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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5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이집트 아인샴

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면서 한국어에 관심을 갖는 이

집트인 성인 학습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유학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이집트인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

다.1 이집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의사

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발음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산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집트인 학습자들 중 상당수가 한

국어 통번역이나 관광, 문화 교류, 외교 등의 분야에 종사하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일들은 모두 올바른 발음과 지각에 기반을 둔 

정확한 의사소통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

분이 만 18세 이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원어민 

수준으로 발음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배

우는 이집트인 학습자들에게 그들의 학습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한국어 발음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한국어 발음 습득 연구는 주로 학습자 수

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인이나 일본인, 그리고 영어권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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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랍어권 학습자를 대상으

로 한 한국어 발음 습득 연구는 매우 미미하고, 이집트인 학습

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이집트인 학습자들이 습득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한국어 발음

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훈련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하는 이집트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국어 음소

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고변이 음성 훈련 후 얼마나 지각이 개

선되는지 알아보고,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학습용이성 위계를 

수립해 이집트인 학습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발음 교육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외국어 및 제2언어 음운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말소리

에 대한 변별적 지각 능력을 일깨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고
변이 음성 훈련(High Variability Phonetic Training)은 집중적인 

청취 훈련을 통해 외국어 및 제2언어의 말소리를 구별해서 지

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방법이다. 가장 초기의 연

구 중 하나인 Strange & Dittmann(1984)에서는 컴퓨터로 합성한 

‘rock-lock’의 연속체만을 훈련 자극으로 사용하여 일본인 학습

자에게 /r/과 /l/을 변별하게 하였다. 3주간의 지각 훈련 결과 학

습자들의 합성음 /r/–/l/ 자극에 대한 변별 능력은 향상되었으나, 
훈련에서 얻어진 학습 효과가 자연음 자극을 변별하는 데 일반

화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Logan et al.(1991)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훈련 자극의 변

이성(variability)을 높이기 위해 5명의 영어 원어민 화자가 녹음

한 68개의 /r/–/l/ 최소대립 쌍을 이용해 지각 훈련을 구성하였다. 
일본인 학습자들은 다른 환경이 모두 같고 /r/ 또는 /l/만 다른 단

어(예: rack-lack, alive-arrive, play-pray)를 하나씩 듣고 버튼을 눌

러 답을 제출한 후 ‘정답’ 혹은 ‘오답’의 피드백을 제공받았다. 3
주간의 훈련 결과 학습자들의 /r/–/l/의 구별 능력이 향상되었음

은 물론이고 훈련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극과 화자의 목

소리에 대해서도 향상된 지각 능력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이후 여러 연구들을 통해 여러 명의 원어민 화자가 다양한 문

맥(예: 단어, 문장)에서 녹음한 자연음을 사용하는 것이 단일 화

자의 녹음 자료나 컴퓨터로 합성한 인공음을 사용했을 때보다 

훈련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이 검증되었고(Bradlow et al., 1999; 
Hazan et al., 2005; Iverson & Evans, 2009, 2012; Iverson et al., 
2005; Lively et al., 1993), 실험 자극의 변이성을 높이는 것이 고

변이 음성 훈련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고변이 음성 훈련에서는 훈련 대상이 되는 소리가 포함된 단

어나 문장을 들려주고 제시된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게 하는 식

별과제(identification task)가 주가 되며, 학습자가 답을 고르면 

정답인지 오답인지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학습자가 단기간에 제2언어나 외국어의 음소 대립 쌍을 구별해

서 지각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학습자가 훈련 과정에서 접하

지 못한 단어나 문장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일반화 능력의 함

양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verson & Evans, 2012). 
일반적으로 고변이 음성 훈련은 일정한 간격으로 5~10회 진

행되고, 대립 쌍의 난이도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훈련 후 음소 

식별 능력이 대략 10%~15% 정도 향상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학습된 음소 대립 쌍 구별 능력은 장기적으로 유지되며(Bradlow 
et al., 1999; Iverson & Evans, 2009), 향상된 지각 능력이 산출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Bradlow et al., 1997).
고변이 음성 훈련의 선구 논문들은 주로 일본인 학습자의 영

어 /r/과 /l/ 구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Bradlow et al., 1997, 1999; 
Lively et al., 1993; Logan et al., 1991), 이후 다른 자음 대립 쌍의 

훈련에도 활용되었고(Aliaga-Garcia & Mora, 2009; Hazan et al., 
2005), 모음과 초분절음까지 훈련 영역이 확장되었다(Hirata et 
al., 2007; Iverson & Evans, 2009; Kingston, 2003; Lambacher et al., 
2005; Nishi & Kewley-Port, 2007; Wang et al., 1999). 

Lee & Hwang(2016)에서는 고변이 음성 훈련을 활용하여 영

어 자음과 모음의 학습용이성(learnability) 위계를 선정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한국인을 위한 영어 발음 교육 우선순위를 제시하

였다. 영어 자음과 모음 전체에 대해 고변이 음성 훈련을 실시

한 결과 기능부담량2이 큰 자음이 기능부담량이 작은 모음보다 

학습용이성이 높았고, 자음과 모음 각각의 그룹 내에서도 기능

부담량이 높은 소리들이 학습용이성이 높았다. 또한 영어 발음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학습자들이 지각 능력이 높은 학습자들

보다 더 높은 훈련 효과를 보여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학습 수준에 따른 음소 쌍별 학습용이성을 측정하고 위계를 선

정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음 교육을 위한 중요한 토

대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집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우선순위 선정의 첫 단계로 고변이 음성 훈련을 통해 한국

어 분절음의 학습용이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집트 구어체 아랍어에서는 파열음과 마찰음이 유성음, 무

성음, 그리고 인두음의 삼원대립으로 구별된다(Jakobson, 1957; 
Ghazeli, 1977; 부록 1 참조). 이집트 아랍어에는 기식성과 긴장

성에 의한 대립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의 평음, 경음, 격음을 구

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성양순파열음(/p/)
이 체계상의 빈칸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며, 이것

이 한국어 양순파열음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집트 아랍어에 마찰음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 파찰음은 존재하

2 ‘기능부담량’이라는 용어는 프라그학파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하나의 음소 쌍이 최초 대립어를 많이 만들어내면 기능부담량이 높다고 하고, 적
게 만들어내거나 만들어내지 못하면 기능부담량이 낮다고 한다. 효과적인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음소 쌍들의 학습용이성 뿐만 아니라 기능부담

량(functional load)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e-æ/ 또는 /p-b/ 쌍은 최소대립 쌍의 수가 많고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

뤄져야 하지만 /u:-ʊ/나 /ʃ-ʒ/와 같은 음소 쌍은 사용 빈도도 낮고 원어민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Brown, 1988). 영
어에서는 모음보다 자음의 기능부담량이 더 높다(Surendran & Niyogi,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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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파찰음 /ᄌ, ᄍ, ᄎ/의 지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이집트 아랍어에서 /t+ʃ/와 /t+ʃ+i/의 연쇄

를 허용하기 때문에 /ᄎ/의 지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가능성

이 높다. 유음 /r/과 /l/이 대립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어 /ᄅ/ 
의 변이음을 환경에 따라 변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비
음은 /m/과 /n/ 두 개만 있어 한국어 종성 비음 /ᄋ/을 어떻게 지

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집트 구어체 아랍어의 모음 체계는 장모음 5개(/a:, e:, i:, o:, 

u:/)와 단모음 3개(/a, ɪ, u/)로 구성되어 있다(Munro, 1993; Norlin, 
1987; Watson, 2002). /a:, e:, i:/는 각각 한국어의 /ᅡ, ᅦ, ᅵ/와 대

응한다. /o:/는 한국어의 /ᅮ/와 매우 비슷한 음가를 가지기 때문

에(부록 2 참조) 한국어의 /ᅩ/와 /ᅮ/가 이집트 아랍어 /o:/ 하나

에 범주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중모음인 /aw/와 /o:/의 합류로 인

해 이집트 아랍어에서는 /o:/의 기능부담량이 크고 /u:/보다 출현 

빈도가 높은데, 이 때문에 이집트 아랍어에 없는 /ᅥ/ 모음을 기

능부담량이 높은 /o:/와 혼동하여 /ᅥ, ᅩ, ᅮ/ 세 모음을 구별해

서 지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어 단

모음 /ᅳ/는 이집트 아랍어에 없는 매우 이국적인 발음으로, 음
성학습모델(Flege, 1995; 2003)의 예측대로 새로운 범주를 형성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집트 구어체 아랍어에는 3개의 이중

