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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영어 기원 외래어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어두 자음 발음 대조를 통해 

양 언어 간 발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외래어는 단순히 외국어를 그대로 빌

려오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도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한국어와 

미얀마어처럼 언어가 다르면 그에 따라 외래어의 차용방식 및 발음 등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

난다. 그래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는 한국어의 외래어를 발음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몇 개의 자음, 모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어 발음은 미

얀마어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나 자연스러운 한국

어가 아닌, 미얀마어스러운 한국어 발음을 생성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어와 

미얀마어 음운 체계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 기원 외래어를 중

심으로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어두 자음 발음 대조 분석을 통해 두 언어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

며, 한국어 발음을 학습하는 미얀마인 학습자들에게 정확인 한국어 발음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언어의 발음을 배우는 것이다.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어휘나 문법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발음이 부정확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학습자의 언어 능력도 의심받게 된다. 발음 교육은 학습 초기 단계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인 학습자의 경우 목표 언어의 발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익숙한 모국어로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미얀마인 학습자들도 한국어를 발음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을 예측할 수 있다. 한국어의 음운 체계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으며 자음은 초성과 종성에 위

치할 수 있다. 미얀마어의 음운 체계는 자음과 모음뿐만 아니라 기본모음, 비모음과 이중모음

에서 나타나는 성조가 있다. 미얀마어 자음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초성과 종성에 위치할 수 

있으나 종성이 있는 음절은 한국어와 달리 비모음, 이중모음, 성문폐쇄음이 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운 체계를 대조 분석하여, 두 언어의 어두 자음 발음을 알아보

고 그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국가와 민족 간의 정치, 경제, 문화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유입되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외래어도 늘어나고 있으며, 외래어의 사용 빈도도 함께 점점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외래어의 사용 증가는 미얀마뿐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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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타나는 외래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긴 시간(1886년~1948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미얀마에서 차용된 외래어의 대부분은 영어에 어원을 두고 있다. 미얀마어는 중

국-티베트어족(Sino-Tibetan Languages)에 속하고 교착어(Agglutinative Language)와 고

립어(Isolating Language)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언어1)이며 세 개의 성조2)를 가지고 

있다. 미얀마어에는 이른 시기부터 외래어가 차용되어, 특히 Pali(팔리)어는 불교국가인 미얀

마에서 일상생할 용어에까지 넓게 분포되고 있었다. Pali(팔리)어에서 들어오는 외래어로는 

/sɛʔ/ (machine), /Ɵa Ɵ̃a.ra/ (cycle of rebirths) 등이 있다3). 11세기가 되어 미얀마어는 다

른 언어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되며, 특히 꼰바웅 시대(Konbaung dynasty 1752-1885)

에 영국의 침략을 받아 인도-영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꼰바웅 시대(Konbaung dynasty)

에는 외래어의 종성 소리에 /a./를 덧붙이는 식으로 발음 교체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4). 예를 

들어 ‘consul’를 /k au s̃u.la./, ‘code’를 /koda./로 발음하였다. 11세기부터 전 세계에서의 다

양한 외국어가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와 미얀마어는 영어와 같은 외국어를 그대로 표

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발음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얀마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외래어

를 발음하는 데에 오류가 생긴다.  

   2002년 말 ‘가을동화’ 드라마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얀마에 있는 방송사에서 한국 드라마

가 지속적으로 방영되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K-POP 역시 인기가 높다. 200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미얀마에서 한

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

의 수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미얀마 사람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한국으로 유학 온 미얀마인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연구도 여러 분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음운론적 연구는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 차

재은(2019)에서도 미얀마인 학습자 대상 어휘 문법 연구의 대조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음

성·음운론적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더 풍부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즉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 

 

1) Mg Khin Min(Danuphyu)(2011)에서 미얀마어는 ‘ei  ̃+ ʨi: → ei ʨ̃i:(집+큰→큰집)’처럼 교착성도 

있으며 어형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고립할 수 있는 특성도 있으므로 교착어와 고립어의 특성을 가지는 

언어라고 한다. 

2) 미얀마어의 성조 수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3개가 있다는 견해도 있고 4개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3) Mg Khin Min(2014)  

4) Daw Kya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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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어휘와 문법 분야에만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

음 및 음운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발음과 관련된 연구로는 킨뚜

자(2015), 킨뚜자‧김보미‧권성미(2015), 노채환(2017), 노채환 (2018), 퓨퓨아웅‧노채환

(2018), 딴다린(2017), 흐닝위이마웅‧김영선(2017), 퓨퓨아웅(2019), 최종두(2019), 차재은

(2019), 레이레이몬‧한승규(2020) 등이 있으며, 외래어 관련 연구로는 띤띤투웨이(2019) 만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 외래어를 중심으로 외래어가 한국과 미얀마 양국에 수용될 때, 언

어적으로 어두 자음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연

구 결과를 사용하여 미얀마 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육한다면, 한국어를 학습하는 미얀마

인 학습자들에게 외래어 발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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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 연구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운 체계를 다룬 연구는 자음, 모음, 종성, 음

절구조 등을 분석하여 각 영역별로 한두 편씩 발표되었다. 다만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

상으로 한 한국어-미얀마어의 외래어 발음 대조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한국어 음운에 대한 연

구는 다른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와의 대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래서 먼저 한국어의 음운 연구 중에 한국어의 초성 발음을 다른 외국어와 대조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표 I.1>한국어의 초성 발음을 다른 외국어와 대조 분석한 연구 목록 

연구 목록  제목 

상향함 

(2020)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초성 폐쇄음 습득 오류에 대한 음운론적 접근 : 

구성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김명광 

(2015) 
독일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성 자음 학습 순서에 대한 연구 

김명광 

(2016) 

스페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성 자음 학습 순서에 대한 

연구 

장선미 김선정 

(2017) 
한국어 교육을 위한 베트남인 학습자의 초성 자음 난이도 위계 설정 연구 

 

   상향함(2020)은 Backley(2011)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성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한·중 자음

체계 속에서의 폐쇄음들의 내적 구조를 제안하고, 이어서 이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의 전형

적인 한국어 초성 폐쇄음 습득 오류들이 일어나는 음운구조 처리 과정과 음운론적 동인을 밝

혔다. 

