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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n, Joong-Sun. “An Analysis of the Pronunciation Information in the Phonics Sections of the 

Elementary English Teachers’ Guide Book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1 (2021): 

181-20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nunciation information in the phonics sections of 

the five Elementary English Teachers’ Guide Books. It was done in terms of the linguistic accuracy and 

intelligibility by young learners and teachers who are not well equipped in phonetics. It also provides 

suggestions as to how the current methods of phonics and pronunciation instruction can be improv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quite a few errors and misleading explanations were found in the information 

about phonemes and how to teach their pronunciation. Most of the errors and misleading statements seem 

to drive from two causes: first, the lack of understanding that learners do not perceive English sounds just 

as they appear, but rather are strongly affected by the sounds of their native language; second the lack 

of knowledge about how to translate the professional descriptions of the phonemes into words for 

effective pronunciation teaching.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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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영어는 철자와 발음의 일치도가 가장 낮은 언어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
본 연구는 2018년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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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ymour, Aro & Erskine, 2003). 영어를 처음 배우는 어린 학습자들에게 알파

벳은 대소문자를 합하면 무려 52자나 되는 임의적이고(arbitrary) 낯선 기호들의 

집합이다. 그 기호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들은 실제 발음에서 일관성이 없

고 불규칙할 때가 잦다. 따라서 초등영어교육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

러주는 일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이 읽기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일환

으로 파닉스 지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같은 EFL 환경의 어린 학습자들에게 파닉스를 지도할 때는 필

연적으로 발음 지도를 동반한다. 그런데 영어의 소리목록(sound inventory)에는 

한국어에 없는 것들이 많다. 이로 인해 초등영어 학습자들에게 잠재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생겨난다. 첫째는 소리인지(sound perception) 문제로, 영어

의 소리들 중 상당수가 학습자의 귀에 실제와 다르게 들릴 수 있다. 둘째, 이로 

인해 한국어 소리목록에 없는 영어 소리들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 어려움이 있

을 수 있다. 흔히 들리는 대로 발음함으로써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말 소리에 없는 /f/는 흔히 학습자들에게 우리말 소리 중 근사치에 해

당하는 ‘ㅍ(/p/)’처럼 인지된다. 그렇게 되면 /f/를 ‘ㅍ(/p/)’로 발음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또, 우리말에는 없는 소위 장모음 /i/와 단모음 /ɪ/의 차이를 인지하기

는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두 소리를 구별하여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 이런 현상은 대조분석(Contrastive Analysis) 이론의 핵심 주제이자 언어전

이(language transfer) 관련 논쟁의 대상이기도 하다(Major, 2008).

한편, 우리나라의 초등영어 교사들이 영어 발음 지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을 깊게 갖추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예컨대,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에서 영어 발음지도와 관련된 수업의 양은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 교사연수 등

에서 발음 지도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지만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추기에도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제한적이나마 초등영어 교사용지

도서에 제시된 발음 방법 관련한 정보와 지도 예시의 정확성과 적절성은 교사들

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현행 2015 교육과정에 따른 5종의 3-4학년군 초등영어 

교사용지도서에 제공된 영어 음소들의 발음 방법에 관한 설명들을 분석한다. 이 

설명들은 음성학에서 제시하는 학술적인 정의를 기반으로 비전문가로서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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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위해 일상적인 표현으로 풀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

나는 음성학적 오류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학

습지도 예시 또한 파닉스 지도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을 위한 것인데, 영어 음소

와 발음에 대한 정보를 음성학 비전문가로서 교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린 학습자들에게 발음을 지도할 때 학습자들이 

얼마나 용이하게 발음을 해낼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즉, 음소 및 발음 

정보의 정확한 이해 문제와 지도 과정에서 학습자의 정확한 소리인지 및 발음의 

문제가 중요한 분석 관점이다. 기존 연구 중 초등영어 교사용지도서에 제시된 파

닉스 및 발음 관련 내용을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대조분석 이론과 언어전이

대조분석(Contrastive Analysis)은 외국어 습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언

어전이 현상과 관련된 이론으로, 모국어와의 언어학적 차이로 인해 외국어 습득

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음 지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음운현상의 측면에서 대조분석 이론의 역사가 체계적으

로 잘 정리된 Major(2008)을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저자 인용

은 모두 이 자료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대조분석 이론의 핵심주장은 외국어 학습자의 모든 오류는 모국어로부터 오는 

전이로 설명되고 예측될 수 있다는 것이다(Lado, 1957; Stockwell and Bowen, 

1965; Stockwell, Bowen & Martin, 1965). 그런데 대조의 관점에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 소리를 어렵지 않게 습득하는 예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이론의 예측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Wardhaugh(1970)

는 이러한 강한 주장은 쉽게 반증될 수 있으며 오류의 예측을 개연성 즉,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이 이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였

다. 한편, Selinker(1972)는 중간언어 현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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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비고

자

음

/f/, /v/를 각각 /p/, /b/로 발음

/ɵ/, /ð/를 각각 /th/, /t'/로 발음

/z/를 /dz/ 혹은 /ts/로 발음

한국어에 없는 음소들의 발음

/p/ vs. /b/, /k/ vs. /g/의 차이를 구별하여 발음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한국어에는 파열음에 무성음

만 있어서 유/무성음의 차이

를 인지하고 발음하는 데 어

려움이 있음

/s/(seat)를 /ʃ/(sheet)로(전설모음 앞), 혹은 /sh/

로 발음(기타 위치)

한국어 ‘ㅅ’은 이어지는 모음

에 따라 다르게 발음됨

/r/(right)을 /l/(light)로 발음(어두 위치), 한국어 ‘ㄹ’은 /l/이며, 위치에 

이는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보편문법이나 발달심리 같은 요

인으로 인해 비전이(non-transfer)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1980년대 이후 외국어습득에서 전이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오

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언어 간 소리체계의 차이가 발음의 오류를 반드시 유발한다

는 대조분석 이론의 강성 주장보다는 유발할 개연성이 있다는 온건한 주장의 관

점에서 초등영어 발음지도를 분석한다.

2.2 한국인 초보 영어 학습자들의 소리인지 및 발음 성향

한국어와 영어의 소리체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로 인해 특히 초보 영

어 학습자들의 소리인지와 발음에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Avery와 Ehrlich 

(1992)는 미국영어 발음지도와 관련하여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가 

상당히 심각할 때가 있는데, 그 원인으로서 한국어와 영어의 소리체계 간 차이가 

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잠재적 발음오

류 중 초등영어 교사용 지도서의 발음지도와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비고에서는 Avery와 Ehrlich의 설명을 참고하되 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연구자가 첨가하였다.