모음(/aj, we, wi/)가 있으며, /ᅧ, ᅭ, ᅲ/를 포함한 한국어의 다양

한 이중모음을 지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집트 아랍어는 5개의 음절 구조(CV, CVV, CVC, CVVC, 

CVCC)를 가지고 있으며, 모음은 초성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 
종성에는 아랍어의 모든 자음이 올 수 있고, 한국어와는 달리 

중화현상이 없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 분야에서 고변이 음성 훈련

을 활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Kim(2010), Park(2011), Lee(2016), 
Hwang(2017) 등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파열음 및 

파찰음의 삼중 대립과 단모음에 대한 지각 훈련 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Hwang(2017)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

로 한 고변이 음성 훈련을 통해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학습용이

성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우선순위를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집트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10회

의 고변이 음성 훈련을 실시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연구 질문들

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이집트 학습자들은 이집트 구어체 아랍어에 없는 평음, 

경음, 격음의 삼원 대립을 얼마나 구별해서 지각하고, 단기간의 

지각훈련을 통해 얼마나 지각이 향상되는가? 특히 아랍어에 없

는 무성음 /p/는 어떻게 지각되고, 지각훈련을 통해 얼마나 지각

이 향상되는가?
둘째, 이집트인 학습자들은 이집트 구어체 아랍어의 /o:/와 음

가가 비슷한 한국어 모음 /ᅩ, ᅮ/와 이집트 아랍어에 없는 한국

어의 모음 /ᅳ, ᅥ/를 어떻게 지각하고, 지각실험을 통해 얼마나 

지각이 향상되는가?
셋째, 이집트인 학습자들은 다양한 한국어 이중모음들을 어

떻게 지각하고, 지각훈련을 통해 지각이 얼마나 향상되는가?

넷째, 이집트어의 종성은 개방되는 반면 한국어의 종성은 개

방되지 않는데, 개방되지 않는 한국어 종성을 이집트인 학습자

가 얼마나 구별해서 지각할 수 있고, 지각실험을 통해 얼마나 

지각이 향상되는가? 또한 이집트어에 없는 한국어 종성 /ᄋ/은 

어떻게 지각되고, 지각훈련을 통해 얼마나 지각이 향상되는가?
다섯째, 이집트 학습자들의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학습용이

성(learnability) 순위는 어떠한가?

2. 실험

2.1. 피험자

총 50명의 이집트 한국어 학습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피험

자들은 한국어 실력과 한국어 학습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초

급 집단, 중급 집단, 고급 집단으로 나누었다. 초급 학습자는 이

집트 A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1, 2학년 학생들이고, 중급 학습자

는 같은 학과의 3, 4학년 학생들이었다. 그리고 고급 학습자는 

이집트 A 대학교에서 4학년까지 한국어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한국에서 1년 내외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초급 학습자 집단은 27명, 중급 학

습자 집단은 17명, 고급 학습자 집단은 6명으로 구성되었다. 고
급 학습자 집단의 피험자 수가 적은 것은 고급 학습자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피험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고급 학

습자 집단의 피험자 수가 적어 이 실험에서는 중급과 고급 학습

자 집단을 묶어 중고급 학습자 집단 하나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

다. 피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구분 나이
한국어 

학습기간
한국

체류 기간

초급
초급

(n=27)

평균
(SD)

19.2세
(0.77)

1.4년
(0.61) 없음

범위 18~21세 0.7~2년

중고급

중급
(n=17)

평균
(SD)

21.3세
(0.79)

3.3년
(0.56)

0.12년
(2.6)

범위 20~23세 2.5~4년 없음~0.5년

고급
(n=6)

평균
(SD)

25.8세
(1.1)

8.1년
(1.4)

1년
(1.3)

범위 24~27세 6~12년 없음~3.5년

표 1. 피험자 정보
Table 1. Subject information

2.2. 실험 자료

이 실험을 위해 Hwang(2017)에서 사용한 지각 훈련 자료를 

이집트 학습자들의 실정에 맞춰 수정해서 준비하였다. 실험 자

료는 사전/사후 테스트용과 지각 훈련용 두 가지로 나눠 준비했

으며, 단어와 문장 최소 대립 쌍들로 구성하였다. 사전/사후 테

스트용과 고변이 음성 훈련용 자료에 서로 겹치는 자극이 없게 

만들었다.

2.2.1. 사전/사후 테스트용 자료

사전/사후 테스트용으로 53개의 자극 목록을 구성하였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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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초성, 종성으로 나눠서 준비했고, 자연스러운 지각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4개의 자극을 제외하고 모두 의미 있는 어휘들

로 구성하였다. 
단모음의 경우 지각 유형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모

음 7개를 한 세트로 구성했는데, 전체를 유의미어로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모음 /ᅦ/에 대한 실험 단어를 무의미 단어인

‘게르다'로 선정하였다. 이중모음의 경우 이집트인 학습자들에

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이중모음 6개만 선택하여 유의미 

단어 3개, 무의미 단어 3개로 실험 단어를 구성했다. 
초성자음 훈련을 위한 자극 단어는 이집트인 학습자들이 어

려워하는 장애음들로 구성하였다. 어두 초성 /ᄀ, ᄁ, ᄏ/, /ᄃ, 
ᄄ, ᄐ/, /ᄇ, ᄈ, ᄑ/, /ᄌ, ᄍ, ᄎ/에 모음 /ᅦ/나 /ᅢ/를 붙여 유의미

어 대립 쌍을 만들었다. 한국어 모음 /ᅦ, ᅢ/는 젊은 세대의 한

국어에서는 합류되어 있고, 이집트 아랍어의 모음 /e/와 비슷한 

음가를 가지고 있어 이집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 모음을 지각

하고 발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ᄉ-ᄊ/ 쌍은 /ᅢ/ 
모음을 붙여서는 유의미어 최소대립 쌍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

에  /ᅡ/ 모음을 사용하였다. Benjamin (2013)에 의하면 이집트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시-씨’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 또
한 아랍어에 파찰음이 없으므로 이집트인 학습자들이‘지-찌-
치’를 잘 구별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 씨, 지, 치, 찌’를 

자극 단어 목록에 한 집단으로 포함시켰다.
종성 자음의 경우 비음, 유음, 장애음으로 나누어 단음절과 2

음절 단어들을 실험 단어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종성의 유무를 

구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종성이 없는 단어도 단어 세

트에 포함시켰다. 사전/사후 테스트에 사용한 단어 목록은 표 2
와 같다.

녹음에는 서울 출신의 20~3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참여

했다. 53개의 실험 단어를 무작위로 섞은 리스트를 3번 읽게 하

였고, 그 중 단어별로 가장 명료하게 발화된 것을 선택하여 모

두 159개 자극(53단어×3명)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녹음은 서울대

학교 언어학과 녹음실에서 이루어졌고, 삼성 노트북 NT900X4D, 
슈어(SHURE)사의 SM48S 마이크, 사운드 디바이스(Sound Devices)
사의 USB Pre2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구분 실험 단어

모음
(n=13)

단모음
가르다-거르다-고르다-구르다-그르다-기
르다-게르다 

이중모음 요가-유가-여가-외가-위가-의가

초성
(n=20)

파열음
개다-깨다-캐다, 데우다-때우다-태우다, 
베다-빼다-패다 

파찰음 재다-째다-채다, 지르다-찌르다-치르다   
마찰음 사리-싸리, 시름-씨름 

종성
(n=20)

비음 바-밤-반-방, 가사-감사-간사-강사 
유음 나-날, 머리-멀리 

장애음 바-밥-밭-박, 자다-잡다-잤다-작다 

표 2. 사전/사후 테스트용 자료
Table 2. Materials for pre-/post-tests

2.2.2. 훈련용 자료

훈련용 자료는 모음과 자음의 최소대립 쌍을 활용해서 준비

했다. 모음의 경우 훈련 대상이 되는 7개의 단모음을 /ᅡ-ᅥ/, /ᅥ
-ᅩ/, /ᅩ-ᅮ/, /ᅮ-ᅳ/, /ᅳ-ᅥ/, /ᅳ-ᅵ/, /ᅦ-ᅵ/ 등 7쌍으로 나누었

