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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리〉

한국인과 일본인의 한국어 모음 포먼트값 차이 비 

교 연구에서, 한국어 ［이］는 한국인이 일본인에 비 

하여 혀의 높이가 낮게 나타났으며 한국어 ［에, 애, 

오］모음에서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하여 혀의 높이 

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되었다. 후설 모음 ［오, 

우, 으］에서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하여 혀 위치는 

보다 후설성으로, 한국어 ［에는 한국인이 일본인 

에 비하여 혀 위치가 전설성으로 발음하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일본어 모음 포먼트값 차이 

비교 연구에서, 일본어 ［이］를 제외한 모든 모음에 

서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하여 혀의 높이는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어 ［오, 우］에서 혀 위치는 한국인 

은 일본인에 비하여 보다 후설성으로 발옴하는 것 

으로 추론 가능했다.

In comparative study on the Formants values of 

Korean vowels by Korean speakers and 

Japanese speakers, it was inferred that the hight 

of the tongue of Korean vowel ［ i ］ by Korean 

speakers is more lower than that of Japanese 

speakers, the hight of the tongue of Korean ［ e, 

8, o ］ by Korean speakers is more higher than 

that of Japanese speakers. Also in Korean back 

vowels [o, u, ui ], Korean speakers' tongue 

position is more back than those of Japanese 

speakers, Korean [ a ] vowels by Korean 

speakers are pronounced more front than 

Japanese speakers.

In comparative study on the Formants values of 

Japanese vowels by Korean and Japanese 

speakers, it was inferred that the hight of the 

tongue of Korean speakers on Japanese vowels 

except Japanese vowel [ i ] is more higher than 

those of Japanese speakers, the position of the 

tongue of Japanese vowels [ o, u ] by Korean 

speakers is more back than that of Japanese 

speakers.

L한국어 모음

1.1. 한국인의 한국어 모음

그림 L 한국인의 한국어 모음 F1-F2 포먼트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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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에서 각 모음은 포만트값이 크게 두 그룹으 

로 분산되어 있다. 이는 남성 화자 그룹과 여성 화 

자 그룹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남 

성의 성도 길이가 여성의 성도 길이보다 길어, 포 

만트값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데서 기인된 

것이다. ［이］ 모음은 다른 모음에 비하여 모음간의 

중복 현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모음들 중 가장 

앞쪽에 있는, 전설 고모옴으로 정의해도 무방할 것 

같다. ［에］와 ［애］는 이미 앞에서 통계 분석 결과 

음가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었는데, 이 현 

상을 위 포먼트 분포도에서 좀 더 확연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이 두 모음은 적어도 이 실험의 피실 

험자들에게는 이미 하나의 소리로 합쳐져 버렸으 

며, 모음사각도에서 전설 중모옴으로 정의함이 적 

당할 것 같다. ［아］는 일반적으로 후설 모음으로도 

알려져 왔으나 도표에 의하면 중설 모음으로 기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상하로 퍼져 

있는 범위 즉, 혀의 높낮이에 따른 범위가 모음들 

중 가장 넓었으며 （낮은 곳에서부터 중간 정도의 

높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에와 겹쳐지는 부분 

도 있었다. 피험자들의 혀의 높이에 의한 자유도가 

가장 큰 모음이라고 볼 수 있겠다. ［어］는 보통 

후설 모음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즉 도표상으로는 중설에 보다 가깝게 보 

이며, 상하로 퍼져있는 범위 즉, 혀의 높낮이에 따 

른 범위도 ［아］ 다음으로 넓어서 ［아］, ［오］, ［우］의 

범위와도 겹쳐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후설 

모음이던 것이 오늘의 젊은 세대에서 음가의 변동 

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다. 

［오］와 ［우］는 ［에］와 ［애］처럼 많이 겹쳐지지는 않 

았지만,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앞에서 오］의 F1 이 317Hz, F2가 661Hz, ［우］의 

F1 이 281Hz, F2가 739Hz인 것으로 보아 ［우］가 

［오］보다 역시 혀의 높이가 다소 높으며 ［오］가 

［우］보다 다소 후설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었다. 

두 모음 다 후설 고모음으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 

할 것 같다. ［으］는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중설 

모음이지만 혀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우］, ［이］, ［오］ 다음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혀의 높이보다는 혀의 

전후 위치에 의한 범위가 넓게 나타났다. ［에］, 

［애와 다소 겹쳐지는 범위가 있다. F1 값과 F2값 

을 동시에 보여주는 포먼트 분포도표 그림 1로부 

터 한국어 단순모음은 크게 6그룹으로, 즉 6 모옴 

체계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 

겠다.