   김명광(2015)은 독일어권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소 체계와 한국어의 음소 체계를 비

교 및 대조를 하여, 추출된 발음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독일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자음 

초성의 학습 순서를 재배열을 시도하였다. 

   김명광(2016)은 스페인어권의 음소 체계와 한국어의 음소 체계를 비교 및 대조를 하여, 추

출된 발음의 난이도 위계를 기준으로 스페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성 자음의 학습 순

서를 재배열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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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선미 김선정(2017)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가 겪게 될 한국어 자음의 난점을 예측하

기 위하여 Prator(1967)의 난이도 위계에 따라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성 자음의 

난이도를 설정하는 데 있어,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자음 체계를 대조하여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자음의 난이도 위계를 설정하였다. 

   계속하여 한국어와 다른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등)의 외래어 대조 연구를 다음과 같이 살

펴보겠다. 

 

                       <표 I.2> 한국어와 다른 외국어의 외래어 대조 연구 목록 

연구 목록  제목 

Liu ZhiHua 

(2018) 

한국어와 중국어 외래어 대조연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외래어 

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윤경미 이미정 

(2018)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외래어 교육 방안 연구 

程婷婷 

(2012) 
한국어 외래어의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Liu ZhiHua(2018)는 영어 외래어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외래어 대조 분석을 통

해 언어적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에 있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

어 외래어 교육 방법을 제시했다.  

   윤경미 이미정(2018)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운 체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언어적 

간섭 현상(interference)을 대조 분석의 방법으로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 외래어 학습 시 느끼는 어려움과 그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효과적이고경 제적인 한

국어 외래어 학습 방안을 연구하였다. 

   程婷婷(2012)은 중국어권 한국어 중급 학습자 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학

습자의 외래어 수준을 평가하고 한국어 외래어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

시했다.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어휘와 문법 분야에만 한정

된 것이며 발음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 아니다. 발음과 관련된 연구로는 킨

뚜자(2015), 킨뚜자 김보미 권성미(2015), 노채환(2017), 퓨퓨아웅‧ 노채환(2018), 딴다린

(2017), 퓨퓨아웅(2019), 최종두(2019), 차재은(2019), 레이레이몬‧한승규(2020) 등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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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외래어 관련 연구로는 띤띤투웨이(2019) 만 있다. 

 

                    <표 I.3>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과 관련된 연구 목록  

연구 목록  제목 

킨뚜자 

(2015)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운체계 대조 연구  

킨뚜자‧김보미‧권성미 

(2015)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와 미 

얀마어 자음 대조 연구 

노채환 

(2017)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오류 분석  

-구성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퓨퓨아웅‧노채환 

(2018)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종성 발음 오류 분석 

- 장애음을 중심으로 - 

딴다린 

(2017)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 오류 연구 

퓨퓨아웅 

(2019)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 방안 연구 

 

최종두 

(2019) 

미얀마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분석 

 

차재은 

(2019) 
한․미얀마어의 음절구조와 제약에 대한 연구  

레이레이몬‧한승규 

(2020)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종성 발음 대조 연구 

띤띤투웨이 

(2019)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합성며사 대조 연구  

–외래어를 중심으로- 

 

   킨뚜자(2015)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과 모음의 음운 체계를 비교하여 유 사점과 차

이점을 찾아내고 또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를 예측하였다. 음운 대조분

석을 토대로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 모음 체계와 그 음성적 특징을 비교하여 한국어 학습

자의 자음과 모음의 습득의 난이도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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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뚜자·김보미·권성미(2015)에서는 대조언어학적 측면에서 한국어와 미얀마어 자음의 유

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자음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했다.  

   노채환(2017)은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어떠한 언어음 인지 과정을 통해 한국어의 단모음을 

산출하고 이 과정에 일어나는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성 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

다.  

   Thandar Linn(2017)에서는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초급, 중급, 고급

으로 나누고 한국어 작문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퓨퓨아웅‧노채환(2018)은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받침 발음 습득에서 나타난 오류를 

음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절 구조 및 종성에서 나타나는 음절 제약

의 대조 분석을 바탕으로 양 언어에서 나타나는 종성 발음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러한 차이가 

미얀마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받침 발음 오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오류 양상을 살펴

보고 그 원인을 밝혔다.  

   퓨퓨아웅(2019)은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운론적 대조 분석을 바탕으로 미얀마인 학습자

들이 한국어 종성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여 미얀마인 학습자에 맞는 한국어 종

성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종두(2019)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운 체계를 대조 분석을 바탕으로 미얀마인 초급 학

습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발음 오류 현상을 예측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미얀마

인 초급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발음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차재은(2019)은 미얀마어의 음절 구조 및 특징을 정리함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미얀마어 두 언어의 음절 구조와 제약을 실제 음성 자료를 참조하여 대조하여 기존 연구들보

다 상세한 음절 유형을 제시하였다. 

   레이레이몬‧한승규(2020)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운 체계를 대조 분석하여 두 언어의 종

성 발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미얀마어 음운 체계를 이루는 자음, 모음, 종성, 음절 구

조를 모두 살펴본다는 점에서 퓨퓨아웅(2019)과 유사한 연구의 구성을 보였다.  