고, 6개의 이중모음은 /ᅧ-ᅭ/, /ᅭ-ᅲ/,  /ᅬ-ᅱ/, /ᅴ-ᅱ/ 등 4쌍으

로 나누어 각 음소 쌍별로 훈련 자료를 준비하였다. 대립을 이

루는 단어가 많은 단모음 쌍들의 경우 단어와 문장을 각각 5세
트씩 준비하였고, 활용할 수 있는 최소대립 쌍의 수가 제한적인 

이중모음의 경우 단어와 문장 자료를 1~3세트씩 준비했다. 
초성 자음은 이원 대립과 삼원 대립을 이루는 장애음들을 다

시 두 음소씩 짝지어(예: /ᄀ-ᄁ-ᄏ/ → /ᄀ-ᄁ/, /ᄀ-ᄏ/, /ᄁ-ᄏ/) 
각 음소 쌍별로 2~3세트의 단어와 문장을 준비했다. 단어 자극

과 문장 자극이 서로 겹치지 않게 하면서도 초급부터 고급까지

의 학습 수준을 아우를 수 있도록 훈련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3

종성 자음은 7개를 모두 훈련 대상으로 정하고 헷갈리는 소

리를 두 개씩 짝지어 훈련 자료를 준비했다 종성 자음의 경우 

문장 자극은 /ᄅ/에 대해서만 준비하고 나머지 쌍들에 대한 훈

련 자료는 단어 자극으로만 구성하였다. 이집트 구어체 아랍어

에는 유음 /r/과 /l/이 대립 쌍으로 존재하는 반면, 한국어 유음 

음소는 /ᄅ/ 하나만 있고 [ɾ]과 [l]이 변이음으로 존재한다. 따라

서 이집트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ᄅ/의 변이음을 환경에 따라 

변별하여 지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확인

하기 위해 종성의 /ᄅ/를 [ɾ]과 [l]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아래의 

표 3에서 실험에서 사용한 대립 쌍들을 제시하였다.

모음 초성 종성
/ᅡ-ᅥ/, /ᅥ-ᅩ/
 /ᅩ-ᅮ/ /ᅮ-ᅳ/
/ᅳ-ᅥ/, /ᅳ-ᅵ/ 
/ᅦ-ᅵ/, /ᅧ-ᅭ/

 /ᅭ-ᅲ/ /ᅬ-ᅱ/, /ᅴ-ᅱ/

/ᄀ-ᄏ/, /ᄀ-ᄁ/, /ᄁ-ᄏ/
/ᄃ-ᄐ/, /ᄃ-ᄄ/, /ᄄ-ᄐ/
/ᄇ-ᄑ/, /ᄇ-ᄈ/, /ᄈ-ᄑ/
/ᄌ-ᄎ/, /ᄌ-ᄍ/, /ᄍ-ᄎ/

/ᄉ-ᄎ/, /ᄉ-ᄊ/

/ᄆ-ᄂ/, /ᄆ-ᄋ/
/ᄂ-ᄋ/, /ᄅ/([ɾ-l])
/ᄇ-ᄃ/, /ᄇ-ᄀ/

/ᄃ-ᄀ/

표 3. 훈련용 자료의 최소대립 쌍
Table 3. Minimal pairs for training materials

3 이 실험을 위해서는 많은 수의 최소 대립어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최소 대립어를 이루는 단어들의 빈도수까지 고려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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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용 자료는 총 200개의 단어와 15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

었다. 훈련 자료 녹음에는 서울 출신의 20~30대 남자 2명과 여

자 3명이 참여했다. 각 화자는 무작위로 뒤섞인 단어 자극들과 

문장 자극들을 각각 두 번씩 읽었고, 더 명료하게 발음된 자극

을 선택하여 훈련용 음성 자료를 만들었다. 녹음 장비와 환경은 

사전/사후 테스트 자료 녹음 때와 동일했다. 훈련에 실제로 사

용한 단어와 문장의 예는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련 쌍 구분 자료(예)

/ᄇ-ᄈ-ᄑ/

단어
발-팔, 보기-포기, 방-빵, 발리-빨리, 삐다-피
다, 뼈-펴

문장

비자 받으러 가요 – 피자 받으러 가요
경기도에 병원이 많아요 – 경기도에 평원이 
많아요
보장이 잘 돼 있어요 – 포장이 잘 돼 있어요
발레하러 가요 – 빨래하러 가요
말을 바르게 해요 – 말을 빠르게 해요
운동화를 빨았어요 – 운동화를 팔았어요

표 4. 훈련에 사용한 단어 및 문장의 예
Table 4. Word and sentence samples used in training

2.3. 실험 절차

실험에 앞서 이집트인 학습자들에게 실험 설명문을 제공하

고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다. 실험은 사전 테스트, 지각 훈련, 사
후 테스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전/사후 테스트와 지각 훈련

은 스피커를 통해 음성 파일을 듣고 미리 나누어 준 답안지에서 

객관식으로 정답을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5에서 보듯이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에서는 학습자들

이 3명의 화자가 녹음한 159개의 음성 파일을 듣고 정답을 고르

게 했다. 음성 자극은 무작위로 제시되었고 피드백은 주어지지 

않았으며, 테스트는 총 25분이 소요되었다.

유형
사전/사후 훈련

단어 단어 문장
모음 13 86 86
초성 20 62 56
종성 20 52 10
합계 159개(53개×3명) 1,408개(352×4회 반복)

표 5. 실험에서 사용한 음성 자료의 총 개수
Table 5. Number of sound clips used in the experiment

이집트인 학습자들은 사전 테스트 다음날부터 약 2주에 걸쳐 

총 10회의 고변이 음성 훈련(자음 5회, 모음 5회)을 받았다. 훈련 

때마다 다른 화자의 목소리로 발화한 새로운 단어와 문장이 사

용되었고, 답안지의 단어와 문장 보기가 무작위로 제시되었다. 
모든 피험자들은 이집트 아인샴스대학교의 랩실에서 스피커를 

통해 각 문제를 2번씩 듣고 답안지에서 정답을 고르는 식별 과

제를 수행했다. 문제를 다 푼 다음 피험자들에게 정답 피드백을 

제공했고, 그 후에 정답 여부와 상관없이 각 문제의 음성 파일

을 2번씩 다시 들려주었다. 결과적으로 피험자들은 한 세션 동

안 각 자극을 총 4회 반복해서 들었다. 각 훈련 세션에 소요된 

시간은 30~40분이었다. 표 6에 각 세션에서 사용된 단어 자극과 

문장 자극의 개수가 제시되어 있다. 자음의 경우는 초성과 종성

을 포함했으며, 종성은 /ᄅ/을 제외하면 단어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음 세션의 단어와 문장 개수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모음 세션 자음 세션
단어 문장 단어 문장

세션 1 18 18 세션 1 22 14
세션 2 18 18 세션 2 24 14
세션 3 18 18 세션 3 22 12
세션 4 16 16 세션 4 24 12
세션 5 16 16 세션 5 22 14
합계 86 86 합계 114 66

표 6. 각 훈련 세션에 사용된 자극의 개수
Table 6. Number of stimuli used in each training session

3. 실험 결과 

3.1. 종합 결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초급 학습자 집단과 중고급 학습자 집단 

모두 사전 테스트보다 사후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 평균 점수에서 초급 집단은 7.6%, 중고급 집단은 5%(중급 

4.3%, 고급 7%) 상승했다.

