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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 연구 

 

 

임 문택  

 

 

한국어를 지도할 때 발음교육의 중요성과 발음교육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지적되어 온 부분이다. 이에 필자는 양 문자의 제자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능률적인 발음 교육법을 본 고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 발음과 일본어 발음의 근원을 밝혀 발음 교육의 학습 능력 효과를 

높이는 데 목표를 두었다. 연구자료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중심으로 했으며, 

일본인 학습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발음 부분을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로 

한국어의 발음과 일본어의 발음을 비교해 설명함으로써 표기법과 발음상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고찰하여 발음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입증하였다. 
 

 

1. 들어가기 

한국어(이하 한글)와 일본어(이하 仮名)를 문자학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일본어의 仮名는 片仮名와 平仮名가 있는데, 그 어느 쪽도 형성 원리가 

漢字에서 나왔다.」1
 

1443 년 창제된 훈민정음은 제자원리가 모음은 천(天), 지(地), 인(人)에서,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것이 1940 년 훈민정음 

해례본(解例本)이 발견됨으로써 입증되었다.  

한글은 그 형성 원리가 모음과 자음이 각자의 음가를 가지고  있는 
2음소 

문자이지만, 일본어의 仮名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3 음절문자라는 것이 문자학적 측면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글과 仮名의 발음은 표기법상의 형성 과정이 처음부터 다르지만 실제 

사용되는 발음상의 차이는 크지 않다.  

필자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학습자들의 발음교육의 실상과 문제점을 실제의 

수업에서 개선해 왔다. 또 발음 교육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인지해 왔다.  

                                                      
1 강인선「가나의 역사와 현황」(2015) p46 인용. 
2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기능을 가진 소리의 단위.민광중「일본어 음성학 입문」(2008) p19. 
3 청각적으로 경계가 느껴지는 말 소리의 기본 단위. 민광중「일본어 음성학 입문」(2008) p24. 



182 

 

이에 필자는 본 고를 통해 한국어 발음과 일본어 발음의 형성 과정의 

유사성과 특수성을 밝힘으로써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들에게 보다 능률적인 한국어 교육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아래의 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어의 기본모음과 일본어 발음 대조 

2.1 기본모음 10자 

표 1  

한글의 기본모음을 일본인 학습자가 암기하려고 할 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본어와 한국어는 동일 발음이 있는 반면 유사한 발음과 서로 다른 

발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제에서는 위 표 1 의 기본모음 10 자를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발음과 일본어의 발음을 대조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어와 일본어의 모음발음의 유이점과 차이점을 문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여 형성원리가 같음을 입증한다. 

 

2.2 기본모음의 제자원리 

中聲凡十一字。ㆍ舌縮而聲深, 天開於子地。形之圓, 象乎天也。 

ㅡ舌小縮而聲不深不淺, 地闢於丑也。形之平, 象乎地也。 

ㅣ舌不縮而聲淺, 人生於寅也。形之立, 象乎人也。 

 

가운뎃소리는 무릇 열한자이다. ㆍ는 혀가 움츠러드니 소리가 깊다.  

하늘은 자시(子時)에 열리는바, 그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ㅡ는 혀가 조금 움츠러드니 그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다.  

땅은 축시(丑時)에 열리는바, 그 모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ㅣ는 혀가 움츠러들지 않으니 소리가 얕다. 사람은 인시(寅時)에 생기는바, 그 

모양이 서 있음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
4 

                                                      
4 조규태「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2010) p18~19. 

ㅏ a ㅑ ya ㅓ eo ㅕ yeo ㅗ o ㅛ yo ㅜ u ㅠ yu ㅡ eu ㅣ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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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如呑字中聲      ・는 呑(탄)자의 가운뎃소리와 같다. 

ㅡ。如卽字中聲      ㅡ는 卽(즉)자의 가운뎃소리와 같다. 

ㅣ。如侵字中聲      ㅣ는 侵(침)자의 가운뎃소리와 같다. 

ㅗ。如洪字中聲      ㅗ는 洪(홍)자의 가운뎃소리와 같다. 

ㅏ。如覃字中聲      ㅏ는 覃(땀)자의 가운뎃소리와 같다. 

ㅜ。如君字中聲      ㅜ는 君(군)자의 가운뎃소리와 같다. 

ㅓ。如業字中聲      ㅓ는 業(업)자의 가운뎃소리와 같다. 

ㅛ。如欲字中聲      ㅛ는 欲(욕)자의 가운뎃소리와 같다. 

ㅑ。如穰字中聲      ㅑ는 穰(양)자의 가운뎃소리와 같다. 

ㅠ。如戌字中聲      ㅠ는 戌(술)자의 가운뎃소리와 같다. 

ㅕ。如彆字中聲      ㅕ는 彆(별)자의 가운뎃소리와 같다.
5 

위 기본모음의 제자원리에서 본 바와 같이 한글의 기본모음은 음과 양의 

규칙적인 조합으로 발음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어의 

모음은 문자형성 과정이 음과 양의 발음적 규칙성은 없다. 

2.3 한국어의 기본모음 발음과 일본어 발음의 IPA대조 

6표 2 

한국어 발음 I P A 일본어 발음 I P A 

① ㆍ （陽母音）    

② ㅡ （陰母音） ɯ  ɯ̽ ウ ɯ 

③ ㅣ （中性母音） i イ i 

④ ㅗ （陽母音） o̞  o  ː オ o 

⑤ ㅏ （陽母音） ɐ ア a 

⑥ ㅜ （陰母音） u ウ ɯ 

⑦ ㅓ （陰母音） ʌ   

⑧ ㅛ （陽母音） jo̞ ヨ jo 

⑨ ㅑ （陽母音） jɐ ヤ j 

⑩ ㅠ （陰母音） ju ユ jɯ̹˕ 

⑪ ㅕ （陰母音） jʌ   

                                                      
5 조규태「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2010) p12 현 한글 한자음으로 인용. 
6 민광중「일본어 음성학 입문」(2008) p267 국제음성 기호표 인용. 



184 

 

필자는 위 표 2 의 분석을 음성학적인 해석이 아닌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바탕으로 재 해석해 본다. 먼저 한국어의 기본모음의 형성은 
7 양모음과 

8음모음을 철저히 분석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은 앞의 제에서 설명하였다. 반면 

일본어의 仮名는 형성 원리가 한자의 음을 차용해서 만들어졌지만 서로의 

발음이 매우 흡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ㆍ(양모음)는 지금 한국의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어지지 않는 문자이다.  

② ㅡ(음모음)는 한국어의 발음과 일본어의 발음이 유사하지만 똑 같지는 않다. 

③ ㅣ(중성모음)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발음이 동일하다. 

④ ㅗ(양모음)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발음이 매우 유사하다. 

⑤ ㅏ(양모음)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발음이 매우 유사하다. 

⑥ ㅜ(음모음)는 한국어의 발음과 일본어의 발음이 유사하지만 똑 같지는 않다.  

⑦ ㅓ(음모음)는 일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발음이다.  

⑧ ㅛ (양모음)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발음이 매우 유사하다. 

⑨ ㅑ (양모음)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발음이 매우 유사하다. 

⑩ ㅠ (음모음)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발음이 매우 유사하다. 