   띤띤투웨이(2019)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합성어에 대해서 외래어를 중심으로 하여 대조 

분석하고,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외래어들이 어떻게 기존의 고유어나 또 다른 외래어들과 합

성되어 합성어를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외래어 발음 분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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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에 들어와 차용되고 있는 영어 기원 외래어를 연구 대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외래어는 넓은 개념이어서 본고에서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

므로 명사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 외래어와 미얀마어 외래어를 음운론적 측면에서 대조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한국어 외래어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외래어>(2007),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002),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2003)에서 제시한 외래어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002)

에 따르면 A등급에서 C등급까지의 영어 외래어 어휘의 수는 명사 220개, 의존명사 12개, 합

성명사 10개 고유명사 9개 총 251개로 정리되었다. 그중 본 연구에서는 대조 분석하고자 하

는 외래어 단어는 총 100개로 선정하였다5).  

   1장인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외래어 발음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되는 한국어의 음운 및 외래어에 관한 연구와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한 음운 관련 선행 연

구를 살펴보고 본 고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 외래어의 발음을 대조 분석을 하는 데 있어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운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과 모음 체계 및 음절구조를 살펴보고, 이어서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모 체계를 대조하

고 음절구조 유형을 대조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에서 차용되고 있는 영어 기원 외래어 목록을 선정하고, 명사

를 중심으로 하여 외래어의 어두 자음 발음을 대조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외래어 발음 오류를 분석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본 고의 마무리로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도록 한다.  

 

 

 

 

 

 

 

5) 자세한 목록은 4장 ‘외래어 어휘 목록 선정’에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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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운 체계 대조  

 

2.1.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 체계  

 

  2.1.1. 한국어의 자음 체계 

 

   모음을 발음할 때는 기류가 조음 기관에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입 밖으로 나가지만 자음

을 발음할 때는 모음의 경우와는 달리 입술이나 혀가 닫혔다 열리는 동작을 하며 기류의 흐름

을 방해한다. 모음과 자음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김성규 정승철, 2005). 먼저 한국

어의 자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자음을 발음할 때 폐에서부터 나오는 공기가 조음 기관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의 장

애를 받아 만들어지는 소리이다. 자음을 분류할 때 장애가 일어나는 방법(Manner of 

articulation: 조음 방법)과 장애가 일어나는 위치(Place of articulation: 조음 위치)가 자음 

분류의 기준이다(껀나파 분마럿2012). 조음 방법은 성문(glottides)에서 빠져 나오는 기류가 

장애를 받는 여부에 따라 크게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장애음은 다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으로 나누고 공명음은 비음, 유음으로 분류된다.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치

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성문음)의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데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를 

양순음이라 하고 혀끝을 윗잇몸으로 가져가 내는 소리를 치조음이라 한다. 혓바닥을 경구개

에 걸쳐서 내는 소리 혹은 연구개에 걸쳐서 내는 소리에 따라 경구개음, 연구개음이라 한다. 

성대 자체에서 나는 소리를 성문음이라 한다. 또한 기의 세기에 따라 평음, 경음, 격음으로 분

류된다. 

   한국어의 자음은 각 자음이 발음되는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에 따라 아래의 <표 II.1>과 같

이 분류되며 총 19개의 음소로 존재한다.  

 

                                           <표 II.1> 한국어의 자음 체계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장애음 폐쇄음 

평음 ㅂ[p]  ㄷ[t]   ㄱ[k]   

경음 ㅃ[p’]  ㄸ[t’]   ㄲ[k’]   

격음 ㅍ[ph]  ㅌ[th]   ㅋ[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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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음 
평음  ㅅ[s]   

ㅎ[h] 
경음  ㅆ[s’]   

파찰음 

평음   ㅈ[ʧ]    

경음   ㅉ[ʧ’]   

격음   ㅊ[ʧ
h]   

공명음 
유음  ㄹ[l/r]    

비음 ㅁ[m]  ㄴ[n]  ㅇ[ŋ]  

 

   기류가 비강, 구강, 인두강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자음을 공명음이라 하고, 그 외의 자음

을 장애음이라고 한다. 19개 자음 중에서 ‘ㅁ, ㄴ, ㅇ, ㄹ’은 공명음이며 나머지는 장애음이다. 

장애음에는 공명음 이외의 자음인 폐쇄음, 마찰음, 파찰음이 해당되는데 기류의 통로가 완전

히 막히거나 마찰이 일어날 정도로 좁아진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자음이다. 

 

 

  2.1.2 미얀마어의 자음 체계 

 

   미얀마어의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성대 진동의 유무에 따라 나뉜다. 그리고 무성

음의 경우 기(aspiration)의 유무에 따라 무기음과 유기음으로 나뉜다. U Shwe Thwin(1969), 

Htun Myint(2007)는 미얀마어의 자음 음소를 /b, ph, p', d, th, t', g, kh, k', ʔ, ð, ɵ, z, sh, s, ɕ, 

h, ðʒ, tɕh, tɕ, m, hm, n, hn, ɲ, hɲ, ŋ, hŋ, l, hl, w, j/의 32개로 제시했다. Mg Khin 

Min(Danuphyu) (2012)는 미얀마어의 자음 음소를 /b, ph, p', d, th, t', g, kh, k', ð, ɵ, z, sh, s, 

j(ရ), ɕ, h, h。, ðʒ, tɕh, tɕ, m, m。, n, n。, ɲ, ɲ。, ŋ, ŋ。, l, l。, w, w。 j (ယ)/의 34개로 정

의하였으며, Thein Tun(2012)는 미얀마어 자음 음소를 /b, ph, p', d, th, t', g, kh, k', ʔ, ð, ɵ, 

z, sh, s, ɕ, h, ðʒ, tɕh, tɕ, m, m。, n, n。, ɲ, ɲ。, ŋ, ŋ。, l, l。, w, w。, r, j/의 34개로 제시했

다. /w。, m。, n。, ɲ。, ŋ。, l。/는 다른 방법으로 /hw, hm, hn, hɲ, hŋ, hl/ 라고 쓸 수 있다

6). 킨뚜자 김보미 권성미(2015), 킨뚜자(2015)는 31개, 퓨퓨아웅(2019)는 34개, 차재은

(2019)는 35개, 최종두(2019)는 33개로 제시하였다.  