<표 1> Avery와 Ehrlich(1992)에 제시된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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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iling)을 /r/ 혹은 /ɾ/(flap)로 발음(어중 위치) 따라 다르게 발음됨

어말의 파찰음(/ʤ/, /ʧ/) 뒤에 /i/ 삽입

한국어의 어말 파찰음은 모

음이 뒤따르지 않으면 ‘ㄷ’으

로 발음된다. 

자음군 사이에 짧은 /u/ 소리를 삽입

한국어의 기본 음절구조에는 

자음군이 없기 때문에 영어

의 자음군에 모음을 삽입하

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모

음

긴장모음 vs. 이완모음(/i/ vs. /ɪ/, /eɪ/ vs. /ɛ/, 

/u/ vs. /ʊ/) 구분, /ɛ/ vs. /æ/, /ʌ/ vs. /ɑ/ 구분에 

어려움 있음

한국어에는 ‘ㅔ’와 ‘ㅐ’의 철자 

구분이 있긴 하지만 현실의 발음

은 ‘ㅔ’로 병합(merger)되는 경

향이 매우 강함.

Avery와 Ehrlich(1992)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잠재

적 오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영어 음소들의 조음의 복잡성보다는 한국어 소

리체계와의 차이에 따른 정확한 소리인지의 어려움에 있다고 본다. 분절음 차원

에서는 한국어 음소목록에 없음으로 인해 근사치로 인지하고 그대로 발음하게 

되는 오류사례들이 흔하다. 

근래에는 영어 학습자들의 소리인지 성향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여 음소별 

습득의 난이도까지 밝혀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Park과 de 

Jong(2008)은 어두 위치의 영어 자음 일부(/p, b, f, v, t, d, ɵ, ð/)를 한국 대학

생들이 한국어의 어떤 음으로 인지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다. 이 실험을 바탕으

로 예컨대 /f/는 ‘ㅍ’ 또는 ‘ㅃ’, /b/는 ‘ㅃ’ 또는 ‘ㅂ’, /ɵ/는 ‘ㅆ’ 또는 ‘ㄸ’으로 인지

되는 비율 등을 기반으로 한국인의 영어 소리인지 패턴을 제시하였다. 

Yun(2014)은 Best(1995)의 인지동화모델(Perceptual Assimilation Model)

을 기반으로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음소 구별 패턴을 조사하였다. 

인지동화모델에서는 초보 학습자들의 외국어 음소구별 어려움이 다음 세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1) 영어 /p/와 /b/가 각각 한국어 ‘ㅍ(/ph/)’와 ‘ㅂ(/p/)’ 두 

개의 별개 음소로 인지되는 식의 패턴(Two Category Pattern), (2) 영어 /p/와 

/f/가 모두 한국어 ‘ㅍ(/ph/)’ 하나로 흔히 인지되지만 하나(/p/)는 한국어 발음에

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다른 하나(/f/)는 다소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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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패턴(Category Goodness Pattern), (3) 영어 /i/와 /ɪ/가 모두 한국어 ‘ㅣ

(/i/)’ 하나로 인지되는데 둘 다 한국어 발음에서 크게 어긋남이 없는 식의 패턴

(Single Category Pattern)이며, 이 순서로 어려움이 더 커진다고 본다(Best 

1995; Strange & Shafer 2008). Yun(2014)은 11쌍의 자음 최소대어와 3쌍의 

모음 최소대어를 활용한 소리인지 실험을 통해 이 세 패턴의 학습 난이도 순서를 

입증하였다.

III. 분석 대상 및 방법

3.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총 5종의 2015 개정교육과정 기반 3~4학년군 교과서에 

딸린 교사용지도서의 파닉스 섹션에 제시된 발음 관련 내용이다. 5종 지도서는 각

각 �YBM(김)�, �YBM(최)�, �대교�, �동아�, �천재�로 표기된다. 초등영어에서 파

닉스 지도는 초등 3, 4학년은 5종 교과서 모두에서, 5, 6학년은 2종(�YBM(최)�,  

�대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중철자 소개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

지는 음소들의 분포와 같은 통계적인 논의보다는, 영어 음소 및 발음요령에 관한 

정보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5, 6학년은 제외하였다.

파닉스는 모든 교과서가 3차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교사

용지도서에서 제시하는 파닉스 지도방식은 전체적으로는 유사하나 소개하는 철

자-음소의 종류와 양 및 지도 관련 정보제공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본 연구에서

의 분석 대상은 크게 팀 형식의 발음요령 관련 내용과 지도 예시 속 발음 관련 

내용, 두 가지이다. 

다음은 각 교과서별 파닉스 지도 관련 철자 및 음소 제시와 발음정보 제공 방

식을 정리한 것이다



초등영어 교사용지도서의 파닉스 지도 영역에 제시된 발음 정보 분석   187

지도서 파닉스 지도 방식

YBM

(김)

3

▪총 13단원 중 7단원까지는 알파벳, 8단원부터 파닉스 지도

•한 단원에 하나의 음소만 제시(b, d, p, s, t, r)

•교사의 발음 지도 예시 제공하지 않음

•발음 정보 제공

4

▪1-13단원에서 지도(방식은 3학년과 동일)

•7단원까지는 단일음소(n, h, m, v, g, l, f), 8단원부터 각운 형태(-at, 

-ed, -ig, -ong, -up, -ay) 제시(단일 모음 지도 없음)

•교사의 발음 지도 예시 제공하지 않음

•발음 정보 제공

YBM

(최)

3

▪총 12단원 중 6단원까지 알파벳(1~4단원 4개씩, 5~6단원 5개씩)과 각 

알파벳에 상응하는 음소 발음 지도

•6단원까지는 각 2개 단원씩 끝나고 Phonics(1~3) 섹션에서 복습

•7단원부터는 두 개 단원 후 Phonics(4~6) 섹션에서만 파닉스 지도

•Phonics 4부터 대조되는 음소 쌍 제시(s-z, b-p; d-t, k-g; l-r, f-v) 

•교사의 발음 지도 예시 제공(음가 문답)

•Phonics 4부터 발음 정보 제공

4

▪각 2개 단원 뒤에 Phonics 섹션(1~6; 6은 1~5의 종합편)

•Phonics 1~5에서 모음(æ, e, ɑ, ɪ, ʌ) 지도 

•교사의 발음 지도 예시 제공(모음 음가 문답 + 음소 합성 방식의 

단어 완성)