그림 1. 이집트인 학습자들의 평균 지각 정확도
Figure 1. Egyptian learners’ average perception accuracy

그림 1과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급 집단은 지각 훈련 후 초

성의 지각 정확도가 훈련 전보다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음도 훈련 후 점수가 많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훈련 전부터 높은 지각 정확도를 보인 종성은 천장 효과로 

인해 낮은 수준의 향상도를 보였다. 중고급 집단의 경우 모음과 

종성의 지각 정확도는 훈련 후 소폭 상승했으며, 초성의 지각 

정확도는 훈련 전부터 넓은 분포를 보였고, 훈련 후 적지 않은 

향상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집트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각 훈련은 충분히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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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음절 내 위치 구분 N 평균(SD) 향상도

초급 

모음
사전

27
80.7 (8.8)

  8.1
사후 88.8 (5.9)

초성
사전

27
56.7 (8.7)

11.2
사후 67.9 (9.6)

종성
사전

27
88.9 (5.3)

  3.6
사후 92.5 (3.3)

중고급 

모음
사전

23
87.4 (10.1)

  5.4
사후 92.8 (6.4)

초성
사전

23
69.5 (10.7)

  6.8
사후 76.3 (8.6)

종성
사전

23
90.4 (3.7)

  2.9
사후 93.3 (5.0)

표 7. 집단별 사전/사후 점수(단위: %)
Table 7. Pre-/Post-test scores of each group (Unit: %)

  
이집트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음소 지각 능력이 고변이 음성 

훈련 이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향상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R Core Team(2017)의 ‘lme4’패키지에서 ‘glmer’함수를 사용하

여 혼합효과 회귀분석(Mixed Effect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

하였다. 테스트(사전, 사후)와 집단(초급, 중고급), 음절 내 위치

(모음, 초성, 종성)를 고정효과로, 자극단어와 피험자는 무작위

효과로, 학습자의 응답 점수를 종속변수로 지정했다. 초급과 중

고급 집단에서 모두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 결과가 유의미

하게 나타났으나[χ2(1)=141.801, β=0.619, SE=0.062, z=9.965, 
p<0.01], 테스트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집
단과 테스트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미했으며, 중고급 집단의 사

후 점수가 초급 집단의 사후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2(1)=17.321, β=0.474, SE=0.14, z=3.384, p<0.001]. 초
급 집단은 사후 점수가 사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훈련의 효과가 확인되었고[χ2(1)=99.978, β=–0.62783, SE=0.06268, 
z=10.016, p<0.01], 중고급 학습자 집단도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

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χ2(1)=45.319, β=0.50369, 
SE=0.07443, z=6.768, p<0.01]. 또한 음절 내 위치에 따른 사전/사
후 테스트 결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χ2(1)= 140.56, β=0.557, 
SE=0.107, z=5.205, p<0.01]. 사후 검정(Tukey's HSD) 결과 학습

자들은 종성을 가장 잘 지각했고, 초성 지각에 가장 큰 어려움

을 겪었다(초성<모음<종성, p<0.01). 집단에 따른 음절 내 위치 

차이의 주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χ2(2)=31.311, p<0.001], 
집단과 음절 내 위치의 상호작용의 결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χ2(2)=10.61, p<0.01]. 테스트와 집단과 음절 내 위치 간의 상호작

용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χ2(7)=15.359, p<0.05]. 이집트인 초

급과 중고급 학습자들 모두 지각 훈련 이후 점수가 이전 점수보

다 높은 것으로 관찰되어 훈련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2. 모음

표 8은 초급 집단과 중고급 집단의 한국어 7개 단모음 (/ᅡ, 
ᅥ, ᅩ, ᅮ, ᅳ, ᅵ. ᅦ/)과 6개 이중모음(/ᅣ, ᅧ, ᅭ, ᅲ, ᅱ, ᅬ/)에 

대한 사전/사후 테스트 평균 점수를 보여준다. 훈련 후 초급 집

단의 지각 정확도는 평균 8.2% 향상되었고(80.6% → 88.8%), 중

고급 집단의 정확도는 평균 5.4% 향상되었다(87.4% → 92.8%).

구분 사전 사후 향상도

초급
평균 80.7 88.8 8.2
(SD) (8.8) (5.9) (5.3)

중고급
평균 87.4 92.8 5.4
(SD) (10.1) (6.4) (5.7)

표 8. 한국어 모음 지각 정확도(단위: %)
Table 8. Perception accuracy of Korean vowels (Unit: %)

훈련을 통해서 한국어 모음 지각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여부

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테스트(사전, 사후)와 집단(초급, 
중고급)을 고정효과로 하고, 종속변수를 정답 여부(0, 1)로, 무
작위효과는 피험자와 자극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테스트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

으며,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나[χ²(1)=47.839, β=0.75534, SE=0.13396, z=5.638, p<0.001] 고변

이 음성 훈련이 이집트 학습자들의 한국어 모음 지각 능력 향상

에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집단에 대한 주효

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중고급 학습자들의 지각 정확도

가 초급 학습자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²(1) 
=9.316, β=0.596, SE=0.243, z=2.451, p<0.05]. 

표 9와 표 10은 각각 이집트인 초급 집단과 중고급 집단의 한

국어 단모음과 이중모음에 대한 사전/사후 테스트 지각 정확도

와 향상도, 통계 결과 등을 보여준다. 사전 테스트에서 초급 학

습자들이 지각하기 어려웠던 모음은 /ᅩ/(56.7%), /ᅮ/(75.3%),   
/ᅥ/(80.2%), /ᅳ/(81.4%), /ᅭ/(53.0%), /ᅧ/(71.6%), /ᅲ/(75.3%) 등
이었다. 훈련 후의 지각 정확도 변화를 살펴보면 초급 학습자들

이 지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음소들의 지각 정확도가 대폭 

상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집트 아랍어에 없

는 모음 /ᅳ/는 14.8% 상승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모음 /ᅩ/는 12.4% 상승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ᅵ/, /ᅦ/, /ᅡ/도 각각 7.4%, 6.2%, 5,0% 상승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ᅥ/와 /ᅮ/는 상승폭이 매우 낮았다. 이는 

이 두 모음이 /ᅩ/와 혼동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중모음은 단모음보다 더 높은 지각 향상도를 보였다. 

/ᅭ/와 /ᅲ/는 각각 19.8%, 12.3% 향상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했다. 다른 이중모음들도 지각이 향상되었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ᅴ/와 /ᅱ/는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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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 사후 향상도 z p

단
모
음

/ᅳ/ 81.4 96.2 14.8 2.716 0.007**

/ᅩ/ 56.7 69.1 12.4 1.621 0.105
/ᅦ/ 88.8 96.2  7.4 1.717 0.086
/ᅵ/ 91.3 97.5  6.2 1.612 0.107
/ᅡ/ 95.0 100  5.0 0.006 0.995
/ᅥ/ 80.2 83.9  3.7 0.614 0.539
/ᅮ/ 75.3 76.5  1.2 0.184 0.854

이
중
모
음

/ᅭ/ 53.0 72.8 19.8 2.579 0.009**

/ᅲ/ 75.3 87.6 12.3 2.026 0.042*

/ᅧ/ 71.6 81.4  9.8 1.474 0.140
/ᅬ/ 95.0 100  6.2 0.006 0.995
/ᅴ/ 93.8 98.7  4.9 0.009 0.993
/ᅱ/ 91.3 95.0  3.7 0.575 0.565

표 9. 이집트인 초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모음 지각 정확도와 

향상도(향상도 순, 단위: %)
Table 9. Egyptian beginners’ perception accuracy and improvement 

rates of Korean vowels (In improvement order, Unit: %)

중고급 학습자 집단의 지각 향상도도 긍정적이었다. 아래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훈련 전 지각 정확도가 62.3%에 불과

해 모음 중에서 가장 지각이 잘 되지 않았던 모음 /ᅩ/는 지각 훈

련 후 정확도가 대폭(20.3%) 상승해 97.1%에 이를 정도로 훈련 

효과가 높았다. 이집트어에 없는 모음 /ᅳ/의 경우는 훈련 전에

도 지각 정확도가 89.8%에 이를 정도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후 97.1%에 도달하여 7.3%의 인상적인 향상도를 보여주었

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은 아니었으나, 대부분의 단

모음에 대한 중고급 학습자들의 지각 정확도가 훈련 전 85%를 

상회한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ᅡ, ᅵ, 
ᅦ/의 경우 훈련 전부터 90% 이상의 지각 정확도를 보였고, 천
장 효과로 인해 향상도는 매우 낮았다.  