⑪ ㅕ (음모음)는 일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발음이다.
9 

 

필자는 위의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지금 한국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는 ①・를 제외한 동일 발음 ③ㅣ와, 매우 유사한 발음 ④⑤⑧⑨⑩ ㅗ ㅏ 

ㅛ ㅑ ㅠ 를 본 고에서는 일본어의 발음과 동일 발음으로 본다. 

표 2 의 ②⑥⑦⑪ ㅡ ㅜ ㅓ ㅕ의 발음이 유사 또는 일본어에 없는 이유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발음 ㅡ ㅜ ㅓ ㅕ 의 공통점은 모두 음모음이라는 것이다. 」 

일본어의 문자형성은 음과 양의 규칙성은 없지만 양모음 중심의 발음으로 

정립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7 어감이 맑고 산뜻한 모음 (ㅏ ㅗ ㅑ ㅘ ㅚ 등)「한글 맞춤법 제16항」 
8 어감이 어둡고 큰 모음 (ㅓ ㅜ ㅕ ㅠ ㅔ ㅝ ㅟ 등)「한글 맞춤법 제16 항」 
9 민광중「일본어 음성학 입문」(2008) p137~16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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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ㅡ, ㅜ」의 발음을 구별을 하지 않는 일본어 발음의 특수성  

필자는 표 2 의 ②⑥ ㅡ ㅜ 는 한국어의 발음과 유사한 발음이라기 보다는 

일본어에서는 명확한 구별을 하지 않고 있는 발음이라고 주장한다.  

한 예로 西瓜（すいか）와 スイス(国名) 의 발음을 대조해 본다. 

 

- 西瓜（すいか）suika의「u」발음 -  

위의 발음은 한국어의「ㅜ」발음(
10원순음)에 가깝다. 

- スイス（国名）suisu의「u」발음 - 

위의 발음은 한국어의「ㅡ」발음(
11평순음)에 가깝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어가 음절문자이기에 음소적인 발음의 구별을 

보편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 아래와 같이 일본어의 ウ 단을 한국어로 표기할 때 하나의 음소로 

정의되지 않고 다르게 표기되는 것도 이러한 문자 형성의 특수성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 ア行 : 아 이 우 에 오           

- カ行 : 카 키 쿠 케 코  

- サ行 : 사 시 스 세 소         

- タ行 : 타 치 츠 테 토 

- ナ行 : 나 니 누 네 노          

- マ行 : 마 미 무 메 모   

-       ラ行 : 라 리 루 레 로 

 

2.5 일본어의 모음 분류 

「일본어의 모음 분류는 혀의 어느 부분이 입천장을 향해서 올라가느냐에 

                                                      
10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모음. 민광중「일본어 음성학 입문」(2008) p138. 
11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모음. 민광중「일본어 음성학 입문」(2008)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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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으로 분류한다. 또 혀가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협모음, 고모음, 광모음, 중모음으로, 입술이 둥글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원순모음, 비원순모음으로 분류하고 있다.」12
 

  한국어의 모음 분류도 위의 분류법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본 고에서는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발음을 대조해 본다. 

 

2.6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이해 

한국어 모음의 발음 학습시 발음 형성의 이해 차원에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구분은 중요한 부분이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정의부터 본 제를 설명해 가기로 

한다. 

「단모음이란 조음기관이 움직이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발음되는 모음이다. 따라서 조음 중에 음색이 변하지 않는 모음을 말한다. 

이중모음이란 어떤 모음의 발음 태세에서 시작하여 도중에 다른 모음의 발음 

태세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13
 

 일본어의 모음은 ア イ ウ エ オ 뿐이다. 
14반모음 ヤ ユ ヨ 는 현 음성학적 

분류로는 자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한국어의 모음은 글자의 형성원리를 

바탕으로 기본모음과 합성모음, 즉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다 같은 모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는 모음의 정의가 다르지만 실제 

발음상의 차이는 크지 않다.  

훈민정음의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제자원리로 한국어와 일본어 모음 발음을 

보다 깊이 대조해 본다. 

 

 

 

 

 

                                                      
12 민광중「일본어 음성학 입문」(2008) p137~138 인용. 
13 민광중「일본어 음성학 입문」(2008) p140 인용. 
14 모음과 같이 발음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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ㅗ ㅏ ㅜ ㅓ 始於天地, 為初出也。 

ㅛ ㅑ ㅠ ㅕ 起於ㅣ而兼乎人, 為再出也。 

ㅗ ㅏ ㅜ ㅓ 之一其圓者, 取其初生之義也。 

ㅛ ㅑ ㅠ ㅕ 之二其圓者, 取其再生之義也。 

 

ㅗ ㅏ ㅜ ㅓ 는 하늘과 땅에서 비롯되었으니 처음 나온 것이 된다.  

ㅛ ㅑ ㅠ ㅕ 는 ㅣ에서 일어나서 사람을 겸하였으니 두 번째 나온 것이 된다.  

ㅗ ㅏ ㅜ ㅓ 에 둥금 점이 하나인 것은 처음 생겨난 뜻을 취한 것이된다.  

ㅛ ㅑ ㅠ ㅕ 의 둥근 점이 둘인 것은 두번 째 생긴 뜻을 취함이다.
 15 

 

위의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ㅡ   ㅣ 는 모음 형성의 기본자이다.  

즉, 단모음이다. 

- ㅗ ㅏ ㅜ ㅓ 는 처음 나온 글자이다.  

즉, 단모음이다. 

- ㅛ ㅑ ㅠ ㅕ 는 다시 생긴 글자이다.  

즉, 이중모음이다. 

현 일본어의 음성학적 정의로는 단모음만을 모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필자의 연구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발음을 같은 시각에서 보기 위한 것이기에 

한국어교육에서는 일본어의 반모음도 모음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2.7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이해에서 오는 발음 교육의 이점 

표 3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이중모음 ㅑ ㅕ ㅛ ㅠ   

   

위 표 3 의 단모음 ㅏ 와, 이중모음 ㅑ 는 발음의 형성법이 같다. ㅓ ㅕ, ㅗ ㅛ, 

                                                      
15 조규태「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2010) p19~20. 



188 

 

ㅜ ㅠ, ㅡ ㅣ도 발음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음의 형성법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같지만, 단모음과 달리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혀를 움직여 공기의 흐름을 변화시키어 발음이 만들어진다. 혀는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됨으로 끝 소리는 단모음으로 변한다. 단「ㅡ」와 

「ㅣ」는 모음의 기본자이며 같은 단모음이기에 처음 소리와 마지막 소리가 

동일하다.  

위의 설명을 바탕으로 필자는 한국어의 모음과 일본어 모음의 발음 차이는 

음모음 ㅓ와 ㅕ의 발음이 한국어에는 존재하지만, 일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다.  

그 이유는 한국어의 발음 표기법은 형성원리가 당시에 널리 알려졌던 

16성리학 학문의 이론인 
17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양모음과 음모음이 철저하게 

구별되어 규칙성 있게 만들어졌지만, 일본어의 발음 표기법은 형성 과정의 

역사가 깊은 고로 그 당시의 문자 체계 기틀에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일본어 

표기에 달하고 있기에 형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발음적 특징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와 같이 발음 형성의 특성을 이해한 후 발음 연습에 들어갔을 때 

발음 교육의 효과가 컸기에 필자는 위의 설명은 발음 교육에 필요한 교육법 

이라고 주장한다.  