•발음요령에 대한 정보 제공하지 않음

대교

3

•총 11단원 중 1~6단원에서 알파벳 지도(각 알파벳에 상응하는 음소 발

음은 챈트 등을 듣고 따라 하기만)

•7단원부터 지도(m-n, p-b, d-t, k-g, l-r)

•7단원부터 교사의 발음 지도 예시 제공

•발음 정보 제공(지도상의 유의점)

4

▪1단원부터 각 단원별 파닉스 지도(방식은 3학년과 동일)

•2단원까지는 초성(f-v, s-z), 3단원부터는 종성(d-t, g-k, m-n, p-x), 7

단원부터는 모음(a, e, o, i, u) 제시

•교사의 지도 발음 예시 제공

•발음 정보 제공(지도상의 유의점)

동아 3

▪총 12단원 중 4단원부터 지도

•자음 2개씩 제시(s-z, p-b, t-d, r-l, k-g, h-j, m-n, f-v, w-y)

•교사의 발음 지도 예시 제공(듣고 따라하기 수준)

•발음 정보 제공

<표 2> 초등영어 5종 교과서의 파닉스 지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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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단원부터 3학년과 같은 진행방식으로 진행

•7단원까지는 모음 제시(i, e, u, CaCe, a, CiCe), 8단원부터 쌍자음(sk, 

sh, br, th(ɵ), ch) 제시

•교사의 발음 지도 예시 제공(듣고 따라하기 수준)

•발음 정보 제공

천재

3

▪총 11단원 중 2단원부터 지도

•b-p, k-g, d-t, m-n, l-r, f-v, s-z, a, i, o

•교사의 지도 예시 제공(듣고 따라하기 수준)

•발음 정보 제공

4

▪1단원부터 3학년과 같은 진행방식으로 진행

•th(ð), e, th(ɵ), sh, ch, oo, u, i(aɪ), ng, a(eɪ), o(oʊ)

•교사의 발음 지도 예시 제공(듣고 따라하기 수준)

•발음 정보 제공

3.2 분석 방법

교사용 지도서에서 영어 음소 및 발음요령에 관한 정보는 간단한 ‘Tip’ 혹은 

‘지도상의 유의점’ 형식으로 제공되며, 대다수 교사들이 음성음운론에 대한 전문

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학술적 정의나 설명이라기보다는 비전문가로서 

교사들의 이해를 위해 음성학에서 제시하는 학술적인 정의를 일상적인 말로 풀

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음성학적 오류가 나타나거나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misleading)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와 오해

소지의 표현들을 분석하여 유형별로 분류한다.

둘째, 발음정보 팁이 영어 발음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성격이 

더 강한 반면, 파닉스 지도 예시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반응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그런 점에서 전자

는 초점이 교사에, 후자는 초점이 학생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파닉스 지

도 예시는 학생들이 어떻게 영어 소리를 인지하고 반응하게 될 것인지의 관점에

서 분석하게 된다. 분석은 예시를 제시하지 않는 �YBM(김)�을 제외한 나머지 네 

지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유형별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도서들의 파닉스 지도에 대한 상대적 우수성 평가를 위한 분



초등영어 교사용지도서의 파닉스 지도 영역에 제시된 발음 정보 분석   189

석은 시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도서별로 발음정보와 지도예시를 제시하는 

방식이 다르며, 그에 따라 정보의 유무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YBM(김)�은 파닉스 지도 예시를 제공하지 않는다. �천재�의 지도 예시는 ‘듣고 

따라하기’ 방식이기 때문에 언어학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지

도서들의 상대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IV. 분석 결과

5개 초등영어 교사용지도서가 파닉스 지도를 위해 제공하는 발음 정보에서 개

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본 결과 다음과 같

은 유형이 발견되었다. 먼저 자음과 관련하여 첫째, 조음장소와 관련된 기술에 

문제점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둘째, 유성음/무성음 구별 방법에서 오류 혹은 오

해의 소지가 다수 발견되었다. 셋째, 발음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하여 이해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례 역시 다수 발견되었다. 모음과 관련해서는 첫째, 일부 

지도서가 모음의 발음 정보가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모음은 발성기관 간에 접촉 

혹은 근접이 이루어지는 자음에 비해 발음을 설명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을 고려

하면 발음 방법에 대한 정보의 부재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모

음의 발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나머지 지도서에서는 설명 내용을 이해하

기가 난해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구체적인 논의는 아래와 같다. 지도서에

서의 발췌 위치는 ‘(학년-단원/파닉스 섹션)’으로 표시한다.

4.1 자음 정보의 적절성

4.1.1 조음장소

먼저 �YBM(김)�에서 관찰된 문제점으로, 첫째는 치경음 발음 시 혀의 위치에 

관한 정보에 일관성이 없다. 모두 같은 치경음이지만 /d/(3-9)와 /t/(3-12)는 ‘윗

니 뒷부분에 있는 잇몸에 대고’, /s/는 ‘혀를 윗니에 두고’(3-11), /n/는 ‘혀끝을 

윗니 뒤쪽에 가볍게 대고’(4-1), /l/는 ‘혀끝을 윗니 뒷부분에 댔다가 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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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4-6)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서로 조금씩 다른 위치로 인식될 수 있는 

‘윗니’, ‘윗니 뒷부분에 있는 잇몸’, ‘윗니 뒤쪽’, 세 가지로 기술되고 있다. 일반적

으로 발음교육에서 원어민과 똑같은 발음보다는 이해 가능한(intelligible) 발음

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점(Kenworthy 1987), 그리고 어린 초등학생 학습자들을 대

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윗니 뒷부분에 있는 잇몸(alveolar ridge)’

라고 하지 않고 ‘윗니 뒷부분’이라 해도 무리가 없다 할 수 있으나, 일관성이 없으

면 조음점이 서로 다른 음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YBM(최)�에서는 철자 s와 z에 해당하는 음소 /s/와 /z/의 발음 요령으로 /s/

는 “입을 양옆으로 벌리고 아랫니와 윗니가 맞닿게 붙인 후, 이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s/하고 발음”하고, /z/는 “발음 방법은 s와 같지만, 목을 울리면서 

/z/하고 소리 내는 점이 다르다”(3-Phonics 4)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치경음 

/s, z/의 조음장소가 위아래 치아 사이인 것처럼 인식되고, 나아가 치음(dental)

에 가까운 발음이 유도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덧붙여, 원어민의 발음동

영상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나 지도서에서는 ‘입을 양옆으로 벌리고’ 발음

하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자칫 치음처럼 발음하는 오류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