이중모음의 경우에는 /ᅲ/가 10.1%로 높은 향상도를 보였고,  
/ᅱ/와 /ᅴ/는 각각 8.7%, /ᅧ/는 7.2% 상승했다. 이 중 /ᅲ/와 /ᅱ/
의 향상도는 통계적으로 거의 유의미했다(marginally significant). 
이를 통해 중고급 학습자도 지각 훈련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 모

음 지각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사전 사후 향상도 z p

단모음

/ᅩ/ 62.3 82.6 20.3 2.616 0.008**

/ᅳ/ 89.8 97.1 7.3 1.621 0.105
/ᅦ/ 92.7 95.6 2.9 0.721 0.471
/ᅥ/ 86.9 88.4 1.5 0.259 0.796
/ᅮ/ 85.5 86.9 1.4 0.247 0.805
/ᅵ/ 100 100 0.0 0.000 1.000
/ᅡ/ 100 100 0.0 0.000 1.000

이중
모음

/ᅲ/ 82.6 92.7 10.1 1.762 0.078
/ᅱ/ 88.4 97.1 8.7 1.827 0.067
/ᅴ/ 91.3 100 8.7 0.009 0.993
/ᅧ/ 79.7 86.9 7.2 1.134 0.257
/ᅬ/ 98.5 100 1.5 0.005 0.996
/ᅭ/ 78.2 79.7 1.5 0.209 0.835

표 10. 이집트인 중고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모음 지각 정확도와 

향상도(향상도 순, 단위: %)
Table 10. Egyptian high proficiency learners’ perception accuracy and 
improvement rates of Korean vowels (In improvement order, Unit: %)

3.3. 초성 자음

초성 자음의 훈련 전 지각 정확도는 모음과 종성보다 낮았으

나, 훈련 후에는 가장 높은 향상도를 보였다. 표 11에서 볼 수 있

듯이 초급 학습자 집단의 지각 정확도는 사전 평균 56.7%에서 사

후 평균 67.9%로 11.2% 상승했고, 중고급 학습자 집단의 지각 정

확도는 사전 평균 69.5%에서 사후 평균 76.3%로 6.8% 상승했다.

구분 사전 사후 향상도

초급
평균 56.7 67.9 11.2
(SD) (8.7) (9.6) (10.3)

중고급
평균 69.5 76.3 6.8
(SD) (10.7) (8.6) (6.9)

표 11.  한국어 초성 자음의 지각 정확도(단위: %)
Table 11. Perception accuracy of Korean initial consonants (Unit: %)

초급 집단과 중고급 집단의 한국어 초성 지각 능력이 통계적

으로 의미 있게 향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사전, 사
후)와 집단(초급, 중고급)을 고정효과로 하고, 정답 여부(0, 1)를 

종속변수로, 피험자와 자극 단어를 무작위효과로 하여 혼합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테스트에 따른 주효과

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유의미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²(1)=71.016, β=0.598, SE=0.08185, 
z=7.315, p<0.001]. 



26 Sarah Benjamin et al. /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Vol.11 No.4 (2019) 19-33

구분 사전 사후 향상도 z p

평
음

/ᄃ/ 23.4 51.8 28.4 3.655 0.0002***

/ᄇ/ 43.2 70.3 27.1 3.440 0.0005***

/ᄀ/ 29.6 53.0 23.4 2.997 0.002**

/ᄌ/ 12.3 32.0 21.0 2.931 0.003**

‘지’ 13.5 27.1 13.6 2.111 0.034*

/ᄉ/ 69.1 69.1 0.0 0.000 1.000
‘시’ 53.0 43.2 –9.8 –1.256 0.209

경
음

‘찌’ 60.4 82.7 22.3 3.024 0.002**

/ᄄ/ 50.6 69.1 18.5 2.387 0.017*

/ᄁ/ 70.3 82.7 12.4 1.836 0.066
/ᄈ/ 51.8 61.7 9.9 1.267 0.205
‘씨’ 83.9 92.5 8.6 1.672 0.094 
/ᄍ/ 55.5 61.7 6.2 0.861 0.389
/ᄊ/ 79.0 85.1 6.1 1.020 0.308

격
음

/ᄏ/ 59.2 74.0 14.8 1.987 0.046*

/ᄐ/ 53.0 66.6 13.6 1.757 0.079 
‘치’ 82.7 87.6 4.9 1.274 0.203
/ᄑ/ 62.9 65.4 2.5 0.328 0.743
/ᄎ/ 83.9 81.4 –2.5 –0.415 0.678

표 12. 이집트인 초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초성 지각 정확도와 

향상도(향상도 순, 단위: %)
Table 12. Egyptian beginners’ perception accuracy and improvement 
rates of Korean initial consonants (In improvement order, Unit: %)

위의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급 학습자 집단의 경우 평음

의 훈련 전 지각 정확도는 매우 낮았으나 /ᄃ/, /ᄇ/, /ᄀ/, /ᄌ/,‘지’
는 훈련 후에 각각 28.4%, 27.1%, 23.4%, 21.0%, 13.6%의 높은 

향상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집트어에는 /p/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순 파열음의 인지가 치조 파열음이나 

연구개 파열음의 인지보다 인지 정확도나 향상도가 떨어지지 

않았다.  /ᄉ/와 ‘시’는 훈련 전 평음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

은 지각 정확도를 보였으나(각각 69.1%, 53.0%) 훈련 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다. 평음들 중에서는 /ᄌ/와 ‘지’가 훈련 전과 후에 

가장 낮은 지각 정확도를 보여 이집트인 학습자들이 습득하기

에 가장 어려운 음소로 판명되었다.
경음의 경우에는 ‘찌’와 /ᄄ/가 가장 높은 향상도(각각 22.3%, 

18.5%)을 보였다. 다른 경음들도 지각 정확도가 6%~12% 정도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며, /ᄈ, ᄄ, ᄍ/
는 훈련 후에도 지각 정확도가 70%를 밑돌았다. 격음의 향상도

는  /ᄏ/와 /ᄐ/가 각각 14.8%와 13.6%로 가장 높았다. /ᄎ/와 ‘치’
는 훈련 전부터 80% 이상의 높은 지각 정확도를 보였으나 훈련 

후 지각 정확도가 더 향상되지는 않았다. /ᄑ, ᄐ, ᄏ/는 훈련 후

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각 정확도를 보였는데, 초급 학습자들

은 훈련 전과 후 모두 격음과 경음을 상당히 혼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음에 대한 사후 지각 정확도는 사전에 비해 대부분 

20% 이상 상승할 정도로 훈련 효과가 높았지만, 훈련 후에도 정

확도가 70%를 밑도는 음소들이 많아 초급 단계부터 평음, 경음, 
격음 구별에 많은 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파찰음은 이집트인 초급 학습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

을 겪는 소리이다. 특히 /ᄌ/와 ‘지’는 훈련 전의 지각 정확도가 

각각 12.3%와 13.5%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정

확하게 지각하지 못했다. 반면 격음 /ᄎ/, ‘찌’는 훈련 전부터 각

각 83.9%, 87.6%의 지각 정확도를 보일 정도로 잘 지각되었으나 

천장 효과로 인해 훈련 후 향상도는 낮게 나타났다. 마찰음의 

경우 평음이 경음보다 지각 정확도가 훨씬 낮게 나타났고, 평음

과 경음 모두 훈련 효과가 미미하거나 훈련 후에 오히려 정확도

가 떨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구분 사전 사후 향상도 z p

평음

/ᄇ/ 75.3 89.8 14.5 2.184 0.029*

/ᄀ/ 47.8 62.3 14.5 1.711 0.087 
/ᄃ/ 49.2 62.3 13.1 1.538 0.124
/ᄌ/ 39.1 50.7 11.6 1.366 0.172
/ᄉ/ 66.6 72.4 5.8 0.739 0.459
‘지’ 15.9 18.8 2.9 0.499 0.654
‘시’ 55.0 44.9 –10.1 –1.190 0.234

경음

/ᄈ/ 76.8 91.3 14.5 2.246 0.024*

/ᄁ/ 78.2 92.7 14.5 2.313 0.020*

/ᄍ/ 72.4 86.9 14.5 0.789 0.430
/ᄄ/ 78.2 89.8 11.6 1.822 0.068 
‘찌’ 78.2 86.9 8.7 1.577 0.115
/ᄊ/ 88.4 88.4 0.0 0.259 0.796
‘씨’ 79.7 79.7 0.0 0.000 1.000

격음

/ᄑ/ 68.1 78.2 10.1 1.339 0.180
/ᄏ/ 71.0 79.7 8.7 1.180 0.237
/ᄎ/ 82.6 86.9 4.7 0.709 0.478
/ᄐ/ 78.2 78.2 0.0 0.000 1.000
‘치’ 92.7 92.7 0.0 0.000 1.000

표 13. 이집트인 중고급 학습자들의 지각 훈련 전후 한국어 초성 

지각 정확도와 향상도(향상도 순, 단위: %)
Table 13. Egyptian high proficiency learners’ perception accuracy and 

improvement rates of initial consonants (In improvement order, Unit: %) 

중고급 학습자 집단의 지각 훈련 결과는 표 13에 제시되어 있

다. 지각 훈련 전 평음 지각 정확도는 15.9%부터 75.3%까지 굉

장히 큰 범위를 보였다. 경음에 대한 지각 정확도는 72.4%부터 

88.4%까지 상대적으로 높고 일정하게 나타났고, 격음에 대한 

정확도 역시 최소 68.1%에서 최대 92.7%까지 높게 나타났다. 
훈련 전 평음의 지각 정확도는 대부분 60% 이하로 매우 저조

했으나 훈련 후 높은 지각 향상을 보였다. 특히 /ᄇ/는 89.8%까

지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경음의 경우

에는 /ᄈ/, /ᄄ/, /ᄁ/, /ᄍ/는 높은 지각 향상도를 보였으며, 이 중   

/ᄈ/와 /ᄁ/의 향상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초급 그룹의 결

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찰음 /ᄉ/, /ᄊ/와 ‘시’, ‘씨’는 훈련 효과

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격음의 지각 향상도는 /ᄑ/와 /ᄏ/가 

각각 10.1%, 8.7%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ᄎ/, /ᄐ/, ‘치’는 훈련 

효과가 없거나 매우 약했다. /ᄎ/과 ‘치’는 훈련 전부터 80% 이
상의 지각 정확도를 보여 천장 효과로 인해 지각 향상도가 저조

했던 것으로 보인다.