 

3. 한국어의 기본자음과 일본어 발음 대조 

3.1 기본자음 14자 

표 4 

ㄱ〔giyeok〕ㄴ〔nieun〕ㄷ〔digeut〕ㄹ〔rieul〕ㅁ〔mieum〕 

ㅂ〔bieup〕 ㅅ〔siot〕 ㅇ〔ieung〕 ㅈ〔jieut〕 ㅊ〔chieut〕 

ㅋ〔kieuk〕 ㅌ〔tieut〕ㅍ〔pieup〕 ㅎ〔hieut〕 

 

                                                      
16 12 세기에 남송의 주희 (朱熹)가 집대성한 유교의 주류 학파로, 삼재(三才) 즉,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설. 훈민정음의 첫소리가 조음 

기관이나 조음 기관의 움직임을 본떠서 만든데 비하여, 가운뎃소리는 음성학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는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것은 성리학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창제되 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17 음양(陰陽)설과 오행(五行)설을 함께 묶어 부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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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는 음절문자이기에 한국어와 자음만을 대조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18 모라 즉, 한 박의 소리를 음소로 나누어 생각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는 부분이다. 

 

3.2 현 한국어 교재의 기본자음 설명의 문제점  

현 한국어 교육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대다수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한글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나의 개체로 인식하게 하려는 교육법인데,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자 형성이 다르기에 그에 따른 설명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한글의 형성원리와 음가를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유효한 교육법이라고 제시한다. 

필자는 현 일본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이 이 부분을 IPA 등의 

음성학적 수단에 의해 제시되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아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표 5
19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k/g n t/d r/l m p/b s (無) tʃ/dʒ tʃʰ kʰ tʰ pʰ h 

 

위 표 5 의 암기 방법은 학습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른 문제이지만 일반 

학습자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교육법일 수 있다.  

현재 한국어 교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교과서에 제시된 IPA 가 교재마다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도 학습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자음은 그 어느 쪽도 어두, 어중, 어말, 어느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 발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학습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른 음성학적 지식 여부에 상관없이 음소문자의 

의미를 이해한 뒤 한국어에 쓰여지는 각 기호의 음가를 이해시키는 것이야 

                                                      
18 일정한 시간적 길이를 지닌 음의 분절 단위. 
19 이창규「文法から学べる韓国語」(2009) p10 기본자음표. 

http://ko.wikipedia.org/wiki/%EB%AC%B4%EC%84%B1_%ED%9B%84%EC%B9%98%EA%B2%BD_%ED%8C%8C%EC%B0%B0%EC%9D%8C
http://ko.wikipedia.org/wiki/%EC%9C%A0%EC%84%B1_%ED%9B%84%EC%B9%98%EA%B2%BD_%ED%8C%8C%EC%B0%B0%EC%9D%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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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가장 효과적인 발음교육법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발음의 형성 

과정은 같지만 표기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표 6 

발 음 기 관 기 호 및 음 가 

아음 (牙音) ㄱ  (g)   ㅋ  (k) 

설음 (舌音) ㄴ  (n)   ㄷ  (d)   ㅌ  (t)   * ㄹ ( r) 반설음 

순음 (脣音) ㅁ  (b)   ㅂ  (b)   ㅍ  (p) 

치음 (歯音) ㅅ  (s)   ㅈ  (j)    ㅊ (ch) 

후음 (喉音) ㅇ  (無)            ㅎ  (h) 

3.3 기본자음의 제자원리 

五音二十八字,各象其形而制之。 

初聲凡十七字。牙音ㄱ,象舌根閉喉之形。 

舌音ㄴ,象舌附上腭之形。 

脣音ㅁ,象口形。齒音ㅅ, 象齒形。 

喉音ㅇ, 象喉形。ㅋ比ㄱ, 聲出稍厲, 故加晝ㄴ而ㄷ, ㄷ而ㅌ, ㅁ而ㅂ, ㅂ而ㅍ, 

ㅅ而ㅈ, ㅈ而ㅊ, ㅇ而ㆆ, ㆆ而ㅎ,  

其因聲加晝之義皆同, 而唯ㆁ為異。 

半舌音ㄹ, 半齒音ㅿ,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晝之義焉。 

정음 스물여덟 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첫소리는 무릇 열 일곱자이다.  

어금닛소리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양을 본떴다.  

혓소리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다. 

입술소리 ㅁ은 입의 모양을 본떴다.  

잇소리 ㅅ은 이의 모양을 본떴다.  

목구멍소리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ㅋ은 ㄱ보다 소리가 조금 세게 나므로 획을 더하였다.  

ㄴ에서 ㄷ, ㄷ에서 ㅌ, ㅁ에서 ㅂ, ㅂ에서 ㅍ, ㅅ에서 ㅈ, ㅈ에서 ㅊ, ㅇ에서 ㆆ, 

ㆆ에서 ㅎ이 됨도 그 소리로 말미암아 획을 더한 뜻이 모두 같으나, 오직 

ㆁ만은 다르게 하였다.  

반혓소리 ㄹ, 반잇소리 ㅿ도 또한 혀와 이의 모양을 본떴으나, 그 모양을 

달리해서 (만들었기에) 획을 더한 뜻은 없다.
 20

 

                                                      
20 조규태「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2010) p14~15 해례본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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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牙音。如君字初發聲           ㅋ。牙音。如快字初發聲 

ㆁ。牙音。如業字初發聲           ㄷ。舌音。如斗字初發聲 

ㅌ。舌音。如呑字初發聲           ㄴ。舌音。如那字初發聲 

ㅂ。脣音。如彆字初發聲           ㅍ。脣音。如漂字初發聲 

ㅁ。脣音。如彌字初發聲           ㅈ。齒音。如卽字初發聲   

ㅊ。齒音。如侵字初發聲           ㅅ。齒音。如戌字初發聲 

ㆆ。喉音。如挹字初發聲           ㅎ。喉音。如虛字初發聲 

ㅇ。喉音。如欲字初發聲           ㄹ。半舌音。如閭字初發聲 

ㅿ。半齒音。如穰字初發聲 

 

ㄱ 은 어금닛소리이니, 君(군)자의 첫소리와 같다. 

ㅋ 은 어금닛소리이니, 快(쾌)자의 첫소리와 같다. 

ㆁ 은 어금닛소리이니, 業(업)자의 첫소리와 같다. 

ㄷ 은 혓소리이니, 斗(두)자의 첫소리와 같다. 

ㅌ 은 혓소리이니, 呑(탄)자의 첫소리와 같다. 

ㄴ 은 혓소리이니, 那(나)자의 첫소리와 같다. 

ㅂ 은 입술소리이니, 彆(별)자의 첫소리와 같다. 

ㅍ 은 입술소리이니, 漂(표)자의 첫소리와 같다. 

ㅁ 은 입술소리이니, 彌(미)자의 첫소리와 같다. 

ㅈ 은 잇소리이니, 卽(즉)의 첫소리와 같다. 

ㅊ 은 잇소리이니, 侵(침)자의 첫소리와 같다. 

ㅅ 은 잇소리이니, 戌(술)자의 첫소리와 같다. 

ㆆ 은 잇소리이니, 挹(읍)자의 첫소리와 같다. 

ㅎ은 목구멍소리이니, 虛(허)자의 첫소리와 같다. 

ㅇ 은 목구멍소리이니, 欲(욕)자의 첫소리와 같다. 

