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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상황에서 동작할 수 있는 웹 앱을 이용하여 한 로 어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어 

단어와 문장 자사 을 설계하고 개발하 다. 데이터베이스는 어단어, 한  발음기호와 그림, 어휘 정의, 음성 

일, 문장들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본 어 학습시스템은 HTML5와 m-Bizmaker 소 트웨어 툴을 사용하여 개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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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Web App that operates in a mobile device. Also, we designed and developed 

an electronic dictionary of English words and sentences are  expressed by English  pronunciation with hangeul. 

The database using English words, Hangeul code with pictures, vocabulary definitions, speech sound files, and 

many sentences are created in this system. We developed the English learning system using HTML5 and 

m-Bizmaker software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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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몇 년간 모바일 기술의 성장은 모바일 장비 

이용의 증가를 가져왔고 산업 반에 용되어 스마

트시 를 이끌어 가고 있다
[1-3]. 이는 원격학습에도 새

로운 근 기회를 열어 주었다. 재 한국에서는 어

를 공하지 않은 일반인들까지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어 학습법에 하여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 일반

으로 한국인의 어학습은 학교, 어 교육원, 어 

방송,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CAI(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로그램
[4,5] 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에서 앱을 이용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이 게 

심을 갖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어로 

말하기가 쉽지 않고, 문장을 만들거나 단어의 철자

(spell)가 길고 발음하기 복잡한 단어를 사용하기 어려

워 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기 어렵다
[6]. 이에 어를 

공하지 않은 일반인도 어를 보다 쉽게 말하고 들

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어권에서는 어 읽는 법을 가르치기 한 교육 

방법으로 닉스(Phonics) 학습이 이용되고 있다
[7]. 

재 한국에서의 어발음학습 연구는 닉스를 바탕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한국인들의 발

음  오류를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고 원어민의 발음

에 최 한 근할 수 있도록 교정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8]. 

외국어발음을 쉽게 근하려면 원어(native 

language)를 모국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원 언어를 다른 언어로 표 하기 한 연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15-06 Vol.40 No.06

1158

구는 1972년 Selinker에 의하여 시작 되었다[9]. 

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많은 국가에서는 

어 발음을 자국어로 표 하기 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어와 자국어의 발

음을 조하여 비슷한 자를 찾아 입하여 표기하

여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

을 이용한 어 발음 학습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한 로 어발음을 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방법과 강

세와 장음을 표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최 한 비슷

한 어 발음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한 을 이용한 

어 발음을 학습의 교육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컴

퓨터 로그램(FluSpeak)을 활용하고 있다
[10,11]. 

어를 사용하는 미국인, 국인, 필리핀인, 인도인

들 사이에도 어발음차이가 있으나, 그들 사이에 

어로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장음과 강세를 정확히 하면 발음되는 소리가 좀 다르

더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 의 음성언어(phonetic language)특

성을 용하여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어 단어 발음

을 한 로 표기하고 강세는 그래 로 만든다. 이 게 

만들어진 자료를 원어민에게 다시 읽어주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고 모바일에서 어 학습할 수 있는 웹 앱 한  

어학습시스템을 개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어 발음의 이론  배

경을 설명하고 3장에서 한 어학습 시스템을 설계

한다. 4장에서 웹 앱 개발 결과를 보여주고  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Ⅱ. 어 학습의 이론  배경

어권에서는 어 읽는 법을 가르치기 한 교육 

방법으로 닉스(Phonics) 학습이 이용되고 있으며, 

어를 다른 언어로 표 하기 한 연구는 어를 모국

어로 사용하지 않는 많은 나라들에서 진행되고 있다.

2.1 기존 어발음 학습

닉스는 단어가 가진 소리, 발음을 배우는 교수법

이다. 즉 어떤 발음이 어느 문자 군과 결합되어 있는

지를 알려주는 교수법이다. 그리고 그 문자의 발음을 

조합해 모르는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구성하는 방법

을 배우는 학습법이다. 