�동아�에서는 “/ʧ/는 /t/와 /ʃ/가 합쳐진 발음으로, /t/ 발음을 할 때처럼 혀를 

윗니 뒤쪽에 붙였다 떼면서 소리를 내며 호흡을 막고, /ʃ/ 발음을 할 때처럼 입술

을 쭉 내밀면서 막아낸 호흡을 밀어내며 소리를 낸다”(4-12)라고 발음요령을 제

시하였는데, 비전문가가 이해하기에 매우 난해할 뿐만 아니라 조음장소의 관점

에서도 치경음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발음기호 /ʧ/가 보여주듯, 이 음소

는 /t/와 /ʃ/ 소리가 이어진 것으로 설명되지만 실제 음향분석에서는 /t/에 해당

하는 소리 부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Ladefoged 2001: 58-59). 따라서 단순

히 /t/와 /ʃ/의 개별적 발음을 반반 합쳐놓은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조음장소는 /t/가 아닌 /ʃ/의 위치 즉 경구개에 주목하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이 

점은 유성음인 /ʤ/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여서, “혀의 앞부분을 윗니의 잇몸에 

붙였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3-9)라고 함으로써 역시 치경음으로 오해할 수 있

게 기술되어 있다.  

�천재�는 “/ʧ/ 입술이 약간 긴장한 듯 앞으로 조금 나온 상태에서 혀의 양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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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치아의 쪽에 닿아 만드는 틈 사이로 공기를 내뱉으며 소리를 낸다”(4-5)라고 

하였는데, ‘혀의 양 옆이 치아의 쪽에 닿아 만드는 틈’ 사이에서 공기마찰이 일어

나며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다만 이어서 “우리말의 

‘ㅊ’와 비슷하지만 ‘ㅊ’보다 더 안쪽 입천장에 혀를 닿게 하여 발음하도록 지도한

다”라고 덧붙이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영어교사들의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여지

가 있다.

4.1.2 유무성(voicing) 확인 방법의 적절성

�YBM(김)�에서는 자음의 유무성에 대한 언급 및 지도가 없다. �YBM(최)�에

서는 유무성 여부와 그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손으로 성대의 떨림을 느끼는 

것과 입 앞에 종이를 두고 발음하며 흔들림의 정도를 확인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교�에서는 대부분 ‘성대를 울려/울리지 않고 발음’이라는 말

로만 구분하며, 마찰음인 /f/-/v/(4-1)와 /s/-/z/(4-2)에 대해서만 성대에 손을 

대고 진동 유무를 느껴보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동아�에서는 성대의 울림 여

부만 언급하고 관련 지도는 없다. �천재�에서는 ‘유성음’ 혹은 ‘무성음’을 명기하

고 손으로 목의 떨림 여부를 느끼면서 발음하도록 지도하게 하고 있다. 정리하

면, �YBM(김)� 외 나머지 지도서들에서는 자음의 유무성 여부를 제시하고 있으

며 유성과 무성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손으로 성대의 진동 여부를 느껴보는 것

과 발음할 때 입 앞에 대고 있는 종이의 흔들림을 관찰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유무성 여부를 구별하게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에는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는 구별활동 시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발음한다는 것을 전제하

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발음하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정확하게 발음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나아가 학습

자들이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유도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둘째는 학습자들이 영

어 소리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

만 초등 3~4학년의 초보 영어 학습자들은 흔히 실제와 다르게 인지한다는 사실

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유의점은 유무성 지도에 있어서 특이한 면이 관찰되는 �YBM(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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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드러난다. 여기서는 서로 대비되는 유성자음과 무성자음을 제시하며 유성과 

무성의 차이를 알아차리게 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s/-/z/(3-Phonics 4), 

/t/-/d/(3-Phonics 5)의 차이는 손으로 성대의 떨림 유무를 느껴보게 한다. 반면

에, /b/-/p/(3-Phonics 4), /k/-/g/(3-Phonics 5), /f/-/v/(3-Phonics 6)의 차이

는 발음을 시작했을 때 목에서 나오는 공기의 세기가 어떻게 차이나는지를 관찰

하게 한다. 즉, 같은 마찰음인데 /s/-/z/는 성대 진동으로, /f/-/v/는 목에서 나오

는 공기의 세기 차이로 구별하게 하고 반면에, 같은 파열음인데 /t/-/d/는 성대 

진동으로, /b/-/p/와 /k/-/g/는 공기의 세기 차이로 구별하게 한다. 자음의 성격

과 관계없이 아무 방법이나 사용해도 된다는 의도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초

기 영어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면 마찰음과 파열음을 구별하여 유무성 구별방

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종이 실험의 경우, 학생들에게 입 앞에 종이를 대고 /b/와 /p/ 각각의 발음을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해보게 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b/는 종이가 

움직이지 않고, /p/는 종이가 흔들려요”라고 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유

무성 판단을 위한 종이 실험 활동은 어두(word-initial)위치에서 무성음인 /p/는 

기식(aspiration)이 일어나고, 유성음인 /b/는 기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Rogerson-Revell 2011)는 점에 근거한 듯하다. 영어 발음지도와 관련된 일부 

인터넷 사이트와 개인 유투브에서도 기식의 여부로 유무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발견된다.1 그런데 영어와는 다른 소리체계를 가진 한국어를 모국

어로 하는 영어 학습자들에게 이 방법은 다소 무리가 있다. 

영어에서는 장애음(obstruent)이 무성자음과 이에 상응하는 유성자음이 한 쌍

을 이루고 있어서, 영어 모국어 지도과정에서는 /p/와 /b/의 유무성 차이를 종이 

실험을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어에는 장

애음 음소에 유성자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성자음만 세 개가 있다. 따라서 영

어 음소 /b/에 상응하는 한국어 음소는 없으며 무성음 음소 ‘ㅂ’, ‘ㅍ’, ‘ㅃ’ 세 가

지만 있다. 그리고 종이를 이용한 기식 실험을 하면 종이의 움직임의 크기가 

‘ㅍ’>‘ㅂ’>‘ㅃ’ 순서로 나타나며, 원어민의 /b/ 발음에 의한 공기의 세기는 기식이 

가장 약한 ‘ㅃ’에 가까울 것이다. 결국, 종이의 흔들림만으로는 한국인 영어 학습

  
1

http://bitly.kr/GoR7oR8A08와 https://www.youtube.com/watch?v=HTEWT1gWjz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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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별하는 명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Avery와 Ehrlich(1992), Park과 de Jong(2008), Yun(2014)을 바탕으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우리나라 초기 영어 학습자들의 소리인지 성향을 고려하면, /b/

