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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성언어처리 기술의 발전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컴퓨터를 활용한 언어교
육 (CALL) 기반의 한국어 학습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학습자의 모국어와 학습언어
의 대조 분석은 양 언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어 학습자들이 무엇을 학습해야 하고, 학습자들이 보
이는 오류가 어떤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컴퓨터 기반 한국어 학습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선행연구의 대조분석과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
로 중국어 학습자들이 보일 수 있는 분절음 발음 변이 양상을 예측한다. 

주제어: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컴퓨터 기반 언어교육, CALL, 한국어 발음교육

1. 서론

음성 언어처리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최근 컴퓨터 기

반 언어 학습 (CALL: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른바 “한류”를 시작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사회·경제적인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한

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한국어 학습에 유용한 환경을 제공하는 CALL 시스템

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비원어민 발화에는 원어민 발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발음 변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CALL 시스

템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 발화 데이터를 음성인식 기술

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교정을 위한 피드백

을 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원어민 

학습자의 발화에서 발견되는 다양성 및 변이 양상을 분

석하는 것은 CALL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

을 한다[1]. 

모국어 간섭은 학습자의 모국어(L1) 체계가 학습 언어 

(L2)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예측하는 데에 중요한 이론

이 되고 있으며, L1과 L2 체계를 비교하기 위해 대조분

석 연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조분석은 모국

어에 있는 발음과 없는 발음을 비교함으로써 학습자의 

발음 변이의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선행 연구들은 한국어와 중국어 분절음에 대한 대조분

석을 기반으로 한국어 발음 오류를 예측하고 학습자가 

녹음한 데이터의 청취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방법을 제시하고[2]-[8], 효

용성을 검증하였다[9]. 분절음 뿐만 아니라 초분절음에

서도 대조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국어권 학습자가 어려워

하는 한국어 억양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으며[10][11], 

선행 연구들의 대다수는 변이음에 대한 실험 음성학적 

연구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

한 CALL 발음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초기 연구로

서 선행 연구의 대조분석 연구 및 실험 결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상세히 비교 분석하고, 학습자들의 발음 변이 

양상을 예측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분석과 관련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정리한

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드러난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4

장에서는 결론을 다룬다.

2. 한국어와 중국어1) 대조분석 관련 연구
 

대조분석 접근 방법은 학습자의 발화가 모국어로 인해 

영향을 받으며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모국어

와 학습 언어의 비교를 통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

로 한다. 관련된 모델인 Speech Learning Model 

(SLM)[1]은 모국어와 학습 언어의 음성학적 체계가 모두 

발음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학습자의 모국어가 외

국어 발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국어와 

1) 표  국어(standard Chinese)를 기 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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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순 치조 경구개 연구개 성문

파열음 b ̥ pʰ p˭ d ̥ tʰ t˭ 　 ɡ̊ kʰ k˭  
파찰음 　 　 ʥ ̥ʨʰ ʨ˭ 　  
마찰음 　 s s˭ 　 　 h 
비음 m n 　 ŋ  
유음 　 l 　 　  

반모음 w  j w ɰ  

 양순 (순)치 경구개 연구개 권설/후치조

파열음 p pʰ t tʰ k kʰ
파찰음 ts tsʰ tɕ tɕʰ ʈʂ ʈʂʰ
마찰음 f s ɕ x ʂ
비음 m ŋ n
설측음 l
접근음 w ɥ j ɹ

목표 언어에 대한 비교 분석이 오류 양상 예측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소체계를 비교 분

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행연구에서 예측한 중국인 학

습자의 발음 오류를 정리할 것이다. 

2.1 자음의 대조분석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 체계에는 반모음 [w,j,ɥ]를 제
외하고 각각 19개, 22개의 음소가 있다. 한국어 파열음

과 파찰음은 평음, 격음, 경음의 3가지로 분류된다. 평

음 파열음/ㅂ,ㄷ,ㄱ/과 평음 파찰음 /ㅈ/은 약간의 기식

성을 수반하며, 격음 파열음 /ㅍ,ㅌ,ㅋ/과 격음 파찰음 

/ㅊ/은 기식이 강하게 실현되며, 경음 파열음 /ㅃ,ㄸ,ㄲ

/과 경음 파찰음 /ㅉ/은 긴장을 수반하고 기식성이 없

다. 이들은 모두 무성음으로 실현된다. 반면에 중국어의 

파열음과 파찰음은 무성음, 유성음으로 구분되고, 한국

어에는 없는 권설 파찰음 [ʈʂ], [ʈʂʰ]이 있다. 마찰음의 경

우, 한국어는 평음과 경음으로 구분되는 반면, 중국어에

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구분되고, 한국어에 없는 권

설 마찰음 [ʂ]과 치조 마찰음 [f] 음소가 있다. 유음에서

도 중국어에는 한국어에 없는 권설음 [ɹ]이 존재한다. 한

국어의 반모음 /ɰ/은 중국어 자음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다. 아래의 표 1과 표 2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 음소 

체계를 나타낸다. 