닉스 발음법의 모음은 단모음, 장모음, 슈와

(schwa), 폐음 , 개음 , 이 모음 등으로 자음은 이

자음과 단모음+자음의 발음규칙을 만들어 사용하는 

발음법이다. 모음(a, e, i, o, u)의  a는 아, 에이, 오, 

어, 이, 에이  하나로, 발음 하는 법은 닉스 발음

규칙에서 찾을 수 있다. 모음을 제외한 자음의 경우 

한국인이 구분하여 발음하기 어려운 발음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한 로 표기하기 어렵다. 닉스에서 어 

철자의 패턴은 일정한 규칙에 따르지만 어느 발음도 

몇 개의 다른 문자 군으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어표기 체계는 복잡하다. 결과 으로 어 철자의 패

턴은 다양한 형식을 가지므로 재 우리가 배우고 있

는 어공부 방식으로는 어의 발음을 익히는 데 많

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들은 외국에

서 수 년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차 어려운 

문제이다. 

한 은 소리 나는 로 쓸 수 있는 음성언어

(phonetic language)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어를 

한 로 받아 쓸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일반 상품, 

자사 , 여행자들을 한 외국어 회화를 한 책, 

웹페이지에 제공되는 사  등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한국인들이 외래어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게 표 된 어단어와 문장은 강세, 장음, 리듬 

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어민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이 많았다. 

따라서 어 원어민들의 발음을 모방하는 방법을 

찾아 활용하고 있으나 성인들에게는 많은 효과를 보

지 못하고 있어 음성학 인 설명과 다른 보조 수단들

을 병행하여 발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이 필요

하다. 

2.2 어의 강세와 억양 

어를 발음할 때에는 억양(intonation), 강세

(stress), 장음 등이 의미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만

큼 요하다. 어의 경우, 강세의 유무에 따라 강하

게 발음되는 음 과 약하게 발음되는 음 로 인해 일

정한 리듬이 나타나게 된다. 한 강세를 받지 않는 

모음은 약화되기 때문에, 음 의 수가 아니라 강세를 

받는 음 의 수에 따라 문장을 말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정해진다. 문장을 읽는 데 필요한 억양도 문장의 

뜻을 결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한 어는 철자와 소리(English spelling and 

sound)가 일 일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다른 철자가 같은 소리를 나타내는 경우, 같은 철

자가 다른 소리를 나타내는 경우, 여러 철자가 결합하

여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경우, 철자가 묵음으로 되

는 경우 등의 발음과 철자를 반드시 구분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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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어를 이용한 어공부 

한국어에서는 성, 성, 종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낱 자가 문자 그 로의 발음이 나며 문자 

는 받침이 조합되어 소리가 난다. 훈민정음 에 보면 

한 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받아쓸 수 있도록 만든 

자이므로 어 발음 한 가능하다. 한국어의 음 은 

앞의 받침이나 두음법칙과 같이 단어의 치와 련

된 단순한 법칙을 제외하고는 그 로의 소리를 가지

고 있으므로 별도의 닉스 학습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어를 말할 때는  강세, 억양, 장음 등이 의미

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매우 요하다. 

어 단어를 한 로 표 하려면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한 로 받아쓰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길고 어려운 단어는 음 을 나 어 사용하면 좀 더 정

확한 발음을 받아 쓸 수 있다. 한 로 표 한 어단

어에는 강세를 표시하고 문장에는 억양을 표시한다. 

이 때 단어와 문장의 강세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사용

자가 어 발음과 강세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밖의 한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발음은 음성 음향

학 인 설명과 다른 보조 수단을 이용하여 발음을 향

상 시킬 수 있는 설명을 추가한다. 한국인이 발음과 

표기하기 어려운 발음(b, v, p, f, l, r 등)은 별도의 구

분되는 발음표기 방법을 만들었다. 이러한 철자는 발

음을 듣고 f(으 ), p( ), l(으르), r(우르), b( ), v(으

비)등과 같이 표기하고 기존의 어 발음 방식을 설명

하여 주어 로그램 사용자가 발음 학습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어 단어와 문장을 한 로 

표기하면 비록 원어민이 말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발

음할 수는 없지만 묵음되는 단어, 장음, 강세 등을 확

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 게 만들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DB로 작성할 수 있다. DB가 만들어지면 웹

페이지나 앱을 이용하여 한  어학습 시스템을 만

들어 단어, 회화, 문장쓰기 등을 모바일 환경에서 쉽

게 사용할 수 있다.