ㄹ 은 반혓소리이니, 閭(려)자의 첫소리와 같다. 

ㅿ 은 반잇소리이니, 穰(양)자의 첫소리와 같다.
 21 

위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과 예의본의 내용을 요약해 설명하면 자음 28 자는 

22아(牙) 
23설(舌) 

24순(脣) 
25치(歯) 

26후(喉)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으며 

                                                      
21 조규태「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2010) p10~11 예의본 풀이.  
22 어금닛소리(牙音) : 현 음성학 용어로는 여린 입천장소리, 또는 연구개음. 
23 혓소리(舌音) : 현 음성학 용어로는 혀끝소리, 또는 설단음. 
24 입술소리(脣音) : 현 음성학 용어로는 입술소리, 또는 양순음. 
25 잇소리(歯音) : 현 음성학 용어로는 잇몸소리, 또는 치조음. 
26 목구멍소리(喉音) : 현 음성학 용어로는 목청소리, 또는 성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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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기본자 5자에 획을 더해 28 자의 기본자음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현 음성학적 일본어의 자음 분류는 조음점에 따라 양순음, 치경음, 

치경경구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구개수음으로 구별을 하며, 또 

조음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탄설음, 비음, 반모음으로 구별하고 

있다.」28
 

한국어와 일본어는 그 형성이 음소문자와 음절문자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에 본 고에서는 한국어의 자음과 일본어 자음의 음성학적인 발음 대조 

설명은 하지 않는다. 

 

4. 한국어의 합성모음과 일본어의 발음 대조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로 보면 합성모음도 음과 양의 규칙적인 법칙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필자는 여러 각도로 발음 교육법에 대해 연구해 왔다. 본 소제에서는 

합성모음의 제자원리를 통해 한국어의 발음과 일본어의 발음을 깊이 대조해 

봄으로써 발음의 유이점과 차이점이 학습자들이 혼동을 야기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합성모음의 제자원리를 이해한 후 학습자들의 발음의 이해도와 실천이 높이 

향상되었기에 아래의 소제로 합성모음의 발음 대조를 설명한다. 한국어의 

합성모음 발음과 일본어의 발음 형성이 근원이 같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4.1 합성모음 11자의 제가원리 

二字合用者, ㅗ與ㅏ同出於ㆍ, 故合而爲ㅘ。 

ㅛ與ㅑ又同出於ㅣ, 故合而爲ㆇ。 

ㅜ與ㅓ同出於ㅡ, 故合而爲ㅝ。 

ㅠ與ㅕ又同出於ㅣ, 故合而爲ㆊ。 

以其同出而爲類, 故相合而不悖也。 

一字中聲之與ㅣ相合者十, ᆡ ㅢ ㅚ ㅐㅟ ㅔ ㆉ ㅒㆌㅖ是也。 

                                                      
27 아(牙) 설(舌) 순(脣) 치(歯) 후(喉)의 기본자「ㄱ ㄴ ㅁ ㅅ ㅇ」. 
28 민광중「일본어 음성학 입문」(2008) p55~6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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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字中聲之與ㅣ相合者四, ㅙ ㅞ ㆈㆋ是也。 

ㅣ於深淺闔闢之聲, 並能相隨者, 以其舌展聲淺而便於開口也。 

亦可見人之參贊開物而無所不通也。 

 

두 글자를 합하여 씀에 있어서는 ㅗ와 ㅏ는 같이 ㆍ에서 나왔고 합하여 ㅘ가 

되었다. 

ㅛ와 ㅑ도 모두 같이 ㅣ에서 나왔으므로 합하여 ㆇ가 되었다.  

ㅜ와 ㅓ는 같이 ㅡ에서 나왔으므로 합하여 ㅝ가 되었다.  

ㅠ와 ㅕ도 ㅣ에서 나왔으므로 합하여 ㆊ가 되는 것었다. 

같은 데서 나와서 한 무리가 됨으로 서로 합하여 어그러지지 않는다. 한 글자로 된 

가운뎃소리로 ㅣ와 서로 합한 것은 열이니, ᆡ ㅢ ㅚ ㅐ ㅟ ㅔ ㆉ ㅒ ㆌ ㅖ가 

그것이다.  

두 글자로 된 가운뎃소리로 ㅣ와 서로 합한 것은 넷이니, ㅙ ㅞ ㆈ ㆋ가 그것이다. 

ㅣ가 깊고 얕은 소리와, 닫히고 열리는 소리에 아울러서 능히 서로 따르는 것은, 

(ㅣ소리를 낼 때) 혀가 펴지고 소리가 얕아서 입을 여는데 편하기 때문이니, 또한 

사람이 만물을 여는 데 참여하고 도와서 통하지 않는 바가 없음을 볼 수 있다.
29 

 

4.2 합성모음  11자 

표 7 

ㅐ  ae     ㅒ  yae     ㅔ  e     ㅖ  ye    ㅘ  wa    

ㅙ  wae   ㅚ  oe      ㅝ  wo   ㅞ  we    ㅟ  wi    ㅢ  ui 

합성모음도 일본어 발음과 동일 발음이 대다수이지만 학습자들의 혼동을 

야기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해석하려고 한다. 

 

4.3 한국어의 합성모음 발음과 일본어 발음 대조 

표 8
30

 

한국어 발음 I P A 일본어 발음 I P A 

① ㅐ （陽母音） ε エ e̞ 

② ㅒ （陽母音） jɛ イェ 비정의 

                                                      
29 조규태「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2010) p30~31 옛 한글은 현 한국어의 한자음으로 인용. 
30 민광중「일본어 음성학 입문」(2008) p267 국제음성 기호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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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ㅔ （陰母音） e エ e̞ 

④ ㅖ （陰母音） je イェ 비정의 

⑤ ㅘ （陽母音） wɐ ワ wa 

⑥ ㅙ （陽母音） wε ウェ 비정의 

⑦ ㅚ31（陽＋中性母音） ø ウェ 비정의 

⑧ ㅝ （陰母音） wʌ ウォ 비정의 

⑨ ㅞ （陰母音） we ウェ 비정의 

⑩ ㅟ （陰＋中性母音） wi ウィ 비정의 

⑪ ㅢ （陰＋中性母音） ɰi   

 

위 표 8 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합성모음도 일본어의 발음과 동일한 

발음과 유사한 발음이 대부분이지만, 일본어로는 정의되어 있지 않은 발음이 

상당수 있다.  

문자학적 특성상 자음과 모음의 정의가 한국어와 일본어가 다르기 때문인데, 

한국어와 일본어의 발음을 같은 시각에서 보는가 다른 시각에서 보는가의 

차이는 학습자들의 언어학습 향상에 커다란 갈림길이 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합성모음을 정의한다.  

 

표 8 의 ①③ㅐ ㅔ의 발음과 ②④ㅒ ㅖ의 발음과 ⑥⑦⑨ㅙ ㅚ ㅞ 의 발음을 

본 고에서는 일본어의 エ イェ ウェ와 동일 발음으로 설명한다. 

  

그 이유는 일본어로는 음성학적으로 아직 정의되어지지 않은 발음이지만 

한국어의 발음과 동일 혹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합성모음도 기본모음과 같이 음과 양의 이치에서 오는 규칙성 

때문에 발음을 섬세하게 구별하지만, 일본어는 음절문자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에 보편적인 발음상의 구별만 하고 있다.  

