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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권 학습자의 종성유음 /ㄹ/ 발음 확립을 위한 한국어발음 교수방안
– 조음음운치료를 접목한 온라인 화상 발음 교육 –
홍성미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글로벌한국학과

1. 서론
목적: 중국어권 학습자의 종성 유음의 오류를 파악하고 이를

2. 연구 방법
<표 1> 연구 대상자 정보

바탕으로 조음음운치료 원리를 적용한 한국어 발음 교육의 새
로운 교수 학습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 중국어권 학습자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 차이 때문
에 종성 유음/ㄹ/의 발음이 어렵다(양순임, 2005;범류, 2006;;

김부영·권성미, 2013;이수연,2020). 이에 중국어권 학습자의
종성 유음 /ㄹ/발음에 대한 오류를 분석하고 특성을 파악한
발음 교육 방법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음운체계

[종성 발음 평가]

[일대일 화상 발음 교육]

에 부재한 음운들에 대해 새로운 소리로써 하나의 음운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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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 조음음운평가(U-TAP)

시키고, 정확한 발음을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조음음운

➢ A(480분), B(960분)

➢ 종성 평가문항

치료 원리를 활용하고자 한다(김수진·신지영, 2009).

C(600분), D(780분)

3.1 화상 한국어 발음 교육

➢ 자극반응도

3.2 종성 유음 발음 교수 모형

<표 2> 종성 유음 발음 교수 모형
<그림 1> 종성 유음 음절의 분절과 합성 원리

4. 연구 결과
<그림 2> 사전 사후 종성 자음 정확도

➢ 외국인 학습자의 종성 발음에 대
한 사전-사후 평가 결과를 분석하

였을 때 한국어발음 교육의 효과
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4.405, p<0.05)
➢ 종성 평가 문항의 평균 자음정확
도는 사전평가 65%, 사후평가

87%로 사후평가의 평균이 22%
정도 높았다.
<표 3> 한국어 발음평가 사전·사후 대응표본 t 검정

5. 결론
➢ 첫째, 외국인 학습자의 화석화된 발음의 교정을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오류 현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한 교정을 통해 목표 음소의 확립이 선행되어
야 한다.
➢ 둘째, 외국인 학습자가 발화하는 순간에 자신의 말소리를
듣고 정확한 발음과 잘못된 발음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음운 체계로써 목표음소를 범주
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 셋째, 조음음운치료원리의 다양한 치료기법들이 학습자들
의 화석화된 발음오류를 수정하고 자음정확도를 향상시키
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