음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지도의 응용하는 분야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터키어와 한국어

를 음운론적으로 대조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습 내용을 모색하

였다. 터키 학습자들은 한국어 발음을 할 때 생긴 오류는 대부분 두 

언어의 자음이나 모음 차이에서 비롯된다. 초급 과정에서 이러한 오

류를 바로잡기 위해 발음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어 

이론적인 부분이 점점 보완되고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어 보

다 효과적인 발음 교육이 이루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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