2.4 웹 앱 어 학습시스템

모바일을 사용하기 한 어 을 개발하려면 네이티

(native) 앱을 사용한다. 네이티  앱 이란 모바일 

폰에서 어 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

들은 모바일 기기(스마트 폰, 아이폰)들 사이에 운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호환성이 떨어지지만 웹 앱을 

사용하면 콘텐츠가 서버 쪽에 있어 하나의 소스를 사

용하므로 부분의 앱 라우 를 지원할 수 있다. 웹 

앱을 개발할 때 HTML5를 사용하면 랫폼 환경에 

계없이 모든 종류의 모바일 기기에서 어 을 사용

할 수 있다
[12]. 

Ⅲ. 한  어학습 시스템 구성

스마트 한  어학습 시스템은 어단어, 어회

화, 어 문장쓰기 등을 모바일 상에서 사용할 수 있

도록 개발 하 다. 이 웹 앱 로그램은 HTML5나 모

바일 솔루션 패키지인 m-Bizmaker
[13]를 사용하면 쉽

게 구 할 수 있다. 이 소 트웨어는 국내기업이 개발

한 어  개발용으로 거의 모든 모바일 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 개발용 소 트웨어이다. 그림 1에서는 모

바일 학습을 한 웹 앱 시스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모바일 학습을 한 스마트 시스템
Fig. 1. A smart system for mobile learning  

3.1 DB구조

Mssql 서버와 클라이언트들은 많은 수의 DB를 구

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각 DB는 한 개 이상의 테이

블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DB이름은 hedb로 사용하 고, 2

개의 테이블(table)이름은 ehword(한 어단어사 )

와 ehwrite(한  어문장사 )로 만들어 사용하 다. 

이 테이블들 안에는 각각의 성격에 맞는 항목(field)들

을 만들었다.

3.1.1 한 어단어사  테이블 구조

그림 2에 보여주는 한 어 단어사 을 한  테

이블이름은 ehword이라 정하여 사용하 다. 각각 항

목들의 이름은 eword, saypron, hmean, cmean, 

jmean, sent, accent, hcode 등으로 사용하 다.  

그림 2 테이블의 맨 윗  “number”는 항목이름, 

“문자형”은 자료형식, “8”은 이 항목의 크기, “필수”

는 자료가 겹치지 않고 입력되는 일련번호 등을 표시

한다. 따라서 테이블의 항목  첫  입력하는 번호를 

겹치지 않게 기록해야 하므로 선택항목에 필수로 기

록되었다. eword 항목에는 어단어, saypron 항목에

는 원어민으로부터 들은 발음을 한 로 입력할 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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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어문장 테이블
Fig. 3. Table of English sentence

그림 2. 어단어 테이블 
Fig. 2. Table of English words

용한다. 이 때 입력하는 어발음에 한 로 장음도 표

기한다. hmean 항목에는 한국어 의미를 입력하고, 

cmean은 국어발음을 한 로 입력하고, jmean은 일

본어발음을 한 로 표시할 때 사용한다. sent 항목은 

어단어와 련된 제문장들을 입력하고 accent 항

목에는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어단어의 강세를 그림

을 입력할 때 사용한다. hcode는 어스펠을 소리 나

는 로 한 로 표시하여 단어의 스펠이 길거나 발음

이 어려운 단어들의 스펠링을 기억하거나,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익힐 때 유용하게 사용하기 한 항목이다.

3.1.2 한 어문장사  테이블 구조

한 을 이용한 어 문장학습을 한 테이블 이름

은 ehwrite이다. 이 테이블에 사용한 항목이름들은 

hesent, gram, hsent, esent, hread, nativegr, eword, 

ewrite 등이다. 

그림 3은 ehwrite 테이블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테이블의 맨 윗  항목은 앞 에서 설명하 다. 

다음 항목 hesent는 작연습을 하여 한  문법에 

맞게 작성한 한국어 문장을 볼 수 있는 곳 이다.  

gram은 이 테이블에 사용한 어문장에 한 문법이

나 문장에 한 특별한 내용을 설명을 장하는 곳이

다. hsent 항목은 어 문법에 따라 표기한 한 발음

어문장이고, esent는 문을 표시 어문장을 입력

한다. hread항목은 한국어로 표기한 어 문장을 입력

하고 nativegr는 이 테이블에 사용한 어문장의 원어

민 발음의 억양을 그림으로 입력한다. edword 항목은 

사용하는 문장  어려운 단어의 발음과 뜻을 보여

다. ewrite 어문장을 장한다.  