 

 

6) Thein Tun(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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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2> 선행 연구의 미얀마어 자음 발음 목록 

킨뚜자(2015) 

(31개) 

/k], kʰ, g, ŋ, hŋ, s, sʰ, z, ɲ, hɲ, t, tʰ, d, n, hn, p, pʰ, b, m, hm, j, ɕ, l, hl, 

w, hw ,ɵ, h, ʨ, ʨʰ, ʥ/ 

퓨퓨아웅(2019) 

(34개) 

/k], kʰ, g, ŋ, hŋ, s, sʰ, z, ɲ, hɲ, t, tʰ, d, n, hn, p, pʰ, b, m, hm, j, ɕ, l, hl, 

w, hw ,ð, ɵ, h, ʨ, ʨʰ, ʥ, ʔ/ 

차재은(2019) 

(35개) 

/k], kʰ, g, ŋ, hŋ, s, sʰ, z, ɲ, hɲ, t, tʰ, d, n, hn, p, pʰ, b, m, hm, j, ɕ, l, hl, 

w, hw ,ɵ, h, t ̪, h, ʃ, ʧ, ʧʰ, ʤ, ʔ, O, N/ 

최종두(2019)  

(33개) 

/b, pʰ, p', d, tʰ, t', g, kʰ, k', t ̪, d̪, z, sʰ, s, ʃ, h, ʤ, tɕʰ, tɕ', m, m。, n, n

。, ɲ, ɲ。, ŋ, ŋ ̊, l, l。, w, w。, ɹ , y/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하는 모든 음소를 빠짐없이 다 제시하면 전체 35개로 /b/, 

/p/, /pʰ/, /d/, /t/, /tʰ/, /g/, /k/, /kʰ/, /ʔ/, /ʥ/, /ʨ/, /ʨʰ/, /ð/, /Ɵ/, /z/, /s/, /sʰ/, /ɕ/, /h/, /ɧ/, 

/m/, /hm/, /n/, /hn/, /ɲ/, /hɲ/, /ŋ/, /hŋ/, /l/, /r/, /hl/, /w/, /hw/, /j/이다. 그 중에서 공통적으

로 설정된 자음 음소는 /b/, /p/, /p ʰ/, /d/, /t/, /tʰ/, /g/, /k/, /kʰ/, /ʥ/, /ʨ/, /ʨʰ/, /Ɵ/, /z/, /s/, 

/sʰ/, /ɕ/, /h/, /m/, /hm/, /n/, /hn/, /ɲ/, /hɲ/, /ŋ/, /hŋ/, /l/, /hl/, /w/, /j/이며, 나머지 음소인 

/ʔ/, /ð/, /ɧ/, /r/, /hw/은 연구자에 따라 자음 음소 목록에 제시하기도 하고 제시하지 않기도 

한다. 성문 폐쇄음[ʔ]는 후두 안에 있는 성대 두개가 공기를 막았다가 갑자기 터뜨릴 때 일어

나는 소리이다. 성문폐쇄음[ʔ]는 미얀마어의 종성에서만 일어난다. 성문페쇄음을 종성에서 

/i'/, /e'/, /a'/, /u'/ 등으로 끝나는 말에서 볼 수 있다. 성문폐쇄음/ʔ/에 대해서는 이를 자음으

로 보는지 아닌지에 따라 자음 음소 목록에 넣기도 하고 넣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ð/, /ɧ/, 

/r/, /hw/ 는 드물게 나타나는 음소들인데 이들 중 음소/ɧ/는 감탄으로 할 때만 무성유기 마찰

음 /h/의 변이음으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음소 목록에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

다. /r/는 외래어에 사용되는 치조음7)이며 유성 치음 ‘[ð]’도 무성 치음 ‘[ɵ]’의 변이음으로 자

음 목록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7) Aung(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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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는 성문폐쇄음/ʔ/를 제외하고 /b/, /p/, /pʰ/, /d/, /t/, /tʰ/, /g/, /k/, /kʰ/, /ʥ/, 

/ʨ/, /ʨʰ/, /ð/, /Ɵ/, /z/, /s/, /sʰ/, /ɕ/, /h/, /m/, /hm/, /n/, /hn/, /ɲ/, /hɲ/, /ŋ/, /hŋ/, /l/, /r/, /hl/, 

/w/, /hw/, /j/의 33개를 미얀마어 자음 음소로 보는 입장이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표 II.3> 미얀마어의 자음 체계 

 양순음 치음 치조음 
치조 

경구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장애음 

폐쇄음 

유성 [b]  [d]   [g]  

무성무기 [p]  [t]   [k]  

무성유기 [pʰ]   [tʰ]   [kʰ]  

마찰음 

유성  [ð]  [z]     

무성무기  [Ɵ]  [s] [ɕ]     

무성유기   [sʰ]    [h] 

파찰음 

유성    [ʤ]    

무성무기    [ʨ]     

무성유기    [ʨʰ]    

공명음 

비음 
유성 [m]  [n]  [ɲ]  [ŋ]   

무성 [hm]  [hn]  [hɲ]  [hŋ]   

유음 
유성   [l],[r]     

무성   [hl]     

접근음 
유성 [w]    [j]   

무성 [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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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얀마어 자음은 먼저 조음 방법에 따라 크게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음은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으로 나눌 수 있고, 공명음은 비음, 

유음 그리고 접근음8)이 있다. 미얀마어 의 파열음은 /p, pʰ, b, ð, Ɵ, t, tʰ, d, k, kʰ, g/이 있고, 

마찰음은 /s, sʰ, z, ɕ, h/이 있으며, 파찰음은 /ʤ, tɕ, tɕʰ/이 있다. 또 비음은 /m, hm, n, hn, ɲ, 

hɲ, ŋ, hŋ/이 있고 유음은 /l, r, hl/가 있다. 접근음은 /w, hw, j/가 있다. 미얀마어 자음의 조음 

위치는 양순음, 치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이 있다. 먼저 양순음은 /p, pʰ, b, 

hm, m, hw, w/, 치음은 /ð, Ɵ/, 치조음은 /t, tʰ, d, s, sʰ, z, hn, n, hl, l, ɹ/, 치조 경구개음은 /ɕ, 

tɕ, tɕ, ʤ/, 경구개음은 /hɲ, ɲ, j/, 연구개음은 /k, kʰ ,g ,hŋ, ŋ/, 성문음은 /h/ 가 있다. 