는 ‘ㅂ’처럼 인지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적어도 어두위치에서는 여전히 무성음

으로 발음할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 가령 알파벳 b를 ‘비’라고 발음한다면 그

것은 [pi](/p/)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2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초등영어 상황

에서는 종이실험으로 자음의 유무성 차이를 온전히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파열음의 유무성을 손가락으로 성대의 진동을 느끼는 방법 역시 우리나라 영

어 학습자들에게 결코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먼저, 어린 학습

자들이 순수하게 자음만 발음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모국어인 한국어를 익히면서 

‘자음 + 모음’ 같은 음절이 아닌 단순 자음만 따로 발음하는 법을 배운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어린 학습자들이 자음을 발음할 때 뒤에 모

음을 넣어 예컨대 /p/를 [pə]로 발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음 때문에 무성자음인데 성대가 떠는 것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어에서 무성파열음을 발음할 때 막힌 공기를 터뜨린 후 모음이 시작되기까지

의 시간 즉, VOT(Voice Onset Time)는 불과 50~60ms 혹은 그 이하이다

(Ladefoged, 2001). 다시 말해서, 유성과 무성 구별이 없이 무성파열음만 있는 

언어가 모국어인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이 목에 손을 대고 유무성의 차이를 느

끼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성인 영어 학습자들조차도 고도의 음성학

적 훈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성 파열음 뒤에 모음이 뒤따르게 되면 흔히 

성대가 떠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3

�YBM(최)�의 마찰음 /f/와 /v/의 종이실험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챈트에서 /f/와 /v/를 지속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슈아(schwa)를 넣어 

발음하는데, /f/는 속삭임 발성(whisper)으로 [fə]̥, /v/는 [və]로 발음한다는 점

이다.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전자에는 일종의 기식현상이 일어나고 후자에

  2 비학술적 비교로서, 한국어 평음(ㄱ, ㄷ, ㅂ, ㅈ 등)이 영어 원어민에게 무성음으로 인지됨을 보여

주는 두 동영상 youtu.be/YeY6AyK75L8와 youtu.be/9qOjgPnorH8 참조.

  3 ‘Teaching ESL to Adults’(https://www.teaching-esl-to-adults.com/voiced-and-unvoiced- 

sounds.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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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종이의 흔들림에서 차이를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자음만의 고유한 유무성 차이를 명확하게 느꼈다고 

할 수는 없다. 마찰음은 동질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지속음

(continuant)으로,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순간 소리가 끝이 나는 파열음과 

다르다. 마찰음은 슈아 없이 지속음으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종이의 흔들림에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찰음의 유무성은 지속음으로 발음한다는 전제 하에 손으

로 성대의 진동 여부를 느껴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실 이보다 앞서서

(3-Phonics 4) 같은 마찰음인 /s/와 /z/를 비교할 때는 학생들에게 목에 손을 대

고 진동을 느껴보도록 하였다. 챈트에서도 지속음으로 정확하게 발음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유무성 구별활동을 할 때 교사가 학생들이 발음을 지속음으로 정확

하게 하는지를 잘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z/는 우리나라 학습자들에게 결코 쉬

운 발음이 아니다. 첫째는, 소리인지 차원에서 ‘ㅈ’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

렇게 되면 지속음으로 발음되지 않고 파열음처럼 발음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유

성자음들을 들려주었을 때 곧바로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는 학습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유성 장애음이 없는 한국인 학습자가 성대를 인위적으로 떠는 것

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상당한 음성학적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점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4.1.3 자음 발음 설명의 이해 가능성

지도서에 제시된 발음 요령 중에는 음성학 비전문가 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

한 것이나 어떻게 발음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난해한(unintelligible) 설명, 의

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는(misleading) 설명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그

런데 흔히 이 두 가지가 뒤섞여 있고 그 경계도 모호한 경우가 다수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분리하여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YBM(김)�은 /b/는 “입술을 붙였다가 한꺼번에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면

서”(3-8) 내는 소리라고 한 반면, /p/는 “입술을 붙였다가 공기를 내뿜듯이 입술

을 떼면서”(3-10) 내는 소리라고 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한편, �YBM(최)�는 

/b/와 /p/ 모두 “입술을 붙였다가 공기를 내뿜듯이 입술을 떼면서”(3-Phonics 

4) 내는 소리라고 동일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두 음의 유무성 구별과 관련한 



초등영어 교사용지도서의 파닉스 지도 영역에 제시된 발음 정보 분석   195

예시지도에서는 파열 시 종이의 흔들림을 관찰하게 하여 “/b/는 종이가 움직이지 

않고, /p/는 종이가 흔들려요”라는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공기를 내뿜듯

이 입술을 떼면’ 종이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모순이 생겨난다.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파열 방식보다는 두 음의 핵심적인 차이인 성대의 떨림 유무에만 초

점을 맞추는 것이 나을 것이다. 특이한 점은, 모든 지도서가 ‘공기를 내뿜는’ 파

열은 /b/와 /p/의 발음에서만 언급하고 다른 파열음들의 발음에서는 거의 언급하

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음소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YBM(김)�은 유성음 /v/와 관련해서 “/f/ 발음에 약간의 떨림(진동)을 더한

다”라고 하였는데(4-4), ‘약간의 떨림을 더한다’라는 말이 매우 혼란스럽다. 그냥 

‘/f/는 성대가 떨지 않고 /v/는 성대가 떤다’라고만 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이다. 

또한, /l/ 소리는 “입을 양 옆으로 벌리고”(4-6) 발음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실제

로 원어민의 발음동영상을 보면 입을 양 옆으로 벌리고 있지 않다. 사족이라고 

할 수 있는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 

�대교�에서는 “/m/는 입술을 굳게 닫아 공기를 모았다가 코로 공기를 내보내

며 발음”(3-7)한다고 한 반면, “/p/는 입술을 다물어 입안에 공기를 모았다가 공

기를 내뿜듯이 입술을 떼면서 발음”(3-8)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p/와 다르게 

/m/를 발음할 때는 입술을 ‘굳게’ 다문다고 한 부분은 실제와 거리가 있다. 일반

적으로, 유성음이며 비음인 /m/을 발음할 때보다는 기식이 일어나는 무성파열음 

/p/를 발음할 때 입이 상대적으로 더 굳게 다물어질 수밖에 없다. 비음 /m/의 발

음과 관련해서 굳이 입술을 굳게 다문다는 언급은 불필요해 보인다.