3.2 한 어 데이터 만들기

한  어학습에 사용하는 어단어와 문장은 원어

민의 발음을 직  듣고 한 로 작성한다. 어 단어 

발음을 듣고 받아 는 장음과 연음이 잘 표기되도록 

하고, 문장을 듣고 한국어로 표기할 때에는 한국인 듣

기 어려운 발음, 연음, 묵음 등을 주의해서 표기한다. 

한 로 표기하기 어려운 단어나 문장은 음성학 인이

론을 바탕으로 발음 방법을 설명하여 사용자가 참고

하여 발음 할 수 있도록 하 다. 

각 단어의 강세나 문장의 억양은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그래픽을 만들고 이 그래픽을 보고 원어민에게 

들려주고 발음과 강조 음이 잘 표시되었는지 확인 후 

장한다. 이 게 장된 그래픽자료는 사용자의 음성

을 마이크로 받아들여 이미 장되어있는 원어민 발

음의 그래픽과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음성을 비

교할 때는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사용자의 음성을 받아

들여 오디오 API를 사용하여 마이크로폰에 입력된 소

리는 분석하고 처리한다. 

3.3 모바일 기기를 한 웹 앱 로그램

HTML5, 자바스크립트, CSS(Cascading Style 

Sheets)를 이용하여 웹 앱을 개발하면 랫폼을 고려

하지 않고 모든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서 돌아갈 수 

있게 개발할 수 있다. 한 HTML5는 오 라인을 지

원기능이 있어 모바일 폰에 데이터를 장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즉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모발

기기 안에 장된 DB를 사용할 수 있다.

Ⅳ. 웹 앱 만들기

이 장에서는 아이폰과 스마트 폰을 비롯하여 태블

릿 컴퓨터 등 모바일 기기 상에서 운 할 수 있는 통

합 솔루션인 HTML5와 m- Bizmaker를 이용하여 웹 

앱을 만들었다. 이 소 트웨어를 사용하면 애 의 

iOS, 구 의 안드로이드는 물론 다른 OS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안드로이드 

심으로 소개하 다. DB는 Mssql 을 사용하 다.

4.1 HTML5와 CSS를 이용한 웹페이지 만들기

그림 4는 한  어학습을 한 메인페이지이다. 

웹페이지에 사용하는 모든 메뉴는 그래픽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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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단어 입력 앱
Fig. 5. The input of words using App

그림 7. 단어 학습 앱
Fig. 7. The word learning App 

하 으며, 이것을 해서 HTML5, 자바스크립트 코

드, CSS3 등을 사용하 다. CSS3는 포토샵처럼 화면

을 멋있게 디자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 

이 페이지에는 어단어학습 페이지, 어문장학습 

페이지, 자료 리 페이지 등을 메뉴로 구성하 다.  

어단어와 문장사 을 한 웹페이지는 단어와 문

장 입력란에 한 이나 어를 소리 나는 로 입력할 

수 있고, 입력이 완료되면 단어와 강세가 표시된 그림

이 출력이 되도록 설계하 다. 이 페이지에서는 어

단어, 어 회화, 어 문장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림 4. 한  어학습 웹페이지
Fig. 4. Webpage of English Learning using Hangeul.

4.2 한 로 어학습을 한 앱 

4.2.1 한 어단어사  자료 입력 

어 단어사 을 한 앱 메뉴는 웹페이지와 앱으

로 같은 구성을 가진다. 이 동작은 단어입력란에 한

이나 어를 소리나는 로 입력할 수 있고, 입력이 

완료되면 단어와 강세가 표시된 그림으로 출력되도록 

설계하 다. 

4.2.2 어문장연습 자료입력

한  문장이 나타나면 그것을 보고 문으로 입력

할 수 있도록 한 로 어문장 형식으로 자료를 입력

하고 어문법에 맞는 어 문장을 입력하여 억양을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그림 6. 문장 입력 앱
Fig. 6. The input of sentence using App

4.3 어 학습 앱

이 앱은 한  발음으로 표 된 어문장을 보고 사

용자가 말을 하면 앱 화면으로 어문장과 억양을 함

께 보여 다. 

4.3.1 어단어학습 앱 사용화면

그림 7에서 보는바와 같이  어단어나 한 발음을 

입력하면 입력된 내용에 한 각 항목들의 내용이 앱 

화면에 나타난다.