 

 

2.1.3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 체계 대조 

 

   지금까지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 체계를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자음은 장애음 15개와 

공명음 4개를 합하여 전체 19개로 구성되며 미얀마어의 자음은 장애음 20개와 공명음 14개

를 합하여 전체 34개로 구성되어 미얀마어의 자음 목록이 더 많다. 먼저 양 언어의 자음 체계

를 조음 위치에 따라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8) 접근음은 조음할 때 파열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공기가 좁은 틈을 통과하면서 내는 소리이 다. 

한국어는 접근음을 이중모음에 속해있는 반모음으로 분류하지만, 미얀마어는 자음으로 분류 한다. 조

음의 특징적 요소에서는 장애음, 공명음과 같이 장애가 있거나 공기가 구강이나 비강으 로 덜 막혀 울

리는 소리로 구분하지 않아 접근음을 따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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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4>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발음 대조 

조음 위치 한국어 미얀마어 

양순음  p, p', pʰ, m  p, pʰ, b, hm, m, hw, w 

치음 - ð, Ɵ 

치조음 t, t', tʰ, s, s’, n, l t, tʰ, d, s, sʰ, z, hn, n, hl, l, r 

치조경구개음 - ɕ, tɕ, tɕ, ʤ 

경구개음 ʧ, ʧ', ʧʰ  hɲ, ɲ, j 

연구개음 k, k', kʰ, ŋ k, kʰ ,g ,hŋ, ŋ 

성문음 h h 

 

   한국어는 양순음 4개, 치조음 7개, 경구개음 3개, 연구개음 4개, 성문음 1개이며, 미얀마어

는 양순음 7개, 치음 2개, 치조음 11개, 치조경구개음 4개, 경구개음 3개, 연구개음 5개, 성문

음 1개가 있다. 미얀마어에서는 /ɕ, ʤ, ʨ, ʨh/가 치조 경구개음으로 분류되는데, 이 소리들은 

한국어의 경구개음과 큰 차이가 없다. 조음 위치의 특징은 한국어는 치음이 없으며 모든 조음 

위치 계열에서 미얀마어의 자음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자음 체계를 조음 방법에 따라 대조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5>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 발음 대조 

조음 방법 한국어 미얀마어 

장

애

음  

파열음 

평음 p, t, k 유성 b, d, g 

경음 p', t', k' 무성무기음 p, t, k 

격음 ph, th, kh  무성유기음 ph, th, kh  

마찰음 

평음 s, h  
유성 ð, z 

무성무기음 Ɵ, s, ɕ 
경음 s'  

- - 무성유기음 sh, h 

 파찰음 평음 ʧ 
유성 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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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음 ʧ' 
무성무기음 tɕ 

격음 ʧʰ  
무성유기음 tɕh  

공

명

음 

비음 m, n, ŋ  
유성 m, n, ɲ, ŋ  

무성 hm, hn, hɲ, hŋ  

유음 l 
유성 l, r 

무성 hl 

접근음  
유성 w, j 

무성 hw 

 

   한국어는 파열음 9개, 마찰음 3개, 파찰음 3개, 비음 3개, 유음 1개이며 미얀마어의 파열음 

9개, 마찰음 7개, 파찰음 3개, 비음 8개, 유음 3개, 접근음 3개와 대조하면 한국어 자음의 수

가 적으며, 한국어는 접근음이 없다. 장애음의 경우, 두 언어는 조음 방법의 수가 세 가지 있

다는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있는데 한국어의 장애음은 모두 무성음이며 평음, 격음, 경음의 

대립이 있는 반면 미얀마어는 유무성의 대립이 있어 유성음, 무성무기음, 무성유기음의 대립

이 있다. 공명음의 경우, 한국어는 모든 공명음이 유성음이지만 미얀마어의 공명음은 유무성

의 대립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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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모음 체계 

 

  2.2.1. 한국어의 모음 체계 

 

1) 한국어의 단모음 

 

   단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발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입 모양이 변하지 않은 모음이다(김성규 

정승철, 2005). 표준 한국어에서 한국어 단모음 체계를 10모음 체계[ㅏ, ㅐ, ㅓ, ㅔ, ㅗ, ㅚ, 

ㅜ, ㅟ, ㅡ, ㅣ]로 설정하고 있으나 본 고에서는 배주채(2003)의 논의를 따라, 7모음 체계[ㅏ, 

ㅐ/ㅔ[e], ㅓ, ㅗ, ㅜ, ㅡ, ㅣ]로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현실 발음에서 ‘ㅟ, ㅚ’는 이중모음[wi, 

we]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이중모음으로 제시하고, ‘ㅔ’와 

‘ㅐ’는 표기에서 구별되지만 발음으로는 구분하지 못하고 [e]로 합류되어 하나의 단모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7모음 체계로 보고, 혀의 높이, 혀의 

앞뒤 위치, 입술의 모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표 II.6> 한국어의 단모음(배주채, 2013) 

혀의 앞뒤 위치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입술 모양  

혀의 앞뒤 위치 
평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ㅣ[i] ㅡ[ɨ] ㅜ[u] 