표 1: 한국어 자음 체계 [12] 

표 2: 중국어 자음 체계 [13]

2.1.1 관련 연구에서의 초성 자음 오류 예측 

관련 연구는 대조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변이양상을 예

측하고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이 실험들은 예측

된 변이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어 교재의 어휘로 구

성된 단어[5][7][9] 또는 문장[8]으로 구성된 목록을 초

급[7], 중급[5][7][9], 고급[7][8]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청취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관련 

연구의 예측, 그리고 실험 결과를 각각 정리하고자 한

다. 관련 연구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지, 음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발견되는 양상 및 성격이 다르

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관성 있는 관점을 기준으로 

관련 연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파열음의 경우, 중국어에는 한국어의 평음에 대응하는 

발음이 중국어에 없기 때문에 경음, 격음에 비해 평음의 

오류가 가장 빈번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많은 선행연

구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2]-[9]. 그

러나 세부적인 분석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격음에 대응

하는 발음은 중국어에 있으므로, 격음은 어렵지 않은 발

음일 것이라 예측하는 연구[9]가 있는 반면, 경음에 대

응하는 발음이 있어서 오류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는 연

구[2]도 있으며, 음소체계의 차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파

열음 전체에서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연구[5]

가 있다.

관련 연구에서 실험을 통해 파열음의 오류를 확인한 

결과, 평음, 경음, 격음 발음 모두에서 오류가 나타났

다. 그러나 대치오류 양상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차이

가 있었다. 학습자들이 평음과 경음을 혼동하고 있는 것

으로 관찰된 연구가 있는 반면[2][5][6], 평음과 격음의 

혼동이 관찰된다는 연구도 있어[7][9] 차이점을 보였다. 

즉, 학습자들이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지 혹은 격음

으로 발음하는 지, 경음을 평음으로 발음하는 지 등 오

류를 통해 볼 수 있는 혼동 방향성에 관해서 선행연구들 

간 세부적인 차이가 확인되었다.

파찰음의 경우에도 한국어의 평음에 대응하는 발음이 

중국어에 없기 때문에 평음에서 오류가 가장 빈번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2][5][9]. 실험 결과, 평음과 격음 

간의 혼동양상이 관찰되었다[2][6][7][9]. 반면, 평음과 

경음의 혼동양상이 관찰된 연구결과도 있었다[5].

마찰음의 경우, 중국어의 /s/와 /ㅆ/이 거의 같은 소

리이므로, /ㅅ/을 /ㅆ/으로 발음하는 오류를 예측한 결

과가 있는 반면[2][5], 반대로 /ㅆ/을 /ㅅ/으로 발음할 

것이라고 예측한 결과도 있다[9]. 실제 실험 결과, 모두 

전자의 예측과 동일하게 확인되어 평음 /ㅅ/을 경음 /ㅆ

/으로 발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유음의 경우, 중국어에 없는 한국어 탄설음 발음에서 

오류가 예측되었으며, 변이 양상으로는 모국어 [l]과 

[ɹ] 발음의 간섭으로 인한 /ㄹ/의 설측음화와 권설음화

를 예측하였다. 실험 결과, 예측과 동일하게 /ㄹ/ 발음

에서 오류가 나타났다. 변이 양상으로는 모국어 간섭으

로 인한 설측음 및 권설음 /ㄹ/로의 실현이 모두 언급되

고 있다[2][5][9].

2.2. 모음의 대조분석 

한국어 기본 모음에는 8개의 음소가 있으며, 중국어에

는 10개의 음소가 있다. 이 중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i], [u], [a] 는 서로 대응 관계에 있으며, 중국어 모음 체

계에는 한국어의 /ㅡ/와 /ㅓ/에 해당하는 모음이 없고, 

한국어 모음 체계에는 중국어 [ə], [ɣ]에 해당하는 모음이 

없다. 두 언어 모두 기본 모음을 토대로 한 w-계와 j-계
열의 이중 모음이 존재하며, 중국어의 경우 삼중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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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 중설 후설

고모음 i ɯ u
중고모음 e o
중저모음 ɛ
저모음 a ʌ

전설 중설 후설

고모음 i y u
중고모음 e ə ɣ o
중저모음 ɛ
저모음 a ɑ

조합도 가능하다.