1.2. 일본인의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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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인의 한국어 모음 F1-F2 포먼트 분포도.

그림 2를 그림 1과 비교해보면 일본인들이 한국어 

8 개 모음 중 오］와 ［우］에서 가장 한국인의 발음 

올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음별로 보면, ［이］는 한국인의 경우와는 달리 

［에］와 겹쳐지는 범위는 없었으나 ［에］와 ［애］는 한 

국인의 경우처럼 대부분이 중복되었고 ［아］가 퍼져 

있는 상하범위, 즉 혀의 높낮이에 따른 범위가 한 

국인의 경우는 모음들 중 가장 넓었으나 일본인의 

경우는 ［아］보다도 다른 모음들이 범위가 넓었다. 

범위에서 벗어난 모음들은 한국인에 비하여 적었 

다. ［에와 겹쳐지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혀의 높이 또한 낮은 곳에서부터 중간 정도의 높 

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에는 한국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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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분포의 범위가 한국인 

보다 더 넓었다. 혀의 높낮이에 의한 범위로는 가 

장 넓었다. ［아］, ［오］, ［우］ 등 상당 부분과 겹쳐지 

고 있으며 특히 ［우］의 혀높이까지를 포함하고 있 

는 점이 특이하였다. ［으］와도 일부 중복되고 있어 

서, 일본인들이 일본어에 없는 음소인 ［에를 발음 

할 떼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주 

고 있다고 생각된다. ［오］와 ［우］는 한국인의 경우 

와는 달리 겹쳐지는 부분이 비교적 많지 않았다. 

［오］는 ［에］와 ［애］처럼 많이 겹쳐지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이 ［에와 겹쳤고 ［우］와도 중복되었다. 

또한 ［오］가 모음들 중 가장 후설에 위치하고 있는 

면에서는 한국인의 발음과 유사하였다. 슈와 

(schwa)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발음한 피험자도 있 

었다. ［우］는 한국인의 경우와는 달리 상당 부분 

올 ［에, ［오］, 으］와 겹치게 발옴하고 있어서, 일본 

인들이 한국어의 ［우］를 발음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는 것이 나타난 셈이다. 타원의 범위에서 벗어난 

모음 중에는 고모음, 중설모옴 둥의 위치에까지 벋 

어간 경우도 있었다. 혀의 위치상으로 보면 중설에 

서 후설까지 심지어 일부분은 전설의 위치까지 가 

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으］는 범위 중의 

반 이상이 ［우］와 겹쳐지고 있으나 이는 일본어 화 

자들이 ［우］ 모음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애서 ［우］ 

가 ［으］의 영역까지 침범한 것이며, 일본인의 ［으］ 

발음은 한국인의 ［으］처럼 중설에 위치하여 한국인 

의 발옴에 무척 근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일본어의 ［우］가 한국어의 ［우］보다는 한국어의 

［으］에 더 유사한 음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림 에 나타난 것처럼 중설 모음이지만 한 

국인의 발음에서와 마찬가지로 혀의 높이는 ［이］, 

［우］, ［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2. 일본어 모음

2.1. 일본인의 일본어

그림 3.을 한국인의 한국어 포먼트 분포도를 보여 

주는 그림 1과 비교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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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본인의 일본어 모음 F1-F2 포먼트 분포도.

모옴은 포먼트 분포도 전체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반면, 일본어 포먼트 분포도는 F2축상에서는 우측 

부분이 그리고 F1 상에서는 우측상단부분이 비어 

있다. 즉, 후설 부분 전체와 고모옴 지역 후설 부 

분이 비어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어 후설모음들 

이 한국어 후설모음에 비해 전설성올 띄는 것으로, 

그리고 일본어 후설 고모옴은 없거나 아니면, 있다 

면 한국어 후설 고모음에 비해 혀의 높이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은 일 

본어와 한국어의 모음의 수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적은 수의 모음을 가진 언어 

에서는 모음간에 청각적 변별력이 주어지는 한 굳 

이 모음공간을 다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조 

음상의 경제원칙에 의거하여, ease of articulation) 

따라서 모음의 중앙화 현상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 

러운 귀결이다. 그리고 일본어 모음간에 겹침현상 

이 거의 없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겠다. 모음별로 보면, ［이］는 다른 모음과 겹침 