3.4. 종성 자음

이집트인 학습자들은 초성이나 모음보다 종성을 훨씬 더 잘 

지각했다.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성에 대한 사전 지각 

정확도가 초급 집단과 중고급 집단에서 각각 88.9%와 90.4%로 

훈련 전부터 이미 높게 나타나고 있다. 훈련 후 초급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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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성 지각 정확도는 92.5%로 평균 4.0% 높아졌고, 중고급 학

습자들의 정확도는 93.3%로 2.9% 상승하였다.

구분 사전 사후 향상도

초급
평균 88.9 92.5 3.6
(SD) (5.3) (3.3) (3.15)

중고급
평균 90.4 93.3 2.9
(SD) (3.7) (5.0) (5.5)

표 14. 한국어 종성 자음의 지각 정확도(단위: %)
Table 14. Perception accuracy of Korean syllable codas (Unit: %)

고변이 음성 훈련 전후의 종성 지각이 유의미하게 다른지 검

증하기 위해 테스트(사전, 사후)와 집단(초급, 중고급)을 고정효

과로 하고, 종속변수를 정답 여부(0, 1)로, 피험자와 자극단어를 

무작위효과로 하여 혼합효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테스트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χ²(1) 
=26.83, β=0.584, SE=0.141, z=4.132, p<0.001]. 반면에 집단에 따

른 주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χ²(1)=1.51, p<0.1]. 테
스트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χ²(1)=0.79, 
p<0.1].

표 15에서 초급 학습자 집단의 훈련 전후의 종성 지각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집트 아랍어에 존재하지 않는 비음 종성  /ᄋ/
이 다른 종성 비해 75.3%의 낮은 지각 정확도를 보였으나, 훈련 

후 87.6%로 12.3%의 가장 높은 향상도를 보였다. 반면에 훈련 

전 지각 정확도가 30.8%로 가장 낮았던 단음절 어말의 /ᄀ/은 지

각 정확도가 1.2% 상승하는 데 그쳐 훈련 효과를 확인할 수 없

었다. 어중의 /ᄀ/ 경우에는 훈련 전에 어말의 /ᄀ/보다 높은 

71.6%의 정확도를 보였으나, 훈련 후의 지각 정확도는 2.4%의 

낮은 향상도를 보였다. /ᄀ/를 /ᄇ/로 잘못 듣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이 부분에 대한 지각 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ᄋ/과 

/ᄀ/ 이외의 음소들은 훈련 전부터 87.6%에서 98.7%까지의 높

은 지각 정확도를 보였으며, 훈련 후에는 대부분 100%의 정확

도를 보였다. 특히 유음의 경우는 훈련 전부터 거의 완벽한 지

각 정확도를 보여 이집트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유음을 가장 정

확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사전 사후 향상도 z p

비음

어말
/ᄆ/ 98.7 98.7 0.0 0.571 0.568
/ᄂ/ 96.2 100 4.8 0.006 0.996
/ᄋ/ 75.3 87.6 12.3 1.989 0.046*

어중
/ᄆ/ 98.7 100 1.3 0.003 0.997
/ᄂ/ 88.8 90.1 2.3 0.256 0.798
/ᄋ/ 88.4 89.7 1.3 0.700 0.484

유음
어말 [l] 97.5 100 2.5 0.006 0.996
어중 [ɾ] 96.2 100 3.8 0.006 0.996

장애음

어말
/ᄇ/ 90.1 92.5 2.4 0.557 0.557
/ᄃ/ 88.8 96.2 7.4 1.717 0.086 
/ᄀ/ 30.8 32.0 1.2 0.169 0.865

어중
/ᄇ/ 96.1 98.7 2.6 1.261 0.207
/ᄃ/ 87.6 92.5 1.9 1.043 0.297
/ᄀ/ 71.6 74.0 2.4 0.353 0.723

표 15. 이집트인 초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종성 지각 정확도와 

향상도(향상도 순, 단위: %)
Table 15. Egyptian beginners’ perception accuracy and improvement 

rates of Korean syllable codas (In improvement order, Unit: %)

표 16에서 보듯이 중고급 학습자 집단도 /ᄀ/을 지각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어말 /ᄀ/은 훈련 전 37.6%에서 훈련 

후 57.9%로 20.3% 상승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어
중 /ᄀ/도 훈련 전 68.1%에서 훈련 후 73.9%로 5.8%의 향상도를 

보였다. 그러나 /ᄀ/는 종성 자음 중 유일하게 위치에 상관없이 

훈련 후에도 지각 정확도가 80%에 도달하지 못했다.

구분 사전 사후 향상도 z p

비음

어말
/ᄆ/ 98.5 100  1.5 0.005 0.996
/ᄂ/ 100 97.1 –2.9 –0.005 0.996
/ᄋ/ 89.8 89.8  0.0 0.000 1.000

어중
/ᄆ/ 97.1 100  2.9 0.005 0.996
/ᄂ/ 82.6 85.5  2.9 0.465 0.642
/ᄋ/ 91.3 91.3  0.0 0.000 1.000

유음
어말 [l] 100 100  0.0 0.000 1.000
어중 [ɾ] 98.5 100  1.5 0.005 0.996

장애음

어말
/ᄇ/ 81.1 86.9  5.8 0.926 0.355
/ᄃ/ 98.5 100  1.5 0.005 0.996
/ᄀ/ 37.6 57.9 20.3 2.369  0.017*

어중
/ᄇ/ 95.6 100  4.4 0.005 0.996
/ᄃ/ 85.5 92.7  7.2 1.343 0.179
/ᄀ/ 68.1 73.9  5.8 0.750 0.453

표 16. 이집트인 중고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종성 지각 정확도와 

향상도(향상도 순, 단위: %)
Table 16. Egyptian high proficiency learners’ perception accuracy and 

improvement rates of Korean syllable codas (In improvement order, Unit: %)

반면에 유음은 훈련 전부터 거의 완벽한 지각 정확도를 보였

다. 비음도 이집트인 중고급 학습자 집단의 지각 정확도가 훈련 

전부터 82.6%에서 100%에 이를 정도로 쉽게 지각되었고, 훈련 

후에는 어중 /ᄂ/(85.5%)을 제외하고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기존의 발화와 인지 연구에서는 L1, L2 화자들 모두 초성보

다는 종성을 훨씬 어려워하고, 보편적인 언어 유표성의 측면에

서도 종성의 발화와 인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이집트 학습자들이 초성보다 종성을 더 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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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초성의 자리에서 이집트인 

학습자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외국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평음/격음/경음의 대립이 있는 반면 종성의 자리에서는 삼원대

립이 사라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집트인 학습자들은 모어의 영향으로 한국어 종성 파열음

을 개방해서 발음하는데, 어색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조음자리

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들이 한국어의 종성 파열음을 

들을 때 조음자리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다
만 /ᄀ/의 경우 조음점이 구강 깊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른 

자리의 파열음에 비해 지각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집트 아랍어에서는 CVC, CVCC 음절구조가 허용되

기 때문에 한국어의 모음 사이에 나타나는 자음 연결체를 인지

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3.5. 논의

이 연구에서는 이집트인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초성, 종성의 

지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변이 음성 훈련을 실시하였고, 
지각 훈련이 이집트인 학습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음소별로, 학
습 수준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실험

은 한국어 학습기간이 적고 한국인과 한국어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초급 학습자들과 학습 기간이 길고 한국인과 한국