중모음 ㅔ/ㅐ[e] ㅓ[ə] ㅗ[o] 

저모음  ㅏ[a]  

 

   한국어의 단모음은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혀의 

최고점의 전후 위치에 따라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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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의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혀와 입술의 움직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발음하는 동안 입 모양에 변화가 일

어나는 모음이다(김성규 정승철, 2005).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의 두 개 모음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어에서 ‘ㅚ, ㅟ’를 포함하여 모두 13개의 이중모음9)이 있으며 음

절의 중심을 이루는 모음 앞에 반모음이 오는 상향성 이중모음과 음절의 중심을 이루는 모음 

뒤에 반모음이 오는 하향성 이중모음이 있다. 한국어의 상향성 이중모음으로는 반모음 y계와 

w계 이중모음 두 가지의 이중모음이 있으며, 한국어의 하향성 이중모음으로는 반모음 ㅡ(/ɨ/)

계 /ㅢ/만 존재한다. 한국어의 이중모음 체계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II.7> 한국어의 이중모음  

상향성 

ㅣ(/y/)계 이중모음 ㅑ[ya], ㅕ[yə], ㅛ[yo], ㅠ[yu], ㅖ[ye],ㅒ[yɛ] 

ㅜ(/w/)계 이중모음 
ㅘ[wa], ㅝ[wə], ㅙ[wɛ], ㅞ[we], ㅟ[wi], 

ㅚ[we]  

하향성  ㅡ(/ɨ/)계 이중모음 ㅢ[ɨy] 

 

 

  2.2.2. 미얀마어의 모음 체계  

 

   앞서 미얀마어의 자음 체계를 설정하는 데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미얀마어의 

모음 체계를 설정하는 데 연구자마다 모음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다. Htun Myint(2007)에서

는 미얀마어의 모음은 ‘i, e, ɛ, a, ɔ, o, u’ 7개의 순수 단모음과 ‘ei, ai, au, ou’ 4개의 이중모음

이 있다고 하였다. Mg Khin Min(DaNuPhyu)(2011, 2016)에서는 미얀마어의 모음 음소는  

 

 

 

9) 본 고에서는 이중모음을 총 13개로 다루고 있으나 현실 발음에서는 ‘ㅙ, ㅞ, ㅟ’를 똑같이 [we]로 

발음한다. 그리고 단순모음에서 ‘ㅔ’와 ‘ㅐ’가 똑샅이 [e]로 발음되므로 이중모음에서 ‘ㅖ’와 ‘ㅒ’도 똑

같이 [je]로 발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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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모음 ‘i, e, ɛ, a, ɔ, o, u’ 7개, 비모음 ‘i ,̃ a ,̃ u ’̃ 3개, 이중비모음 ‘ei ,̃ ou ,̃ ai ,̃   au ’̃ 4개, 

성문폐쇄음으로 발음된 단모음 ‘iʔ, ɛʔ, aʔ, uʔ’ 4개, 성문폐쇄음으로 발음된 이중모음 ‘eiʔ, ouʔ, 

aiʔ, auʔ’ 4개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10) 에서는 미얀마어의 모음은 성조11)를 포함하여 

일반모음 22개, 비모음 18개, 성문 폐쇄음으로 발음된 모음 7개로 구성되며 총 47개의 모음

이 있다고 하였다.12) Thein Tun(2007) 에서 미얀마어의 모음은 구강모음과 비모음으로  

 

10)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에서 제시한 미얀마어의 모음 체계 (퓨퓨아웅.2019)  

일반모음 성문폐쇄음으로 

발음된 모음 

 

성조1 성조2 성조3 성조1 성조2 성조3 

a.  a a: aʔ a.  ̃ a  ̃ a:  ̃ 

ə       

i. i i: ɪʔ  ɪ .̃  ɪ  ̃ ɪ:  ̃ 

u. u u:     

e. e e: eɪʔ eɪ .̃  eɪ  ̃ eɪ :̃  

ɛ.  ɛ ɛ: ɛʔ     

ɔ.  ɔ  ɔ:      

o.  o o:  oʊʔ oʊ.  ̃ oʊ  ̃ oʊ:  ̃ 

   aɪʔ aɪ .̃ aɪ  ̃ aɪ :̃  

   aʊʔ aʊ .̃  aʊ  ̃ aʊ :̃  

11) 미얀마어 성조 

성조 /a/의 성조 부호 

성조1 [a.] 

성조2 [a] 

성조3 [a:] 

성문폐쇄음 [aʔ] 

12) Myanmar Language Commission(2005) 에는 미얀마어는 “a., a, i., i , u., u, e , ε: , ɔ:, ɔ ”라는 

모음이 10개가 있다는 의견들과, “a., a, i. , i , u., u, e , ε:, ɔ:, ɔ, o ”라는 모음이 11개 있다는 의견들

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a., a, i. , i , u., u , e, ε:, ɔ:, ɔ, an, a: ” 라는 교재 모음 12개가 있다는 의

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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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성조를 포함한 총 50개 있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얀마어의 모음 체계는 Mg Khin Min(DaNuPhyu)(2011, 2016)에 따라 /ə/

를 제외한13) 7 개의 단모음과 3개의 비모음, 그리고 4개의 이중모음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II.8> 미얀마어의 모음 체계 

구분 일반모음 비모음 이중 비모음 
성문폐쇄음으로 

발음된 단모음  

성문폐쇄음으로 

발음된 이중모음  

전설 모음 
/i/, /e/, /ɛ/, 

/a/  
/ I /̃, /a /̃ /ei /̃, /ai /̃  /iʔ/, /ɛʔ/, /aʔ/  /eiʔ/, /aiʔ/  

후설 모음  /ɔ/, /o/, /u/  /u /̃ /ou /̃,/au /̃  /uʔ/ /ouʔ/, /auʔ/ 

 

 

 

1) 미얀마어의 단모음 

 

   미얀마어의 단모음은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에 따라 /i, e, ɛ, a, ɔ, o, u/의 7개로 다음과 같

이 분류한다. 