아래 표 3과 표 4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기본 모음

음소 체계를 각각 나타낸다. 

표 3: 한국어 모음 체계 [12]

표 4: 중국어 모음 체계 [13]

2.2.1. 관련 연구에서의 초성 모음 오류 예측

음소체계의 대조분석을 통해 중국어 음소 체계에 없는 

한국어의 음소, 그리고 유사한 음소가 중국어에서는 조

음 위치나 방법이 다를 경우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의 변

이 양상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조분석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설과 후설 모음 /ㅡ/와 /ㅓ/ 발음을 어려워할 것이라

고 예측하였으며[3][5][9], 특히 이들 모음이 후설 모음

/ㅗ/와의 혼동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어 /o/는 

한국어의 /ㅗ/보다 원순성이 약하기 때문에 모국어에 없

고 조음위치가 비슷한 /ㅡ/와 /ㅓ/발음에서 혼동양상이 

나타난다고 언급한다[9]. 따라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

ㅡ, ㅓ, ㅗ/ 발음에 혼동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3][9]. 

또한 모음 오류에 관한 실험 결과, 예측한 대로 /ㅡ,

ㅓ, ㅗ/ 발음 모두에서 오류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ㅜ/ 

발음에서도 오류가 나타났다[3][9][5]. /ㅡ/의 경우 /

ㅜ,ㅓ/로 대체되었고, /ㅓ/는 /ㅡ,ㅗ,ㅜ/로 대체되는 등 

여러 관련 연구에서 서로 다른 대체 양상을 보였다. 그

러나 /ㅗ/의 경우 /ㅡ/로 대체되는 경우는 없었으며, /

ㅜ/는 대부분 /ㅗ/로 대체되었다. 

그 밖에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거나, 단모음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오류가 나타났다[5][9]. 

2.3. 음절 구조의 대조분석 

한국어의 음절은 (C)(j/w/ɰ)V(C) 구조를 가지며, 이것

은 초성 자음, 중성 위치의 반모음 또는 이중모음, 그리

고 종성 자음으로 구성되는데 초성과 종성의 자음은 필

수성분이 아니다. 중국어 음절은 운모와 운미로 구성된

다. 운미에서 최대 분절음 수는 두 개인데, 이중 모음이

거나 이중 모음에 [n]이나 [ŋ]이 후행할 수 있다. 중국어

는 기본적으로 개음절인 반면, 한국어에서는 개음절과 

폐쇄음절 모두 가능하다. 

2.3.1. 관련 연구에서의 종성 자음 오류 예측

중국어의 운미에는 모음 또는 비음 [n], [ŋ] 외에는 자

음이 올 수 없다는 음절 구조 제약이 있는 반면, 한국어

에서는 7개 자음 /ㄱ,ㄴ,ㄷ,ㄹ,ㅁ,ㅂ,ㅇ/이 종성으로 가

능하다. 이로 인하여 선행 연구들은 한국어 종성 발음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한다[2][9]. 또한, 운미에서 비음 

[n], [ŋ]이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한국어의 종

성과 같은 단위로 보기는 어렵다. [n] 또는 [ŋ]를 포함하

는 비음 운미는 독립적으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의 운미에 속하는 것으로,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또 다

른 모음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음 운미를 

포함하는 운모는 그 자체가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종

성 /ㄴ,ㅇ/ 또한 따로 분리하여 발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9].

실제 실험 결과, 중국인 학습자의 발화에서 종성 자음

을 발음하지 않는 생략 오류와 다른 자음과 혼동하여 발

음하는 대치 오류가 관찰되었다. 이는 음절구조의 차이

로 인해 모국어와 유사한 구조로 발음하기 위해서 음절 

구조의 종성을 간략화 하거나, 모음 삽입을 통해 음절을 

추가해서 발음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ㄴ,

ㄹ/의 경우 후행음절 문맥에 따라서 자음이 첨가되는 오

류가 나타났다[9].