어를 접촉한 경험이 많은 중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

시하였다. 약 2주간의 짧은 훈련 기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

의 성적이 훈련 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고변이 음성 

훈련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훈련 효과는 초급 

학습자의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중고급 집단의 경우 많

은 음소들에서 천장효과가 나타나 훈련 효과가 다소 낮았지만 

초급 학습자들이 잘 지각하지 못했던 음소들을 훈련 후 거의 완

벽하게 지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논문은 이집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한국어 고

변이 음성 훈련 연구이다. 이집트인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자들

과 달리 대학에 입학하는 만 17세부터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고 

한국인과 접촉할 기회도 적기 때문에 이러한 지각 훈련의 중요

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각 훈련 후 초급 학습자들은 모음, 초성, 종성에서 각각 평

균 8.2%, 11.2%, 4.0%의 지각 향상도를 보였고, 중고급 학습자

들도 각각 5.4%, 6.8%, 2.9%의 향상도를 보였다. 이는 10~20%의 

지각 향상도를 보고했던 기존의 지각훈련 연구들의 성과에 비

해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연구들은 학습자

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소수의 분절음(예: 영어의 /r–l/, 한국어 

삼원대립)에 집중했던 반면,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모음, 초
성, 종성을 모두 훈련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집트인 학습자들이 

잘 지각하는 한국어 종성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초급부

터 중고급 단계까지 두루 어려움을 겪는 초성의 평음에 대한 지

각이 최대 28.4% 향상되었고, 학습자들이 훈련 전에 잘 구별하

지 못했던 모음 쌍들에 대한 지각도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종성의 경우에는 이집트인 학습자들이 지각 훈련 전부터 대부

분 80% 넘는 지각 정확도를 보였기 때문에 천장 효과로 인해 훈

련 후 지각 향상도가 다소 미미한 모습이었다.
이집트인 학습자들이 가장 구별하기 어려워했던 단모음 쌍

은 /ᅩ-ᅮ/와 /ᅥ-ᅩ/이다. 훈련 전 초급과 중고급 학습자 집단 모

두에서 /ᅩ/를 /ᅮ/로 잘못 지각하는 비율이 30% 이상으로 나타

났다. 이집트 구어체 아랍어에서는 /o:/와 /u:/가 뚜렷하게 구별

되는 반면 한국어의 /ᅩ/와 /ᅮ/는 모음 공간에서 많은 영역을 공

유하기 때문에 이집트인 학습자들이 /ᅩ/와 /ᅮ/를 각각 범주화

하는 데 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ᅥ/는 이집트 아랍

어에 없는 모음이지만, 기능부담량이 높은 /o:/에 범주화되어     

/ᅩ/로 잘못 지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ᅥ, ᅩ, ᅮ/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이

므로(Fitri & Kim, 2012; Hwang, 2017) 이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

계적인 지각 훈련이 필요하다. /ᅥ-ᅩ/, /ᅩ-ᅮ/ 대립 쌍에 대한 

지각 정확도는 훈련 후 초급 집단에서 각각 평균 8.1%와 6.8%, 
중고급 집단에서 각각 평균 10.6%와 10.8% 상승하였으나 다른 

모음 대립 쌍들에 비해 사후 정확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이중모음 /ᅧ, ᅭ, ᅲ/의 사전 지각 양상은 단모음 /ᅥ, ᅩ, ᅮ/

의 지각 양상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훈련 후 /ᅧ-ᅭ/, /ᅭ-ᅲ/ 
대립 쌍에 대한 정확도는 초급 집단에서 각각 평균 14.8%, 
15.7% 상승하여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중고급 집단에

서는 각각 4.4%, 5.8% 상승하는 데 그쳐 지속적인 훈련의 필요

성을 시사했다.
이집트 구어체 아랍어의 어떤 모음과도 유사하지 않은 단모

음 /ᅳ/와 이중모음 /ᅴ/는 상대적으로 쉽게 범주화되어 훈련 후 

100%에 가까운 지각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Flege(1995, 2003)의 

음성학습모델(Speech Learning Model: SLM)에서 예측한 대로 /ᅳ/ 
와 /ᅴ/가 L1에 존재하는 음과 음성적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음

이기 때문에 범주 성립이 용이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7에서 각 모음의 훈련 전후의 지각 정확도 평균값을 바탕

으로 계산한 모음의 대립 쌍별 학습용이성 지표를 제시하였다

(Lee & Hwang, 2016 참조). 초급 학습자 집단과 중고급 학습자 

집단의 학습용이성 지표 순위를 보면, /ᅥ, ᅩ, ᅮ/와 /ᅧ, ᅭ, ᅲ/
를 포함한 대립 쌍들의 학습용이성 지표가 낮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순위 대립 쌍 초급 대립 쌍 중고급
1 /ᅱ-ᅴ/ 94.6 /ᅦ-ᅵ/ 97.0
2 /ᅦ-ᅵ/ 93.4 /ᅳ-ᅵ/ 96.7
3 /ᅳ-ᅵ/ 91.6 /ᅱ-ᅴ/ 89.1
4 /ᅥ-ᅩ/ 72.4 /ᅭ-ᅲ/ 83.5
5 /ᅭ-ᅲ/ 72.1 /ᅧ-ᅭ/ 81.8
6 /ᅧ-ᅭ/ 69.7 /ᅥ-ᅩ/ 80.0
7 /ᅩ-ᅮ/ 69.4 /ᅩ-ᅮ/ 79.3

표 17. 이집트인 학습자의 모음 대립 쌍별 학습용이성 순위
Table 17. Egyptian learners’ pairwise learnability order of vowels

초성 장애음에 대한 지각 정확도는 모음에 비해 매우 낮게 나

타났다.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에 대한 정확도가 초급 집단에

서 훈련 전 각각 49.0%, 53.4%, 76.7%로 나타났고, 중고급 집단

에서는 각각 69.4%, 66.5%, 77.1%로 나타나 학습 기간에 따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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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음에 대한 지각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기는 하지만 지각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각 훈

련 후 파열음에 대한 지각은 상대적으로 많이 향상되었지만 파

찰음과 마찰음에 대한 지각 정확도는 여전히 매우 저조하게 나

타났다. 따라서 이집트 학습자들에게는 초성 자음에 대한 훈련

을 더 강화해야 하며 특히 파찰음과 마찰음의 훈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음 방법별로 살펴보면 평음, 경음, 격음에 대한 정확도가 

훈련 전 초급 집단에서 각각 34.9%, 64.5%, 68.3%로 나타났고, 
중고급 집단에서는 49.8%, 78.8%, 78.5% 나타났다. 훈련 후 계

열별로 5%~15%의 지각 향상도를 보였으나 전체적인 양상은 유

지되었다. 즉, 이집트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평음 지각을 제일 어

려워하고 경음과 격음은 비슷한 수준으로 지각했다. Benjamin 
(2013)에 따르면 이집트 학습자들은 한국어 어두 파열음과 파찰

음의 삼원대립을 이원대립으로 산출하고 지각한다. 예를 들어, 
이집트 학습자들이 한국어 파열음을 발음할 때 평음과 경음의 

VOT가 34 ms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Rifaat(2003)에서 밝힌 이

집트 아랍어 무성파열음의 평균 VOT가 32 ms였던 점을 감안하

면 이집트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평음과 경음을 모두 이집트 

아랍어의 무성파열음으로 범주화하였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표 18에서 한국어 초성의 학습용이성 순위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각 계열별로 초급보다 중고급 

학습자 집단의 학습용이성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 수치

가 80%를 겨우 넘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초성의 학습용이성

이 모음이나 종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낮은 사전 지각 정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각 훈련 효과는 

높았지만 2주간의 짧은 훈련으로는 학습자들이 지각 범주를 형

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파열음의 경우 초급과 중고급 집단에서 모두 경음-격음 쌍

구분 순위 대립 쌍 초급 대립 쌍 중고급

파열음

1 /ᄁ-ᄏ/ 71.5 /ᄇ-ᄈ/ 83.2
2 /ᄇ-ᄑ/ 60.6 /ᄄ-ᄐ/ 81.4
3 /ᄈ-ᄑ/ 60.4 /ᄁ-ᄏ/ 80.3
4 /ᄄ-ᄐ/ 59.8 /ᄈ-ᄑ/ 78.5
5 /ᄀ-ᄁ/ 58.9 /ᄇ-ᄑ/ 77.8
6 /ᄇ-ᄈ/ 56.7 /ᄀ-ᄁ/ 70.2
7 /ᄀ-ᄏ/ 53.9 /ᄃ-ᄄ/ 69.8
8 /ᄃ-ᄄ/ 48.7 /ᄃ-ᄐ/ 67.3
9 /ᄃ-ᄐ/ 48.7 /ᄀ-ᄏ/ 65.1