위 표 8 의 분석을 지금의 음성학적 해석이 아닌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바탕으로 재 해석해 본다.  

                                                      
31「표준어 규정 해설 국어연구소편」(1988) “ㅚ"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의 발음으로도 허용. 

http://ko.wikipedia.org/wiki/%EC%A0%84%EC%84%A4_%EC%9B%90%EC%88%9C_%EC%A4%91%EA%B3%A0%EB%AA%A8%EC%9D%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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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ㅐ(陽母音 +ㅣ) 는 일본어의 エ    발음과 매우 유사하다. 

② ㅒ(陽母音 +ㅣ) 는 일본어의 イェ  발음과 매우 유사하다. 

③ ㅔ(陰母音 +ㅣ) 는 일본어의 エ    발음과 매우 유사하다. 

④ ㅖ(陰母音 +ㅣ) 는 일본어의 イェ  발음과 매우 유사하다. 

⑤ ㅘ(陽母音)     는 일본어의 ワ    발음과 매우 유사하다. 

⑥ ㅙ(陽母音 +ㅣ) 는 일본어의 ウェ  발음과 매우 유사하다.  

⑦ ㅚ(陽母音 +ㅣ) 는 일본어의 ウェ  발음과 매우 유사하다.  

⑧ ㅝ(陰母音)     는 일본어의 ウォ  발음과 매우 유사하다. 

⑨ ㅞ(陰母音 +ㅣ) 는 일본어의 ウェ  발음과 매우 유사하다. 

⑩ ㅟ(陰母音 +ㅣ) 는 일본어의 ウィ  발음과 매우 유사하다. 

⑪ ㅢ(陰母音 +ㅣ) 는 일본어에 존재하지 않는 발음이다.
3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는 표기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 

발음상의 큰 차이점은 찾아볼 수 없다.   

아래의 예와 같이 일본어에서도 표기법 상에서는 구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발음상에서는 음과 양의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음성학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예)  - ウレシイ（嬉しい） : 양모음 ㅐ의 발음「우래시이」 

- カエレ （帰れ）   : 음모음 ㅔ의 발음「카에레」 

 

5. 한글의 제자원리로 본 한국어의 받침발음과 일본어 발음 대조 

  한국어 교육에서 받침 교육의 중요성과 어려움은 더 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일본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 동시에 

일본어에는 없는 한국어 특유의 발음이라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필자만의 발음 교육법을 실제 수업에 사용해 왔으며 학습자들의 

발음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기에 아래의 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32 “ㅡ” 와 “ㅣ”는 발음 방법이 동일하기에 두 모음을 한 박에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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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받침발음과 일본어의 받침발음을 

대조 설명한다. 인간의 발음기관은 모두 같지만 발음 시의 특성이 각 언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5.1 받침의 제자원리 

終聲解 

終聲者, 承初中而成字韻。 

如卽즉字終聲是ㄱ, ㄱ居즈終而爲즉。 

洪字終聲是ㆁ, ㆁ居(호)終而爲(홍)之類。 

舌脣齒喉皆同。聲有緩急之殊, 故平上去其終聲不類入聲之促急。 

不淸不濁之字, 其聲不厲, 故用於終則宜於平上去。 

全淸次淸全濁之字, 其聲爲厲, 故用於終則宜於入。 

所以ㆁㄴㅁㅇㄹㅿ六字爲平上去聲之終, 而餘皆爲入聲之終也。 

然ㄱㆁㄷㄴㅂㅁㅅㄹ八字可足用也。 

如(ᄇᆡᆺ)곶爲梨花, (여ᇫ)・의갗爲狐皮, 而ㅅ字可以通用, 故只用ㅅ字。 

且ㅇ聲淡而虛, 不必用於終, 而中聲可得成音也。 

ㄷ如볃爲彆, ㄴ如군爲君, ㅂ如(ᅌᅥᆸ)爲業, ㅁ如땀爲覃, 

ㅅ如諺語·옷爲衣, ㄹ如諺語:실爲絲之類。 

 

끝소리 글자 사용법 

끝소리는 첫소리와 가운뎃소리를 이어서 음절을 이룬다.  

즉자의 끝소리는 ㄱ이니, ㄱ이 즈의 끝에 놓여서 즉이 된다.  

(홍)자의 끝소리는ㆁ이니, ㆁ이 (호)의 끝에 놓여서(홍)이 되는 등과 같다. 혓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도 모두 한가지다.  

소리에는 느리고 빠름의 다름이 있으므로 
33평성, 

34상성, 
35거성은 그 끝소리가 

36입성의 빠름에 들지 못한다. 

불청불탁의 글자는 그 소리가 세지 못한 까닭에 끝소리로 쓰면 평성, 상성, 거성에 

해당하고, 전청, 차청, 전탁의 글자는 그 소리가 센 까닭에 끝소리로 쓰면 입성에 

알맞다.  

                                                      
33 평성 : 낮은 소리. 
34 상성 : 처음이 낮고 끝이 높은 소리. 
35 거성 : 높은 소리. 
36

 입성 : 끝을 빨리 닿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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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ㆁㄴㅁㅇㄹㅿ 여섯 자는 평성, 상성, 거성의 끝소리가 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입성의 끝소리가 된다.  

그러나, ㄱㆁㄷㄴㅂㅁㅅㄹ 여덟 자만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 (ᄇᆡᆺ) 곶[梨花], 

(여ᇫ)・의 갗[狐皮]에서는 ㅅ자로 두루 쓸 수 있으므로 다만 ㅅ자만을 쓰는 것과 

같다.  

또, ㅇ은 소리가 맑고 비어서 끝소리에 쓸 필요가 없어 가운뎃 소리만으로도 

음절을 이룰 수 있다.  

ㄷ은 볃의 끝소리가 되고 ㄴ은 군의 끝소리가 되고 ㅂ은(ᅌᅥᆸ)의 끝소리가 되고, 

ㅁ은 땀의 끝소리가 되고, ㅅ은 토박이말의 ·옷[衣]의 끝소리가 되고, ㄹ은 토박이 

말의 :실[絲]의 끝소리가 됨과 같다.
37 

 위의 인용문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받침에는 규칙성이 있다. 

5.2 받침 27자 

현 한국어에서 쓰여지고 있는 받침은 홑소리 받침과 겹소리 받침으로 

나뉘는데, 총 27 자의 받침이 있다. 또 27 자의 받침은 발음법에 따라 7 개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7 종성이라고 한다. 대다수의 일본인 학습자들은 글자의 

형태를 보고 발음 구별을 하려는 경향이 크지만, 받침의 형성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받침발음 교육법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아래의 표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 있는데 받침의 제자원리로 필자의 논리를 입증한다. 

5.3 현 한국어에서 쓰여지고 있는 받침기호 분류 

표 9 

받침 기호 홑소리 받침 겹소리 받침 

받침 k ㄱ ㅋ ㄲ ㄳ ㄺ 

받침 n ㄴ ㄵ ㄶ 

받침 t ㄷ ㅅ ㅆ ㅈ ㅊ ㅌ ㅎ  

받침 l ㄹ ㄼ ㄽ ㄾ ㅀ 

받침 m ㅁ ㄻ 

받침 p ㅂ ㅍ ㄿ ㅄ 

받침 ng ㅇ  

                                                      
37 조규태「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 p32~33 (2010) 옛 한글은( )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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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의 제자원리에서 본 바와 같이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을 당시에는 

받침기호가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 
38

8개로 쓰여졌었지만, 현 한국어의 받침은 

ㄷ과 ㅅ이 같은 받침발음으로 병합되었기에, 본 고에서는 한국어의 7 개의 

받침발음과 일본어의 받침발음만을 대조 분석해 본다.  