 

                                          <표 II.9> 미얀마어 단모음 체계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i/   /u/ 

중고모음 /e/   /o/ 

중저모음 /ɛ/   /ɔ/ 

저모음 /a/  - - 

 

 

13) /ə/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변이음으로 볼 것인지 모음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제시하기도 하고 제시

하지 않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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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어의 단모음은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4개의 전설모음과 3개의 후설모음이 있다. 또

한 혀의 높낮이에 따라 2개의 고모음, 2개의 중고모음과 2개의 중저모음, 1개의 저모음이 있

으며 입술 모양에 따라 4개의 평순모음과 3개의 원순모음이 있다. 

 

 

2) 미얀마의 비모음 

 

   미얀마어의 비모음에 대한 입장은 학자마다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퓨퓨아웅

(2019)에 따라 모음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비모음으로 다루도록 한다. 비모음은 구강에서의 

조음과 비강의 공명이 동시에 수반되는 발음인데 모음 위에 물결 모양의 부호[ ~ ]를 붙여서 

표기한다. 미얀마어의 비모음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II.10> 미얀마어 비모음 체계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고저모음 / I /̃   /u /̃ 

저고모음 /a /̃    

저모음     

 

   미얀마어의 비모음은 3개 있으며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전설모음 2개와 후설모음 1개가 

있다. 혀의 높낮이에 따라 살펴보면 고모음과 저모음이 없이 고저모음/ ɪ ,̃ ʊ  ̃/과 저고모음/a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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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얀마어의 이중모음 

 

   미얀마어의 이중모음은 /ei, /ai/, /au/, /ou/의 4개 있는데 종성에서 성문으로 발음된 모음

(성문폐쇄음) /ʔ/이나 비음(비음+성조)이 없으면 발음할 수 없다. 즉 미얀마어의 이중모음은 

단독 발음이 불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성문폐쇄음이나 비음이 후행하여야만 발음이 가능하

다. 

 

                                     <표 II.11> 미얀마어 이중모음 체계 

이중 비모음  

/ei, /ai/, /au/, /ou/ 

 

성문폐쇄음으로 발음된 

이중모음  
/eiʔ/, /aiʔ/, /ouʔ/, /auʔ/ 

비음으로 발음된 

이중모음 
/ei /̃, /ai /̃, /ou /̃, /au /̃ 

 

 

 

  2.2.3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모음 체계 대조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모음 체계를 살펴보면 한국어는 7개의 단모음과 13개의 이중모음이 

있으며 미얀마어는 7개의 단모음, 3개의 비모음, 그리고 4개의 이중모음이 있다. 한국어는 모

음을 구분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차이를 구별한다. 미얀마어는 모음에 덧붙여진 성조로 서로 다른 음과 뜻을 만들어내

는 특징이 있다. 한국어에는 비모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의 체계 즉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대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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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단모음 체계 대조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단모음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2>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단모음 체계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한 미 한 미 한 미 한 미 

고모음 ㅣ /i/   ㅡ  ㅜ /u/ 

중모음 

중고 

ㅔ/ㅐ 

/e/   

ㅓ 

 

ㅗ 

/o/ 

중저 /ɛ/    /ɔ/ 

저모음  /a/   ㅏ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단모음 체계를 대조해 보면, 한국어는 기본모음/a, i, u, e, o/에 /ɨ, ә/

모음이 추가되는 반면 미얀마어는 기본모음/a, i, u, e, o/에 /ɛ, ɔ/ 모음이 추가된다. 한국어의 

/ㅣ/[i] 모음과 미얀마어의 i[i] 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앞뒤 위치와 높이 및 입술 모양이 아주 

비슷하다. 미얀마어의 /e/는 한국어 /e/와는 다르다. 한국어의 /ㅔ/[e]를 미얀마어의 [ɛ:] 로 

발음하고 한국어의 /ㅐ/[ɛ]를 미얀마어의 [ɛ]로 발음한다. 미얀마어는 성조 차이만 있을 뿐이

지만 한국어는 혀의 높낮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어의 /ㅏ/[a]와 미얀마어의 /a/는 같

은 평순저모음인데 혀의 앞뒤 위치가 다르다. 한국어의 /a/는 후설 평순 저모음임에 반해 미

얀마어의 /a/는 전설 평순 저모음으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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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이중모음 체계 대조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이중모음 체계를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3>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이중모음 체계 

언어 이중모음 

한국어  

상향성 

ㅣ(/y/)계 이중모음 
ㅑ[ya], ㅕ[yə], ㅛ[yo], ㅠ[yu], 

ㅖ[ye],ㅒ[yɛ] 

ㅜ(/w/)계 이중모음 
ㅘ[wa], ㅝ[wə], ㅙ[wɛ], ㅞ[we], ㅟ[wi], 

ㅚ[we]  

하향성 ㅡ(/ɨ/)계 이중모음 ㅢ[ɨy] 

미얀마어 

/ei/, 

/ai/, 

/au/, 

/ou/ 

성문폐쇄음으로 

발음된 이중모음  
/eiʔ/, /aiʔ/, /ouʔ/, /auʔ/ 

비음으로 발음된 

이중모음 
/ei /̃, /ai /̃, /ou /̃, /au /̃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이중모음 체계를 살펴보면 두 언어 간에 큰 차이가 있어 한국어의 이

중모음도 미얀마어에 존재하지 않고 미얀마어의 이중모음도 한 국어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홀로 소리를 낼 수 있는 반면 미얀마어의 이중모음은 그렇

지 않다. 미얀마어는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후행하는 비음 또는 성문파열음이 반드시 필요하

기 때문에 두 언어 간 음운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미얀마어에는 활음+모음의 연결이 가능하

기 때문에 한국어의 ㅣ(/y/)계 이중모음을 미얀마인 학습자들은 잘 발음하지만 ㅡ(/ɨ/)계 이중

모음 ㅢ[ɨy]을 발음하는 데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낀다.  