이 전혀 없으며 포먼트 분포로 보아 전설 고모옴 

으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에］ 역시 다른 모 

음과의 겹침이 없으며 전설 중모옴으로 정의함이 

적당할 것같다. ［아］는 한국어의 경우처럼 도표에 

중설 모음으로 나타났다. 혀의 높이 또한 저모음에 

서부터 중모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혀의 높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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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범위의 분포가 한국어의 경우처럼 모음 

들 중 가장 넓었다. 이 범위에서 벗어난 ［아］는 없 

었다. 대략 3종류의 분포를 보였다. ［오］와 중복 현 

상이 일어났으며 ［우］와도 일부 겹쳐 나타났다. 중 

설 저모음으로 기술함이 적당할 것 같다. ［오］의 

혀 높이는 고모음에서 중모음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였고 ［오］와 ［우］와의 겹침 현상도 나타났다. 범 

위에서 벗어난 피험자는 별로 없었다. 또한 ［오］가 

모음들 중 가장 후설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우］는 ［오］, ［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는 하지만 미약한 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어 

의 ［우］보다는 ［으］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음성학적으로는 중설 고모음으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국어와는 달리 뚜렷한 5모음 체 

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겠다.

2.2. 한국인의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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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인의 일본어 모음 F1-F2 포먼트 분포도.

일본인이 발음한 일본어 모음들은 대체적으로 서 

로 겹침이 없었던 데에 반해 한국인이 발음한 일 

본어 모음들은 서로간에 겹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인의 경우와는 달리 ［에］와 겹쳐지고 

있다. 범위에서 벗어난 피험자는 거의 없었다.

［에］는 ［이］와 겹쳐져 있었고 ［우］와도 겹쳐져 나타 

났다. 일본인보다 넓은 범위를 이루는 것은 한국어 

의 ［에］와 ［애］를 발음하던 습관으로 일본어 ［에］를 

발음하였기 때문에 범위가 넓혀진 것이라고 생각 

된다. ［아］의, 혀의 높낮이에 따른 범위가 일본인 

보다 넓게 표시된 것은 한국인의 특성올 일본어에 

서도 나타내는 셈이다. 일본인의 경우보다 겹침이 

많아 ［오］, ［우］와 겹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 

에서 벗어난 것은 ［우］의 범위 안에 있는 것도 있 

었다. ［오］는 반 이상이 ［우］와 겹치고 있다. 또한 

범위에서 벗어난 피험자도 많아서 ［아］의 범위나 

［우］의 범위는 물론 후설 저모옴에까지 영역을 넓 

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어에 없 

는 한국어 모음의 음가의 속성을 가지고 대충 발 

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겠다. 또한 

일본인의 음가보다 훨씬 후설 고모음 쪽으로 발음 

한 피험자들이 많은 현상도 한국어 ［오］의 음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는 일본인의 경우와 

는 달리 매우 범위가 후설 고모음에서부터 전설 

모음의 일부분 및 중설 모옴의 위치까지 걸쳐 있 

어,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타원의 범위에서 벗어나 중설 중모음 정도의 

위치에까지 뻗어간 경우들도 있었다. 이것 또한 일 

본어에 없는 한국어 모옴의 음가의 속성을 가지고 

［우］를 발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 

다.

3.결  론

이 논문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단순 모옴을 실험음 

성학적 방법으로 연구한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한 

국어와 일본어의 모음을 한국인과 일본인이 각각 

발음했을 때 나타나는 포먼트의 양상올 LPC 분석 

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이것은 외국어로 각 

각의 언어를 학습하고자 할 경우 효과적인 발음 

교육에도 기여할 것이다. 실험 자료는, ［이, 에, 

애, 아, 어, 오, 우, 으〕의 8개 한국어 모음과 ［아, 

이, 우, 에, 오〕의 5개 일본어 모음올 고립 모음과 

문장 모음의 2가지 환경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으 

로 하였다. 한국인 화자의 한국어 모음에 관한 실 

험음성학적 분석 결과, 한국어에 관한 한국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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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에 대한 포먼트 양상을 규범화할 수 있었다. 