위의 표 9 는 같은 열의 받침기호는 모두 같은 음가의 발음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인데, 일본어의 받침발음도 한국어에서 쓰여지고 있는 7 개의 받침발음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아래의 제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어의 받침발음과 일본어의 받침 발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먼저 서로의 발음을 대조 비교해 본다. 

 

5.4 한국어의 받침발음과 일본어의 발음 비교 

표 10 

받침 발음 홑소리 받침 겹소리 받침 

gak 각 갘 갂 갃 갉 

gan 간 갅 갆 

gat 갇 갓 갔 갖 갗 같 갛  

gal 갈 갋 갌 갍 갏 

gam 감 갊 

gap 갑 갚 갎 값 

gang 강  

 

필자가 위의 표 10 에서 예로 든 모든 글자가 현 한국어 글자 표기로 모두 

쓰여지고 있지는 않으나 받침 정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 위의 표를 10 을 제시로 

본 제를 설명한다.  

위 표 10 에서 본 바와 같이 받침의 표기법은 동일 발음이지만 여러 종류의 

표기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예로 갅의 글자는 실제 한국어 

                                                      
38  8 종성은 15 세기부터 16 세기 무렵까지 쓰여졌다는 받침 표기법으로, 자음 17 자 중에 

종성(받침)을 대표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 자로 발음하고 표기한 방법. 

고광모「15세기 국어의 종성/ㅅ/에 대하여」p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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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법에는 쓰여지고 있지 않는 글자이지만, 앉의 글자는 사용되어지고 있기에 

필자는 위 표 10은 받침 교육에 유효한 교육법이라 주장한다.  

표 11 

받침 기호 일본어의 받침 로마자 표기법 

① gak    각 ガッコウ（学校） gakkou 

② gan    간 ガンダム（ガンダム） gandamu 

③ gat    갓 ガッタイ（合体） gattai 

④ gal    갈  gal 

⑤ gam   감 ガンバル（頑張る） gambaru 

⑥ gap    갑 ガッぺい（合併） gappei 

⑦ gang   강 ガン（癌） gang 

 

위의 표 11 은 실제 일본어 발음에서도 받침발음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든 것인데, 6 개의 받침발음이 일본어에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받침기호 l 만이 일본어에는 표기법이 없기에 받침기호 l 을 뺀 것이 표 

12 이다. 받침기호 l 은 현제 일본어의 표기법상에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기에 그 

이유에 대한 상세 설명은 소제목 5.7에서 하기로 한다.  

본 제에서는 한국어의 받침발음은 일본어 발음에도 똑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며, 일본어 발음에도 받침발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침발음의 제자원리를 고찰해 봄으로써 명백히 밝히고자 함이다. 

 표 12  

받침 기호 일본어의 받침 로마자 표기법 

① gan  ガンダム（ガンダム） gandamu 

② gat ガッタイ（合体） gattai 

③ gam ガンバル（頑張る） gambaru 

④ gap ガッぺい（合併） gappei 

⑤ gang ガン（癌） gang 

⑥ gak ガッコウ（学校） gakk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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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받침기호 k 를 가장 밑으로 옮겼다는 것을 

상기한다. 위의 표 12 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어 받침 표기의 규칙성은 ン과 ッ

만이 번갈아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후속자음이 무엇이 오는가에 

따라 각각의 발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를 필자는 

훈민정음의 
39 끝소리 제자원리 중에 하나인 

40 오음(五音)의 빠르고 느림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五音之緩急, 亦各自為對。  

如牙之ㆁ與ㄱ為對, 而ㆁ促呼則變為ㄱ而急, ㄱ舒出則變為ㆁ緩。 

舌之ㄴㄷ, 脣之ㅁㅂ, 齒之ㅿㅅ, 喉之ㅇㆆ, 其緩急相對,  亦猶是也。 

且半舌之ㄹ, 當用於諺, 而不可用於文。 

如入聲之彆字, 終聲當用ㄷ, 而俗習讀為 ㄹ, 盖ㄷ變而輕也。 

若用ㄹ為彆之終, 則其聲舒緩, 不為入也。 

 

오음의 느리고 빠른 것이 또한 각각 짝을 이룬다. 

어금닛소리는 ㆁ과 ㄱ이 짝이 되는바, ㆁ을 빠르게 소리내면 ㄱ으로 바뀌어 빠르게 

되고, ㄱ을 천천히 소리내면 ㆁ으로 바뀌어 느리게 된다.  

혓소리의 ㄴㄷ, 입술소리의 ㅁㅂ, 잇소리의 ㅿㅅ, 목구멍소리의 ㅇㆆ도 그 느리고 

빠름이 서로 짝이 되는 것은 또한 이와 같다.  

또 반혓소리 ㄹ은 토박이말에는 당연히 쓰이나, 한자말에는 쓸 수 없다.  

입성의 彆자는 끝소리로 마땅이 ㄷ을 써야 하지만, 세속의 관습에 ㄹ로 읽고 

있는바, 대개 ㄷ이 변해서 가볍게 된 것이다.  

만약에 ㄹ로 彆 (별)자의 끝소리를 삼는다면 그 소리가 천천히 나고 느려져서 

입성이 되지 않는다.
41 

 

위 인용문의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훈민정음이 창제될 당시에는 한국어에도 

평성, 상성, 거성, 입성으로 음의 높낮이와 소리의 느리고 빠름을 구별하고 

있었고, 끝소리의 발음이 느린 평성, 상성, 거성과, 끝소리의 발음이 빠른 

입성으로 받침발음을 구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9 받침의 제자 원리. 
40 아(牙) 설(舌) 순(脣) 치(歯) 후(喉)를 이르는 말이다. 
41 조규태「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2010)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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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아 음 설 음 순 음 치 음 후 음 반설음 반치음 

전 청 ㄱ ㄷ ㅂ ㅈ ㆆ   

차 청 ㅋ ㅌ ㅍ ㅊ ㅎ   

전 탁 ㄲ ㄸ ㅃ ㅉ ㆅ   

불청불탁 ㆁ ㄴ ㅁ  ㅇ ㄹ ㅿ 

전 청    ㅅ    

전 탁    ㅆ    

 

위의 훈민정음과 
42동국정운 23 자의 모표로 필자의 설명을 더한다. 위의 표 

13을 끝소리의 제자원리에 비추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불청불탁의 발음 6 자 ㆁ ㄴ ㅁ ㅇ ㄹ ㅿ 즉, 받침기호 ng n m l 이 끝소리로 

사용될 때는 소리가 느린 평성, 상성, 거성으로 분류되고, 전청, 차정, 전탁의 

발음 ㄱ ㄷ ㅂ ㅈ ㆆ ㅋ ㅌ ㅍ ㅊ ㅎ ㄲ ㄸ ㅃ ㅉ ㆅ ㅅ ㅆ 즉, 받침 기호 k t p 

가 끝소리로 사용될 때는 소리가 빠른 입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 설명을 일본어의 받침발음 ン과 ッ에 대응하면 ン은 끝소리가 느린 평성, 

상성, 거성에 속하며, ッ 는 끝소리가 빠른 입성에 속한다. 즉, 일본어의 

받침발음의 형성은 한국어의 받침발음 형성과 그 원리가 같지만 표기 체계가 

다르게 발전해 왔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필자는 아래의 표 14 로 일본어의 받침발음이 ン과 ッ만으로 사용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 14 

동일발음 형성법 안에서의 ン과ッ 발 음 형 성 법 

① gan (ガンダム)  gat (ガッタイ) 혀를 윗니 뒤에 붙여 발음 형성 

② gam (ガンバル) gap (ガッぺい) 입술을 닫아 발음 형성 

③ gang (ガン)    gak (ガッコウ)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은 발음 

 

                                                      
42 1448년(세종 30)년에 반포된 한국 최초의 표준음에 관한 책, 운서(韻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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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14 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어의 받침발음은 
43동일발음 형성법 안에서 

숨을 내 쉬어 발음을 형성시키는가, 숨을 폐쇄시키어 발음을 형성시키는가에 

따라 ン과 ッ로만 표기법을 구별하고 있다. 