그림 7에서 보여주는 한  발음과 “강세” 항목은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직  만들어 입력한 자료이고, 

“내강세” 항목은 사용자가 발음한 그래픽으로 원어민 

발음으로 만들어진 강세를 그래픽으로 비교 하여 사

용자가 자기가 말한 강세그래픽을 보고 자기 발음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항목은 사용자가 마이크

를 이용하여 단어를 읽었을 때 “내강세”에 그래픽이 

보여주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포함 안했기 

때문에 추후 이에 한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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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어스펠 한 발음 어+한 발음

총문항 수 130 130 130

정답 수 73 90 98

정답 율 56% 69% 75%

표 1. 어 학습 데이터처리 결과 (참여 13명)
Table 1. English learning data processing have resulted

4.3.2 어문장 학습을 한 앱 화면

한 문장 항목에 문 형식의 한  문장이 나타나

면 그것을 보고 문 메뉴에 문으로 입력을 하여 

어 문장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설계하 다.  어문장

의 입력을 마치면 어문장과 억양이 그림으로 표시

되어 나타나게 설계하 다. 한 이곳에서도 “내억양” 

항목을 만들어 원어민의 억양과  사용자의 억양을 비

교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이 앱에 몇 개

의 항목을 추가하여 앱을 구 하면 어회화 학습에

도 활용 할 수 있다. 그 밖의 동작은 앞 에서 설명 

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8. 문장 학습 앱
Fig. 8. The sentence learning App

4.4 한  어학습 시스템 효과

본 논문은 한 로 어 발음을 공부하기 한   분

석 논문이 아니고 스마트 학습 로그램 개발에 한 

내용이므로 소규모의 실험으로 학습효과를 검증해 보

았다. 

한 어로 어를 공부할 때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간단한 실험 자료를 만들었다. 이 실험을 하여 

10개의 긴 단어들(communication, organization, 

transmission, environment, optical, attenuation, 

distortion, release, separation)과 간단한 어문장을 

한 로 만들고 13명의 학생들을 어학습에 실험에 

참여시켜 표 1같은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 발음을 사용하여 어 

학습을 하면 어스펠만을 이용하여 학습할 때보다 

13%정도 높은 효과를 나타냈으며 어스펠과 한 발

음을 병행하여 학습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표기한 발음을 알아

들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 다. 이 실험은 필자가 미국

에 거주할 때 만났던 외국인들  미국인 5명, 일본인 

5명, 국인과 타이완인 5명, 일본인 4명, 스페인어 사

용하는 남미인 5명 등 총 24명에게 한 로 쓴 발음을 

읽어  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가를 개별 으로 

확인하 다. 그들에게 강세와 장음이 없이 한국어로 

표기한  어 단어나 문장을 읽어 주었을 때에는 잘 

알아듣지 못하 지만, 한 로 쓴 문장에 강세, 억양, 

장음 등을 용하여 읽어 주었을 때는 70%이상의 외

국인들이 어 발음을  알아들을 수 있음을 개인별 

화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인과 화를 

여러 번 해 본 미국인들 부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

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본 논문에서 연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더 많은 연

구가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모바일 기기 상에서 한 을 이용한  스

마트 어 학습방법을 제안하 고 모바일 폰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웹 앱으로 개발하 다. 어 발음을 

한 한  단어와 문장은 원어민의 발음을 직  듣고 

한 로 자료를 만든 다음 발음, 강세, 장음, 억양 등을 

원어민이 듣고 교정하여 만든데 DB를 사용하 다. 

한 이 시스템은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

기 때문에 어  사용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나 어 

학습과 실시간으로 어회화를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하여 학생 13명을 상으로 한  

어학습법을 용하여 실험한 결과 어만으로 학습을 

하는 것보다 한 발음이나 한 발음과 어스펠을 병

행하여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 인 것을 확인했고 외

국인들에게 한 발음에 장음, 강세, 억양을 용하여 

말하면 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한 의 창제 원리에 맞추어 개발하 기 

때문에 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른 언어를 읽

고 쓰는 데 쉽게 용할 수 있고 어를 공하지 않

은 일반 성인들도 어 학습하고 사용하는 데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다. 한 외국인들이 한 을 배울 때에도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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