지금까지 자음, 모음, 음절구조의 대조분석 결과와 선

행연구에서의 분석을 기반으로 언급된 오류와 실험 결과

를 정리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정리된 결과를 

검토하여 예측 가능한 오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3. 관련 연구에 대한 논의

 관련 연구에서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음 오

류 예측에서 중국어와 한국어 간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오류를 설명하였고,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의 발음을 학습할 

때, 모국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간섭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조분석의 효용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관

련 연구의 오류 예측과 분석은 중국어에만 있는 음소보

다 중국어에 없는 음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유음의 경우 중국어의 권설음 [ɹ]의 영향으로 권설음

화된 /ㄹ/을 실험결과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파찰

음과 마찰음의 경우 모국어의 음소의 간섭이 전부 고려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파찰음의 오류 양상으로 평

음과 격음, 그리고 평음과 경음 간의 혼동이 언급되고 

있으나, 중국어에만 있는 음소로 인한 간섭현상에 대해

서는 언급이 없다. 중국어 권설 파찰음 [ʈʂ], 치 파찰음 

[ts], [tsʰ], 그리고 권설 마찰음 [ʂ]과 순치 마찰음 

[f]은 한국어에는 없는 음소이며, 본 논문에서는 특히 

초급 학습자의 경우 간섭 현상으로 인해 발음 변이를 보

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중국어에 있는 음소가 

한국어에 없는 경우, 학습자는 이 모국어 음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어에만 있고 한국어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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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 모음

IPA PLU 음소위치 IPA PLU 음소위치

ɡ ̊ K 초성 a AA 중성

k ̚ KQ 종성 ʌ AX 중성

k˭ KK 초성 o OW 중성

kʰ KH 초성 u UW 중성

d ̥ T 초성 i IY 중성

t ̚ TQ 종성 ɯ WW 중성

t˭ TT 초성 ɛ EH 중성

tʰ TH 초성 e EY 중성

b ̥ P 초성 y UI 중성

p ̚ PQ 종성 ja JA 중성

p˭ PP 초성 jʌ JX 중성

pʰ PH 초성 jɛ JH 중성

ʥ̥ Z 초성 je JE 중성

ʨ˭ ZZ 초성 jo JO 중성

ʨʰ CH 초성 ju JU 중성

s S 초성 wa WA 중성

s˭ SS 초성 ø WH 중성

h HH 초성 wʌ WX 중성

m 
M 초성

we WE 중성MM 종성

n 
　

N 초성 ɰ WI 중성

NN 종성 휴지 SIL N/A

ŋ NX 종성

L
　

L 초성/종성

R 초성

추가된 음소

ts ZS 초성

　

tsʰ CS 초성

ʂ SH 초성

ʈʂ ZH 초성

f F 초성

ɹ RR 초성

는 음소도 변이 양상을 예측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예측뿐만 아니라, 실험에서도 중국어 음소의 간섭 현

상이 확인되어야 한다. 예측한 변이 양상이 실제로 발생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이로 예측된 음소가 청취 

전사 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취 전

사는 학습자의 발음을 녹음한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하는 과정이며, 음소 단위로 정해진 PLU(phone-like 

unit) 표기를 이용한다. 한국어 발음 전사에서 사용되는 

PLU는 표 1과 표 3에 제시되었던 한국어 음소체계를 반

영하여 만들어졌다 [14]. 

그러나 기존의 한국어 PLU 집합은 한국어의 음소체계

만 반영하기 때문에 중국어 발음을 모두 나타낼 수 없

다. 뿐만 아니라 모국어 간섭을 포함한 음성 데이터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앞서 설명한 

전사 방법과 선행 연구의 결과, 그리고 본 논문의 논의

를 고려하여, 표 3에서 제시한 중국어 음소체계를 반영

한 확장된 PLU는 표 5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기존의 초성 자음에 대한 PLU 표기 18개에서 6개가 추

가되어 총 24개로 확장되었다. 추가된 음소 중에서 [ɹ]
은 관련 연구의 실험 데이터를 반영한 결과이고, 나머지 

5개 음소 [ʈʂ], [ts], [tsʰ], [ʂ], [f]는 본 논문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종성 자음에 대한 PLU 표기 6개와 19개

의 중성 모음은 기존의 PLU 집합과 동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PLU 음소는 46개에서 52개로 확장되

었다.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화에 대한 전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주어진 발화에 대해 강제 정렬을 시행

한 후, 단어와 PLU를 이용한 표준 발음열을 제시한다. 

전사자들로 하여금 해당 발화를 듣고, 이를 표준 발음열

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 발음열에 전사하

도록 한다[15].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 대조분석을 기반으로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고 학습

자의 발음 오류를 예측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중국어

에 없는 음소를 중심으로만 오류를 예측하였으나, 본 연

구에서는 중국어에만 있는 음소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어에만 있는 음소의 

간섭으로 인해 파찰음과 마찰음의 변이 양상이 기존의 

연구보다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리고 

예측한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확

장된 PLU 체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5.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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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표 5: 중국어권 학습자의 음성 데이터 전사를 위해 추

가된 음소를 포함하는 확장된 한국어 PLU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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