 

① ガンダム(ロボット名)의 ガン 발음과  

ガッタイ(合体)의 ガッ 발음은 그 형성법이 동일하다.  

② ガンバル(頑張る)의 ガン 발음과  

ガッぺい(合併)의 ガッ 발음은 그 형성법이 동일하다. 

③ ガン(癌) 의 ガン 발음과  

ガッコウ(学校)의 ガッ 발음은 그 형성법이 동일하다. 

 

일본어의 받침발음의 구분은 위의 예에서 본 것 같이 숨을 내 쉬어 발음을 

형성하는가, 숨을 폐쇄시키어 발음을 형성하는가에 따른 구별만 하고 있다. 

한국어의 받침발음도 일본어의 받침발음과 같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숨을 

내쉬어 만드는 받침발음과, 숨을 폐쇄시키어 만드는 두 가지의 받침발음법으로 

나누어진다. 그렇지만, 한국어의 받침 발음은 혀의 위치, 입술의 열리고 닫힘, 

구강 내의 형태에 따라 받침발음의 표기법를 일본어의 받침 표기법보다 

섬세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로 본 필자의 주장이다. 

 

5.5 동일 발음 형성법에서 오는 한국어 받침발음 변칙의 규칙성 

표 15 

표  기 발  음 동일 발음 안에서의 변화 

갔는데 (行ったのに)         간는데 받침 t   →   받침 n  

입니다 (～です)         임니다 받침 p  →   받침 m 

먹는다 (食べる)      멍는다 받침 k  →   받침 ng 

 

  위의 표 15 는 한국어의 동일 받침발음 형성법 안에서 일어나는 발음 변화 

현상의 규칙성을 간단한 예로 든 것인데, 위의 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3 동일발음 형성법 : 발음의 형성법이 같은 발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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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기호 t 와 n, 받침기호 p 와 m, 받침기호 k 와 ng 는 동일 발음법 안에서 

형성되는 받침발음이기에, 한국어의 받침 발음도 동일 발음 형성법 안에서만 

발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후속자음의 영향으로 발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지만, 받침기호 t 는 어떤 경우에도 받침기호 n 으로만 발음이 변하고 있고, 

받침기호 p 도 후속자음의 영향으로 반드시 받침기호 m 으로만 변하고 있으며, 

받침기호 k 도 후속자음의 영향으로 반드시 받침 ng 로만 발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어에는 이러한 동일 받침발음 형성법 안에서의 발음 변화 현상은 찾아볼 

수 없다. 필자는 일본어의 받침발음이 ン과 ッ로만 표기되어지는 이유를 

일본어는 받침발음 표기의 형성 과정이 이러한 발음의 변화 현상을 처음부터 

고려하여, 상세한 구분을 하지 않는 표기법으로 발전해 왔다고 유추해 본다.  

 

5.6 받침 ㄴ ㅁ ㅇ과 ン의 동일한 음운 변이 현상 

한국어 받침발음의 변화는 동일발음 형성법 안에서의 변화하는 것 이외에 n 

m ng 의 받침 발음 안에서도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음운의 변이 현상은 

일본어의 ン발음의 변화와 그 형태가 동일하다. 

 

표 16 

표  기 발  음 발음의 변화 

① 간다 (行く) 간다    받침 n   →   받침 n 

② 건배 (乾杯) 검배   받침 n   →   받침 m 

③ 친구 (友達) 칭구   받침 n   →   받침 ng 

 

위의 표 16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받침 ㄴn, ㅁm, ㅇng도 일본어의 ン

과 같이 후속자음이 무엇이 오는가에 따라 동일한 음운의 변이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어의 ガンダム(ロボット名)、ガンバル(頑張る)、ガン(癌)도 같은 ン

발음이지만, 후속자음이 무엇이 오는가에 따라, 또는 후속자음의 유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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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상이하게 발음이 변하는 것은 한국어 받침발음의 음운의 변이와 그 

형태가 같다. 아래의 예로 설명을 더한다. 

 

①간다 (行く) 간다  

ㄷ 앞의 받침 ㄴ은 음운의 변이 현상이 없는 예이다.  

일본어의 ガンダム(ロボット名)의 d 앞의 받침 ン이 받침소리 n 으로 발음되는 

것과 그 형태가 같다. 

 

②건배 (乾杯) 검배  

ㅂ 앞의 받침 ㄴ이 연구개음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어의 ガンバル (頑張る )의 b 앞의 받침 발음 ン이 받침소리 m 으로 

발음되는 것과 그 형태가 같다.  

 

③친구 (友達) 칭구  

ㄱ 앞의 받침 ㄴ이 연구개음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어의 タンク(戦車)의 k 앞의 받침 발음 ン이 받침소리 ng 로 발음되는 

것과 그 형태가 같다.   

 

일본어의 받침발음 ン은 n m ng 의 발음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한국어의 

받침발음은 표기법이 혀가 닽는 위치, 입술의 모양, 구강 내의 형태로 

일본어보다 섬세하게 표기법을 구별하고는 있지만, 발음이 변하는 현상은 

일본어와 동일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일본어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어의 종성에 해당하는 발음이 존재하지 

않는다」44는 논리가 지금까지의 한국어 받침발음 교육의 관례였다. 필자는 본 

고를 통해 일본어에도 한국어와 똑같은 받침발음이 존재하고 있지만, 표기법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격고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위의 제를 제시하였다.   

큰 카테고리 안에서 두 종류의 받침 구별법만을 하고 있는 일본어 받침발음 

                                                      
44 이윤희「일본어 모어 화자를 의한 한국어 발음지도 방안」(2003)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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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의 규칙성과, 보다 섬세하게 구별을 하고 있는 한국어 받침발음 표기법의 

공통점을 필자는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로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필자는 

받침 정의의 상대성이라고 한다. 

 

5.7 받침기호 l  

 지금까지 한국어와 일본어의 받침발음 대조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 확실히 

정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받침기호 l 이다. 그 이유는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에서 

본 바와 같이 받침발음 l 즉, 받침 ㄹ은 제자원리가 설음(舌音)에서 왔지만 

설음(舌音)과는 다른 반설음(半舌音)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음 방법은 설음(舌音)과 같지만 혀가 조금 더 입천장 안으로 들어가는 발음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받침 l 은 일본어 발음에서는 

받침화되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하나의 음절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필자는 

일본어에도 받침발음 l 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예로 연락(連絡)을 

들 수 있는데, 한국어의 발음 ㄹ 앞의 ㄴ 은 유음화 현상을 일으켜 연락이 

열락으로 발음되어지고 있다.  