�동아�에서는 /t/와 /d/를 발음할 때 “입술을 좌우로 벌리면서”(3-6) 소리를 

낸다고 하였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언급이며 원어민 발음동영상을 

보더라도 입술이 좌우로 벌어지지 않는다. 한편, 다른 파열음 쌍들과 다르게 /ʧ/

와 /ʤ/는 같은 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ʤ/는 3학년(3-9)에서, /ʧ/는 4학년

(4-12)에서 다루어진다. 게다가 “혀의 앞부분을 윗니의 잇몸에 붙였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라고 설명한 /ʤ/와 달리, /ʧ/의 발음에 대한 설명은 매우 난해하게 

“/t/와 /ʃ/가 합쳐진 발음으로, /t/ 발음을 할 때처럼 혀를 윗니 뒤쪽에 붙였다 떼

면서 소리를 내며 호흡을 막고, /ʃ/ 발음을 할 때처럼 입술을 쭉 내밀면서 막아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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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을 밀어내며 소리를 낸다”(4-12)라고 하고 있다. 완전히 분리된 듯한 두 가

지 소리를 연속해서 내어 [ʧ]라는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수행하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소리를 내며 호흡을 막고 ... 막아낸 호흡을 밀어내며 소리를 

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한편, /ʃ/ 발음에 대해서는 “윗 어

금니에 혀를 대고 혀끝은 입천장 앞쪽에서 1cm 정도 떨어뜨린 상태에서 약간 아

래로 내린다. 입술을 부드럽게 내밀고 공기를 혀와 입천장 사이로 새어나가게 하

여”(4-9) 발음한다고 설명하는데 이 역시 매우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중에서

도 ‘혀끝은 입천장 앞쪽에서 1cm 정도 떨어뜨린 상태에서 약간 아래로 내린다’

는 말은 특히 난해하다.

�천재�에서는 “/b/와 /p/는 수박씨를 뱉듯이 입술을 붙였다가 한 번에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소리”(3-2)라고 설명하는데, ‘수박씨를 뱉듯이’라는 말이 오히

려 이해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양순음이기 때문에 두 입술을 붙이는 것

은 맞지만 수박씨를 뱉을 때처럼 두 입술을 내밀고 오므려서 붙이지는 않으며, 

이어지는 모음에 따라 입모양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천재�에서도 �YBM(최)�에서와 마찬가지로, /s/와 /z/는 “입을 양 옆으로 벌

리고”(3-8) 발음한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두 발음에 필수적인 요소도 아니며 

입술의 모양은 뒤에 오는 모음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혼

란을 야기할 수 있다. 자음만 발음하는 실제 원어민 발음동영상을 봐도 입을 양

옆으로 눈에 띄게 벌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철자 ng에 해당하는 /ŋ/에 대해서는 “발음의 마지막 조음점이 목구멍 안쪽

이 되도록 유의하여 발음한다”(4-9)라고 하며, 이어서 “혀 뒷부분을 연구개(입천

장 뒤쪽의 말랑말랑한 부분) 쪽으로 들어 올려 공기가 입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응’ 소리를 낸다”(4-9)라고 설명한다. 먼저 전자와 

관련하여, ‘발음의 마지막 조음점’이 무슨 의미인지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을

지 불분명하다. 게다가 /ŋ/은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조음점이 달라지는 음소가 아

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한국어에 /ŋ/과 거의 동일한 음소가 있는데 이렇게 어

렵게 설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단순하게 ‘우리말의 받침 ‘ㅇ’처럼 발음한다’ 정

도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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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음 정보의 적절성

4.2.1 모음 발음정보의 부재

�YBM(김)�에서는 개별 모음에 대한 지도가 없고 4학년 5개 단원에서 –VC 형

태의 라임을 하나씩 제시하고 이를 포함한 단어들을 연습하는 지도가 있다. 따라

서 개별 모음들에 대한 발음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YBM(최)�도 개별 모음

들에 대한 발음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YBM(김)�과 다르게, 4학년에서 

진행되는 개별 모음 지도 예시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모음 철자가 들어간 단어들

을 듣고 그 철자가 어떤 소리인지(What sound does the letter “__” make?), 그

리고 들려준 단어들에게 공통된 모음이 어떤 소리인지(What is the common 

vowel sound of those words?) 묻고 학생들이 응답한다. 그런 다음 모음에 자

음 소리를 하나씩 덧붙여가며 단어를 완성하는 연습을 한다.

자음은 조음기관들 간의 접촉 또는 근접을 비교적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반면, 혀의 접촉이 없는 모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익히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Rogerson-Revell 2011). 이러한 차이로 인해 자음

의 구별능력은 말하기 활동, 모음의 구별능력은 듣기 활동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

로 익혀질 수 있다고 한다(Fucci et al 1977; Leather 1983; Chun 2002; 

Rogerson-Revell 2011에서 재인용). 이 점을 우리나라 초등영어교육의 관점에

서 해석하면 첫째, 비전문가 교사들의 발음지도를 위해 모음 음소들의 발음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으며 둘째,  모국어 소리를 기반으로 소리를 

인지하는 학습자들의 영어 모음 구별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효과적인 듣기 활동 

방안도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YBM(김)�에서 개별 모음들에 

대한 정보와 지도 예시 모두 제공되지 않은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YBM(최)�

에서도 모음들에 대한 정보 제공 없이 어떻게 들리는지만 묻는 활동방식은 개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의 모음 체계와 한국어의 모음체계가 상당히 다르다. 가령 대다수의 초등

영어 학습자들에게 /i/-/ɪ/, /æ/-/e/, /u/-/ʊ/, /ɔ/-/oʊ/ 소리 쌍들의 차이가 잘 구

별되지 않는다. 예컨대 학생들에게 /ɪ/가 어떻게 들리느냐고 묻는다면 �YBM(최)�

지도예시에서처럼 학생들이 정확하게 응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보다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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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이’에 가장 근접한 소리인 /i/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다. 영어에서는 /i/와 /ɪ/

가 별개의 음소지만 한국어에서는 이 두 소리가 하나의 음소에 상응하는 이음

(allophones)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면 한 번에 하나의 모음만 

가르치기보다는 sit-seat 같은 최소대어를 제시하고, 원어민의 발음동영상을 통

해 입모양, 길이 등의 차이를 보고 느끼는 활동들을 통해서 구별능력을 길러주는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지도에 적합한 모음 발음방법에 대한 적절