모음간 포먼트값의 F1 분석에서, ［에］와 ［애］간에, 

［우］와 ［오］간에 조음시 혀높이에서 혼동이 일어났 

다. 모음간 포먼트값의 F2 분석에서는, 모음 조음 

시 혀의 전방성에 비례한다는 음향학적 이론과 대 

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는 

음운론적 으로는 후설 모음이 지 만, 음성 학적 으로는 

중설 모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간 분석 

에서는 F1 에서는 모옴 ［에와 ［우］를 제외하고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2에서는 모음 

［오］와 ［우］를 제외하고 성별간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모음간 분석에서 표준 편차값이 ［아］가 제일 

높았던 것에 비하여 성별 분석의 F1 에서는 여성에 

서는 ［에가, 남성에서는 ［아］가 높았다. 일반적으 

로 여성의 후설 모음에서 편차값이 높았던 반면 

남성은 저모음에서 편차값이 높은 것이 특이하였 

다. 성별간 분석에서 F2에서는 ［오］와 ［우］를 제외 

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모 

음들간에 유사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남성은 여성보다 편차의 폭이 컸다. 고립 모음과 

문장 모음의 환경간 비교 분석 결과, 포먼트 값은 

환경에 의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본인 화자의 일본어 모옴에 관한 실험 

음성학적 분석에서, 모음간 포먼트 분석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으로 한국어 모옴들이 그룹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에 비하여 일본어 모음은 각각의 모음 

들이 독자적으로 모음 그룹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즉 일본어 모음들은 Fl, F2 모두 모음 서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어 성별 분석에서는 山는 ［이］와 ［오］를 제외 

한 모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는 5개 모음 전부에서 성별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어, 한국어 성별 분석의 F2에서 

［오］와 ［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던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F1 표준 편차가 한국어 

여성에서는 ［에가, 남성에서는 ［아］가 높았던 것에 

비하여 일본어 성별 F1 분석에서는 여성 남성 모 

두 ［아］로 나타났다.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F 

1 -F2 포먼트 값은 환경에 의해 별다른 영향을 받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모음과 일본어 

모음의 대조 연구에서는 첫째, 한국어 ［아］와 일본 

어 ［아］는 거의 동일한 음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둘째, 한국어와 일본어 ［이］, 한국어 ［어］와 

일본어 ［오］, 한국어 ［으］와 일본어 ［우］ 3 모음쌍에 

서는 한국어 모옴이 일본어 모음에 비해 F1 값이 

높아 혀의 높이가 낮은 반면, 다른 모음쌍에서는 

한국어 모음의 F1 값이 일본어 모음에 비하여 낮아 

혀의 높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혀 전후 

위치는 한국어와 일본어 ［이］, 한국어 ［에］, ［애］와 

일본어 ［에］, 한국어 ［으］와 일본어 ［우］쌍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한국어 ［에와 

일본어 ［오］쌍에서는 ［에가 전설성올 더 띄는 것 

으로, 그리고 나머지 모음쌍 한국어와 일본어 ［우］, 

한국어와 일본어 ［오］쌍에서는 일본어 모옴이 전설 

성을 더 띄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어 ［이］ 

는 한국어 ［이］와 F1 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나 F2값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본어 ［에］는 한국 

어 ［에］나 ［애］와 F1 에서는 유사하나 F2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며 일본어 ［오］는 Fl, F2값 모두 

에서 한국어 ［어］나 한국어 ［오］ 어느 것과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어 ［우］는 비록 한국어 ［으］ 

와 F1 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긴 하나（유의수준 

P<0.05）, 한국어 ［우］보다는 한국어 ［으］ 음가에 보 

다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동일한 옴가 

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 모음은 ［아］ 모음뿐이었 

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한국어 모음 포먼트값 차이 

비교연구에서 한국어 ［이］는 한국인이 일본인에 비 

하여 혀의 높이가 낮게 나타났으며 한국어 ［에, 애, 

오］ 모음에서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하여 혀의 높이 

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되었다. 후설 모음 

［오］ ［우］ ［으］에서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하여 혀 

위치는 보다 후설성으로, 한국어 ［에는 한국인이 

일본인에 비하여 혀 위치가 전설성으로 발음하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일본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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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포먼트값 차이 비교연구에서 일본어 ［이］를 제 

외한 모든 모음에서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하여 혀 

의 높이는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어 ［오, 우］에서 

혀 위치는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하여 보다 후설성 

으로 발음하는 것으로 추론 가능했다. 일본인의 한 

국어 모음과 한국인의 일본어 모음 연구에서 피실 

험자들은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모음에서 피험자들 

이 남성과 여성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으나 간혹 

피험자가에 보이는 차이를 성별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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