일본어의 連絡 renraku 가 relraku 로 발음되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어의 

유음화 현상과 그 형태가 같다. 단, 일본어에는 받침기호 l 의 표기법이 따로 

없으며, 받침소리 l 의 정의가 아직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기법상의 차이점이다. 

한국어에는 이와 같은 l 발음의 특수성에서 오는 음운의 변칙으로 ㄹ 받침 

탈락 현상이 있다. 다른 받침은 불규칙 현상45을 일으키고 있지만 ㄹ 받침만 

규칙적인 탈락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제자원리의 

특수성에서 오는 것으로 보지만, 현 음성학적 학문의 정의와는 다른 논리라는 

것을 밝힌다. 

위의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받침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국어와 

일본어의 발음을 같은 시각에서 볼 수도 있고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필자는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받침발음과 일본어의 

받침발음은 형성원리가 같다는 것을 주장했다. 표기법상의 차이에서 오는 현 

                                                      
45 불규칙 현상을 일으키는 받침「ㄷ ㅂ ㅅ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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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학적인 설명으로 받침발음을 설명하면 학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 

에게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6. 한국어 합성자음 발음과 일본어 발음 대조 

 합성자음의 부분도 학습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일본어 발음에는 

없는 발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발음과 일본어의 발음을 대조해 봄으로써 

동일발음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6.1 현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합성자음의 제자원리 

ㄱ。並書。如虯字初發聲          ㄷ。並書。如覃字初發聲     

ㅂ。並書。如歩字初發聲          ㅈ。並書。如慈字初發聲 

ㅅ。並書。如邪字初發聲          ㅎ。並書。如洪字初發聲   

 

ㄱ을 나란히 쓰면 虯(규)자의 첫소리와 같다.  

ㄷ을 나란히 쓰면 覃(땀)자의 첫소리와 같다.  

ㅂ을 나란히 쓰면 歩(보)자의 첫소리와 같다.  

ㅈ을 나란히 쓰면 慈(자)자의 첫소리와 같다.  

ㅅ을 나란히 쓰면 邪(사)자의 첫소리와 같다.  

ㅎ을 나란히 쓰면 洪(홍)자의 첫소리와 같다.
46 

 

합성자음의 제자원리는 기본자음 ㄱ ㄷ ㅂ ㅈ ㅅ ㅎ을 나란히 쓴 것인데, 

창제 당시에는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발음과는 발음상의 차이가 있었고, 현 

한국어 표기에는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합성자음도 존재했었지만, 본 

고에서는 현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합성자음 발음의 대조만 한다.  

필자가 합성자음의 설명을 가장 뒤에 하는 이유는 받침을 이해한 후에 

합성자음을 암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암기 방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본 제에서는 학습자들에게 평음, 격음, 농음의 차이와, 일본인 학습자들이 

발음상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농음이 일본어에도 실제 사용되어지고 있고, 

일본어의 발음과 한국어의 발음의 형성 원리는 같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46 조규태「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2010)  p10~1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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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합성자음 5자 

표 17 

ㄲ  kk      ㄸ  tt      ㅃ  pp      ㅆ  ss      ㅉ  jj 

 

6.3 한국어와 일본어의 농음 발음 대조  

표 18 

 

위의 표 18 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어에도 일본어에도 농음은 사용되어지고 

있다. 단, 일본어는 격음과 농음의 표기법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있기에 

일본어에는 농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농음 발음 

교육의 문제점이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농음 발음의 차이는 한국어에는 농음부터 시작되는 

단어가 상당수 있지만, 일본어의 농음 발음은 ッ발음 뒤에 오는 발음만이 

농음화 되고 있다는 표기와 발음상의 차이점이 있다.  

필자가 앞의 제에서 한국어의 받침발음과 일본어의 받침발음을 비교 설명한 

것을 근거로 일본어의 ッ는 한국어의 받침 k t p 에 해당하는 받침발음이라고 

정의한다. 위 표 18 의 예처럼 ッ는 한국어 표기법이 받침으로 표기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문자 표기법과 실제 발음상의 차이점을 

간단한 예로 들어 일본어의 발음과 대조한 것이 아래의 표 19 인데, 한국어의 

발음도 농음 앞에서는 표기되어지지는 않으나, 농음 앞의 발음은 일본어와 같이 

한 국 어  일    본    어 

평음 격음 농음 평음 격음 농음 

가 카 까  かさ    카사 けっか  켁까 

다 타 따  たかい  타카이 やった  얏따 

바 파 빠  パリ    파리 やっぱり 얍빠리 

사  싸   あっさり 앗싸리 

지 치 찌  ちかい  치카이 あっち   앗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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ッ의 발음 즉, k t p로 받침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어는 서로 다른 발음을 같은 표기법으로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한국어는 발음의 구별을 섬세히 하고 있지만 표기법과 실제 발음이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19 

표 기 법 실 제 발 음 발음의 변칙 

토끼 (ウサギ) 톡끼 농음 앞에 받침 k 가 붙는 예 

허리띠 (ベルト) 허릿띠 농음 앞에 받침 t 가 붙는 예 

아빠 (パパ) 압빠 농음 앞에 받침 p 가 붙는 예 

  

이와 같이 합성자음도 표기법은 다르지만 한국어와 일본어는 발음의 동일한 

음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음운 변화의 공통성을 밝힘으로써 한국어와 

일본어의 합성자음 발음이 같은 근원에서 왔다는 논리적 근거를 필자는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바탕으로 입증하였다. 

 

7. 맺음말 

이상의 고찰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한국어의 기본모음은 일본어의 모음 발음과 근원이 같으나 표기상의 변천 

과정에서 온 ㅓ ㅕ ㅜ ㅡ 발음의 특수성과 표기법상의 차이를 대조 비교 

설명하였다. 

 (2) 기본자음은 서로의 문자가 음소문자와 음절문자라는 이질적 특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음성학적인 형성 원리는 근원이 같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3) 합성모음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형성 원리가 같으나 양모음과 음모음의 

구별을 섬세히 하는 한국어와, 보편적인 발음의 구별만 하는 일본어 발음을 

비교해 봄으로써 양 언어의 발음적 공통점과 특수성을 비교 설명하였다. 

  (4) 일본어에도 명백히 받침발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다. 

  (5) 한국어의 합성자음 발음은 일본어 발음에도 명확히 존재하고 있지만, 

표기법상의 상이로 일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 음성학적 논리를 한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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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원리를 바탕으로 서로의 발음을 대조해 봄으로써 그 형성 원리는 같다는 

주장을 입증하였다. 

 한국어 교육의 보급이 널리 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발음 교육은 학습자가 

알기 쉽게 한국어를 이해하는가 어렵게 한국어를 이해하는가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 현 음성학적 수단의 IPA 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발음 교육법은 

음성학적인 지식 여부에 따라 학습자들의 이해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자는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발음의 형성 원리를 같은 시각에서 정립해 보았다. 문자의 형성 

과정에서 오는 표기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어의 발음과 일본어의 발음은 

같은 곳에서 출발했지만, 서로 다른 문자 형태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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