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행 초등영어 지도서 중 한 단원에서 최소대어 

형식으로 모음을 지도하는 지도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모음 발음 설명의 이해 가능성

모음의 발음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교�, �동아�, �천재�의 지도서에

서도 다른 유사 모음과 비교하면서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하진 않는다. 발음 정보 

역시 비전문가에게 모호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흔히 발견된다. 이중모음

에 관해서는 ‘앞소리는 길고 강하게, 뒷소리는 짧고 약하게’ 발음하라는 권고 외

에 특기할 만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단모음 위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지도 

예시는 거의 동일하게 듣고 따라하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논의의 편의상 세 지

도서에서 제시하는 모음들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세 지도서의 파닉스 차시에 제시하는 모음들

철자-모음 지도 예시

대교 A-æ, E-e, I-ɪ, O-ɑ, U-ʌ  낱소리와 해당 단어들

을 듣고 따라하기(원어

민 발음동영상 활용) 

동아 A-æ, E-e, I-ɪ, O-ɑ, U-ʌ, A-eɪ, I-aɪ 

천재 A-æ, E-e, I-ɪ, O-ɑ, U-ʌ, OO-u, O-oʊ, A-eɪ, I-aɪ 

먼저 세 지도서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다섯 개 모음에 대한 정보를 비교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æ/에 대해서 �대교�는 “윗니와 아랫니 사이를 벌리고 입

술을 양쪽으로 당기면서 혀의 앞부분을 안쪽에 대고 턱을 내리고 발음한

다”(4-7)라고 하였다. 입을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져야 하는 /æ/ 발음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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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을 양쪽으로 당기면서 턱을 내리고’ 발음하라는 부분은 일리가 있다. 하지

만 모든 모음은 원칙적으로 입을 벌리고 발음하기 때문에 ‘윗니와 아랫니 사이를 

벌리고’라는 언급은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혀의 앞부분을 안쪽에 대고’가 무슨 말인지 불분명하다. 아마도 혀를 ‘아

랫니 뒤쪽에 놓아라’는 뜻인 듯하지만 교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

이다. �동아�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혀를 아랫니 뒷면에 붙이고”(4-2) 발음하

라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유의할 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æ/만 

단독으로 발음할 때는 유효할 수 있지만, 앞에 오는 자음에 따라서 혀의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that을 발음하면 혀가 

치아 사이에 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식의 혀의 위치 언급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보다는 입을 크게 벌리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입을 크게 벌리면 자연스럽게 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혀도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천재�에서는 /æ/를 “턱을 긴장시킨 상태에서”(3-9) 발음한다고 하였는

데, 이게 어떤 상태인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턱을 긴장하면 오히려 입을 

크게 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 지도서의 공통적인 언급인 ‘입을 크게 벌

리고 입술을 양쪽으로 당기면서 발음’하도록 유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발음 유도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덧붙여, �천재�에서

는 /æ/가 /e/로 발음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경고한다. 두 음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최소대어가 아닌 

hat-pen을 예로 제시하였는데, 초등 3학년에게 이런 대조에서 모음에만 집중하

여 그 차이를 구별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pan-pen 같은 오직 모음에

서만 차이가 나는 최소대어 예들을 활용해야 구별 능력이 더 좋아질 수 있다.

/e/의 발음과 관련하여, �대교�는 “입을 약간 벌리고 혀의 뒷부분이 윗어금니

에 살짝 닿도록 혀를 올려서 발음한다”(4-8)라고 제안하였는데, 비전문가가 이

해하기에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사가 단모음 /æ/와 /e/ 

소리를 번갈아 가면서 들려주어 조음 시 입모양과 소리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

록 한다”라는 제안을 덧붙인 것은 적절해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교사가 

이 두 모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원어민의 발



200 손  중  선

음동영상 및 최소대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동아�는 

“우리말의 /에/와 유사한 소리로 /æ/보다 입을 작게 벌리고 /æ/보다 약간 높은 

조음점에서 소리를 낸다”(4-3)라고 다소 실용적인 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æ/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다소 의심된다. 학습자들에게 /æ/가 

/e/처럼 인지되는데다, 단 한 번의 지도로는 정확한 발음방법이 익혀지기 어려운 

모음이기 때문이다.

�천재�는 /e/의 발음에 대해 “아래턱을 살짝 내리고 입술을 옆으로 벌려 긴장

을 푼 상태에서 짧게 ‘에’ 소리를 낸다. 혀의 앞부분을 입 중간까지 올리되, 이와 

닿지 않은 상태에서 발음하도록 지도한다. 우리말의 ‘에’보다 입을 조금 더 벌려서 

‘에’와 ‘애’의 중간 정도로 발음하도록 지도한다”(4-2)라고 설명한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부분 하나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다. 특히 ‘긴장을 푼다’, 

‘혀의 앞부분을 입 중간까지 올린다’, ‘에’와 ‘애’의 중간 정도로 발음’ 등은 현실적

으로 대다수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실행하기 어렵다. 게다가 우리말에서 ‘애’는 사

실상 철자로만 남아있고 발음은 ‘에’로 병합되어 실제 정확한 발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흔치 않으며, 특히 어린이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변 소리들의 영향을 받는 단어 속에서의 발음에 따른 입술모양, 혀 위치 등의 

변화(예컨대 when)를 고려하면 실제와는 거리가 다소 먼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소위 단모음 /ɪ/의 경우, 세 지도서 모두 장모음 /i/와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 

설명은 없었다. �동아�(4-1)와 �천재�(3-10)는 “‘에’와 ‘이’의 중간”에서 나는 소

리임을 명시하며, �동아�는 더 구체적으로 “/이/를 발음할 때보다 혀의 위치가 

더 낮다”라고 덧붙인다. 반면에 �대교�는 이런 언급이 없고 우리말의 ‘이’와 비슷

하며 “입술을 양쪽으로 당겨 혀끝을 아랫니 뒤쪽에 대고 혀의 중간 부분은 입천

장 가까이로 올려서 발음한다”(4-9)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설명대로 발음하

면 사실상 장모음인 /i/에 가까운 소리가 날 것이다. 게다가 우리말에는 /i/에 가

까운 ‘이’만 있고 /ɪ/는 우리말에 없는 음소이기 때문에, 두 소리의 대조 없이 이 

설명만으로 /ɪ/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철자 O에 상응하는 모음 /ɑ/에 대해서는 �동아�가 가장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

게 설명된 듯하다. “우리말의 /아/와 비슷한데, 혀를 좀 더 아래로 낮추어”(4-6) 