파찰음

1 ‘찌-치’ 78.3 ‘찌-치’ 87.6
2 /ᄍ-ᄎ/ 70.6 /ᄍ-ᄎ/ 82.1
3 ‘지-치’ 52.7 /ᄌ-ᄎ/ 64.8
4 /ᄌ-ᄎ/ 52.3 /ᄌ-ᄍ/ 59.0
5 ‘지-찌’ 45.9 ‘지-치’ 55.0
6 /ᄌ-ᄍ/ 40.3 ‘지-찌’ 49.9

마찰음
1 /ᄉ-ᄊ/ 75.5 /ᄉ-ᄊ/ 78.9
2 ‘시-씨’ 68.1 ‘시-씨’ 64.8

표 18. 이집트인 학습자의 초성 자음 대립 쌍별 학습용이성 순위
Table 18. Egyptian learners’ pairwise learnability order of initial 

consonants

(예: /ᄁ-ᄏ/)이 대체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평음을 포함

한 쌍의 학습용이성은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ᄀ-ᄏ/, /ᄃ-ᄐ/, 
/ᄃ-ᄄ/의 학습용이성이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낮았다. 조음 위

치별로 살펴봤을 때 양순음의 학습용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

는데, 이것은 이집트 아랍어에 양순파열음 음소가 /b/ 하나만 존

재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무성양순파열음 /p/가 새로운 음소로 

상대적으로 쉽게 범주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두 

집단 모두에서 /ᄇ/에 대한 사전 지각 정확도가 /ᄀ/와 /ᄃ/에 비

해 높게 나타났고, 훈련 후 향상도도 유의미하게 높아 /ᄇ/를 포

함한 양순음 대립 쌍들의 학습용이성이 상위에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치조음이나 경구개음은 이집트 아랍어에서 유성음

과 무성음으로 이원대립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삼원대립을 구별

하여 지각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음의 경우가 

이집트인에게 상당히 어려워 더 많은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
파찰음에서는 초급과 중고급 집단에서 경음-격음 대립 쌍인 

‘찌-치’와 /ᄍ-ᄎ/의 학습용이성이 가장 높아 이집트인 학습자들

이 파찰음의 경음과 격음을 후행모음과 상관없이 구별하여 지

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음-격음 대립 쌍 /ᄌ-ᄎ/, 
‘지-치’가 뒤를 이었고, 평음-경음 쌍인 /ᄌ-ᄍ/,‘지-찌’의 학습용

이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 파열음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파찰음 역시 평음과 경음, 평음과 격음 구별에 초점을 

두어 훈련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마찰음의 경우 지각 훈련 전후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지각 

양상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학습용이성도 80%를 넘지 못하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학습 단계와 상관없이 결과가 비슷하게 나

타난 것을 보면 학습 기간이 늘어나도 지각 정확도가 자연스럽

게 늘어나지 않으며, 짧은 훈련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힘

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찰음 대립 쌍은 이집트 아랍어의 /s/ 
한 음소로 범주화되기 때문에 학습 초기 단계부터 /ᄉ/와 /ᄊ/를 

제대로 구별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나

중에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따라서 한국어 마찰음 지

각을 위한 적절한 훈련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종성의 경우 대부분의 음소들이 지각 훈련 전부터 80% 이상

의 지각 정확도를 보여 주어 학습용이성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

다. 표 1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성들 중에서 학습용이성이 

가장 높은 음소는 유음 /ᄅ/이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이집트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ᄅ/의 두 변이음 [ɾ]과 [l]을 지각하는 데 장

애가 없으며, 훈련 후 100%에 가까운 지각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랍어의 /l/은 설측음으로 발음되고 /r/은 전동음 

[r]로 발음되기 때문에 두 소리가 한국어 /ᄅ/의 변이음들과는 

음성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지만,  L2의 두 음이 L1
의 서로 다른 두 음에 각각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학습용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비음 /ᄆ-ᄂ/, /ᄆ-ᄋ/, /ᄂ-ᄋ/과 장애음 

/ᄇ-ᄃ/ 쌍의 학습용이성 역시 초급 단계에서부터 90%를 넘을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ᄀ/을 포함한 /ᄃ-ᄀ/와 /ᄇ-ᄀ/ 
쌍의 학습용이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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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위 대립 쌍 초급 대립 쌍 중고급

유음 1 /ᄅ/ 98.4 /ᄅ/ 99.6

비음

2 /ᄆ-ᄂ/ 96.3 /ᄆ-ᄂ/ 95.0
3 /ᄇ-ᄃ/ 92.8 /ᄆ-ᄋ/ 94.8
4 /ᄆ-ᄋ/ 92.1 /ᄇ-ᄃ/ 92.5

장애음

5 /ᄂ-ᄋ/ 89.4 /ᄂ-ᄋ/ 91.0
6 /ᄃ-ᄀ/ 71.6 /ᄃ-ᄀ/ 76.7
7 /ᄇ-ᄀ/ 71.2 /ᄇ-ᄀ/ 75.1

표 19. 이집트인 학습자의 종성 자음 대립 쌍별 학습용이성 순위
Table 19. Egyptian learners’ pairwise learnability order of syllable codas

4. 맺음말

제2언어 및 외국어 발음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면 학습

자가 목표 언어의 음소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산출하는지를 파

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소들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효율

적인 발음 훈련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집트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한국어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지

각하는지 살펴보고, 고변이 음성 훈련을 실시하여 어느 음소에 

대한 지각이 더 잘 향상되고, 어느 음소가 덜 향상되는지 살펴

보았다. 훈련 결과를 토대로 음소 대립 쌍별 학습용이성 순위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집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

의 결과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아랍

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발음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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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구개수음 인두음 성문음

파열음
b 
bˤ

d, t 
dˁ, tˁ g, k q ʔ

마찰음 f, v θ, ð
ðˤ

s, z 
 sˤ, zˤ ʃ x, ɣ ħ, ʕ h

비음 m n
설측음 l
탄설음 r
접근음 j w

1. 이집트 구어체 아랍어의 자음체계(Benjamin, 2019)

2. 한국어와 이집트 아랍어 남성 화자의 모음 포먼트 주파수(Kim, 2012; Norlin, 1987)

한국어
/ᅡ/ /ᅩ/ /ᅮ/ /ᅵ/ /ᅦ/ /ᅳ/ /ᅥ/

F1 692 443 416 364 535 418 565
F2 1,246 773 880 2,206 1,725 1,423 925

이집트어
/a:/ /o:/ /u:/ /i:/ /e:/

F1 585 405 305 290 385
F2 1,780 880 790 1,94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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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집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음소 학습용이성*

Sarah Benjamin1․이 호 영2․황 효 성2

1이집트 아인샴스대학교 한국어학과, 2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어 자음과 모음 대해 단기간의 지각 훈련을 받은 이집트인 학습자들이 학습 수준별로 어떠한 지각 

개선 양상을 보이는지 조사하고, 각 음소 쌍의 학습용이성 정도를 파악해 이집트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국어 발음교육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50명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집트 

현지에서 고변이 음성 훈련을 실시하였다. 한국어 수준에 따라 학습자를 초급 집단과 중고급 집단으로 나누었고, 2
주간에 걸쳐 각 집단에 대해 30～40분의 지각 훈련을 10회 진행하였다. 고변이 음성 훈련용 자료는 다수의 한국어 

원어민 화자가 발화한 자연음이었으며, 최소대립 쌍을 이루는 단어와 문장으로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사전

과 사후 테스트 비교 결과, 이집트인 초급과 중고급 집단의 한국어 모음과 초성에 대한 지각 능력이 뚜렷하게 향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성에 대한 지각 능력 역시 향상되었지만 훈련 전부터 정확도가 높아 향상폭은 다소 낮

게 나타났다. 각 음소에 대한 지각 정확도와 향상도를 바탕으로 음소 쌍별 학습용이성을 측정하고, 이집트인 학습

자를 위한 학습용이성 위계를 학습 단계별로 설정하였다. 

핵심어: 제2언어 음성습득, 고변이 음성훈련, 학습용이성 위계, 이집트 한국어 학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