발음한다고 설명하는데, 다만 ‘혀를 좀 더 아래로 낮추어’보다는 ‘입을 좀 더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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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라고 하면 혀가 저절로 낮아지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더 잘 이해되고 실행

하기도 더 용이할 것이다. 반면에 �대교�와 �천재�의 설명은 다소 혼란스러워 보

인다. �대교�는 “입을 하품할 때처럼 크게 벌린 상태에서 목 뒤쪽에서 나는 소리

이다. 우리말의 ‘아’와 비슷한 발음인데, 혀를 좀 더 아래로 낮추고, 입 모양은 알

파벳 O와 같이 동그랗게 한 상태에서 목에 힘을 주어 ‘아’ 하고 소리낸다”(4-10)

라고 설명하다. �천재�는 “우리말 ‘아’와 비슷하지만 목구멍 더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이다. 하품을 하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혀는 바닥에 붙인 채 소리 내어 보게 

한다”(3-11)라고 설명한다. 첫째, 두 지도서에 공통된 입을 ‘하품하듯이 크게’ 벌

리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ɑ/가 그렇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입을 크게 벌려

서 발음하는 모음은 아니다. 제공하는 원어민 발음동영상을 봐도 하품과는 거리

가 멀다. �대교�에서처럼 입을 ‘알파벳 O와 같이 동그랗게’ 하고 ‘‘아’ 하고 소리’

를 내게 되면 실제로는 /ɔ/에 가까운 소리가 날 것이다. �천재�의 ‘혀는 바닥에 

붙인 채 소리 내어 보게 한다’는 언급은 오히려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

능성이 높다. 입을 크게 벌리면 저절로 아래턱은 낮아지고 혀도 낮아져 바닥에 

붙게 되는데, 이 말 때문에 혀를 특별한 위치로 가져가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입을 크게 벌려 발음하라’는 말로 충분할 것이다.

철자 U에 상응하는 소리로 제시된 /ʌ/의 발음과 관련해서, 세 지도서는 공통

적으로 이 모음의 발음이 ‘아’와 ‘어’의 중간 소리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발

음 방식에 대한 표현에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이해 방식도 

달라질 듯하다. 먼저 �대교�에서는 “‘어’ 하는 입모양에서 턱을 아래로 가볍게 끌

어내리면서”(4-11) 발음하게 하는데, 턱을 끌어내리라고 하기보다는 입을 벌리

면서 발음하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에 �동아�에서는 “턱을 아

래로 낮추고 혀끝을 중앙에 두고”(4-4) 발음하라고 하였는데, ‘턱을 아래로 낮추

고’는 ‘고개를 숙이고’라는 말처럼 이해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로 낮추어야 

하는지도 애매하다. ‘혀끝을 중앙에 두고’라는 말 역시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힘

들 듯하다. 만약 중설모음(mid vowel)이라는 /ʌ/의 특징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라면, 정확하게는 혀끝이 아니라 혀의 중간 부분이 중간 높이에서 발음되는 중설 

중모음(mid central vowel)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천재�는 “턱을 약

간 아래로 내리고 혀도 약간 아래로 내리면서”(4-7) 소리를 내라고 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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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고개를 숙이면서 발음하라는 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턱을 내

리면 혀도 따라 내려가는데 두 가지가 별개로 주의해서 행해져야 하는 것처럼 들

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입은 자연스럽게 반쯤 벌리고” 발음

한다고 덧붙였는데, 이 말은 앞서 턱을 내리면서 발음하라는 말과 모순되게 해석

될 여지도 있다. ‘어’를 기준으로 하고 ‘입을 좀 더 벌리면서 발음’하도록 유도하

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천재�는 장모음 /u/를 하나 더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말의 ‘우’ 발음보다 혀의 

위치를 높게 하고 더 긴장하여 소리를 내도록” 하고, “거울을 이용하여 입술이 충

분히 앞으로 나와 있는지 보며 발음하도록”(4-6) 지도하라고 한다. 하지만 비전문

가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린 학습자들이 ‘혀의 위치를 높이라’는 말과 

‘긴장하여 소리를 내라’는 말을 알아듣고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

어의 /u/는 입술을 ‘내민 채’가 아니라 ‘내밀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발

음이다. 입술을 내밀면서 발음하면 혀는 저절로 더 높아진다. 모음만 발음하는 원

어민 발음동영상을 보면 입을 내밀고 발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따라하기>

의 school, cool, zoo의 발음을 들어보면 내밀면서 하는 발음임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5종의 3-4학년군 초등영어 교과서에 딸린 교사용지도서의 파

닉스 섹션에 제시된 영어 음소 및 발음방법에 관한 설명과 발음지도 예시의 적절

성을 교사와 학생의 이해 및 효과적인 발음 지도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분

석 결과, 모든 지도서가 공통적으로 첫째, 한국어와 영어의 소리체계 차이로 인

해 학습자들이 영어 음소들을 실제와 다르게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어 않았다. 둘째, 발음방법에 관해서 비전문가 교사가 이해하기에 

난해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 문제는 학술적인 음

성학 영역에서 전문용어로 제시하는 음소에 관해 내용을 비전문가 교사들의 발

음지도를 위해 일상적인 말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음의 발음과 관련해서는, 조음장소, 유무성 구별 방법과 연관되어 있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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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류 혹은 오해의 소지가 다수 발견되었다. 모음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도서

에서 모음의 발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공기가 크게 

방해를 받지 않고 통과하는 모음은 자음에 비해 발음을 지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음 방법에 대한 정보의 부재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 번에 하나의 모음만을 소개함으로써 /i/-/ɪ/, /æ/-/e/, /u/-/ʊ/, /ɔ/-/oʊ/ 

등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점은 문제가 다소 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자음 지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음 지도에서도 최

소대어를 활용한 활동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Kelly(2000)는 교사들이 발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법

을 모르거나 문법과 어휘 지도에 밀려나기 때문이며, 학습자들 역시 발음이 의사

소통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교사들은 발음

에 관련된 탄탄한 이론적 지식, 실용적인 지도 기술, 교실 활동들에 대한 좋은 아

이디어 접근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비교사들이 영어 발음지도 능력을 기

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한 우리나라 환경을 고려할 때, 지도서에 제공되는 발

음지도 관련 정보의 중요성은 작지 않다. 특히, 한국인의 영어 소리인지 패턴을 고

려가 필요하며, 초등의 어린 학습자들을 상대로 한 발음지도 방법에 관한 보다 이

해하기 쉽고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및 교실활동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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