   미얀마어의 단모음은 독립 모음 문자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음과 붙어 음의 높낮이와 덧붙

여진 성조의 음성적 특성을 갖게 되지만 /ei, /ai/, /au/, /ou/ 4개의 이중모음은 종성의 위치

에서 비음(비음+성조) 또는 성문폐쇄음이 반드시 요구된다. 즉 미얀마어의 이중모음은 단독 

발음이 불가능하며, 성문폐쇄음이나 비음이 후행하여야만 발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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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절구조 

 

  2.3.1. 한국어의 음절구조  

 

   김성규‧정승철(2005)에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의 음성언어에서 홀로 발화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음절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모음은 모두 홀로 발화될 수 있지만, 자음은 항상 그 앞이

나 뒤에 모음이 있어야 발화될 수 있다. 한국어의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음절에서 모음의 앞에 오는 자음을 초성이라 하고, 음절말의 자음을 종성이라고 하며, 음절에

서 필수적인 단모음이나 여기에 활음이 결합된 이중모음을 중성이라고 한다. 한국어의 중성

은 음절의 중심을 이룬다하여 ‘음절핵’이라고 하고, 음절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 성분이며, 초

성과 종성은 중성과는 달리 음절의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라 수의적인 성분이다. 한국어의 음

절은 다음과 같은 음절구조가 있다. 

 

 

                                         < 그림 1> 한국어의 음절구조 

 

   위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의 음절구조는 C-V-C 언어로 중성을 이루는 모음은 

필수적이고, 초성과 종성에는 하나의 자음이 선택적으로 올 수 있는 구조이다.  

   한국어의 음절구조 유형을 최종두(2019)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유형으로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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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14> 한국어의 음절구조 유형 

음절 유형 단어 

모음(V) 아, 우, 왜, 요 

자음＋모음(CV) 가, 너, 개, 쇠  

모음＋자음(VC)  알, 약, 월, 양  

자음＋모음＋자음(CVC)  김, 밤, 꽃, 권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서 취할 수 있는 음절 유형은 V, CV, VC, CVC 네 가지가 있다. 한국

어의 음절구조와 관련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성에는 [ŋ]을 제외한 18 자음 중 하나만 올 수 있고, 자음군이 올 수 없다. 영어의 

‘spin’, ‘strong’처럼 두 개 이상의 자음군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음‘ㅇ[ŋ]’은 초성에서는 실현

되지 않고 종성에서만 실현되며‘ㄹ’은 초성의 위치에서 외래어 표기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나

타난다. 

   둘째, 한국어의 자음은 반드시 모음과 결합하여야 음절을 이룰 수 있으며, 자음 홀로서는 

음절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한국어의 모든 음절에는 반드시 모음이 요구한다.  

   셋째, 한국어의 음절구조인 ‘C-V-C’에서 초성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종성에 두 개 이상

의 자음군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를‘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도 하며 음운론적으로는 ‘자음

군 단순화’ 또는 ‘평폐쇄음화’로 규정된다. ‘값, 없 -’등과 같은 경우는 표기상으로 ‘CVCC’구

조를 갖지만, 발음은 두 자음 중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이다.  

   넷째, 종성 위치에서는 16개의 자음/ㄱ, ㅋ, ㄲ, ㅂ, ㅍ, ㄷ, ㅌ, ㅈ, ㅊ, ㅅ, ㅆ, ㅎ, ㅁ, ㄴ, ㅇ, 

ㄹ/이 올 수 있지만 7개의 자음/ㄱ, ㄴ, ㄷ, ㄹ, ㅁ, ㅂ,ㅇ/으로만 발음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파찰음 ‘ㅈ, ㅉ, ㅊ’는 y계열의 이중모음 ‘ㅑ, ㅕ, ㅛ, ㅠ, ㅖ, ㅒ’와 음절을 구성할 

수 없다. 파찰음 ‘ㅈ, ㅉ, ㅊ’뒤에 이어진 y계 이중모음은 단모음으로 발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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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미얀마어의 음절구조  

 

   미얀마어의 음절구조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초성 + 중성’의 구

조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 ‘초성 + 중성 + 종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최종두(2019)에는 미얀마어의 음절은 한 음절에서 초성, 중성, 종성, 성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으며, 흐닌위이마웅(2017)에서는 미얀마어의 음절 구조가 종성이 존재하지 않고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이라고 했다. 이렇게 의견이 달라지는 이유는 미얀마어에 있는 성문폐

쇄음/ʔ/때문이다.14) 이론적으로 음절의 초성과 종성에는 자음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미얀마어

의 초성에서는 성문폐쇄음/ʔ/을 제외한 모든 자음이 가능한 반면 종성에서는 성문폐쇄음/ʔ/

만이 가능하고 나머지 자음들은 불가능하다. 즉 음절의 첫 자리와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분절음은 자음뿐이라고 하는데 성문폐쇄음/ʔ/은 미얀마어 음절의 마지막 자리에서만 가능하

고 첫 자리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음 여부의 논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얀마

어의 음절구조는 모음(V)에 비음 또는 성문폐쇄음이 붙어 종성 발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C-

V-C 언어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미얀마어의 음절구조는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미얀마어의 음절 구조 

 

 

 

 

14) Thein Tun(2007), Mg Khin Min(Danuphyu)(2011, 2016) 등에서 성문폐쇄음/ʔ/은 자음이 아니

라고 한 반면 Lilias E. Armstrong & Pe Maung Tin(1925), Htun Myint(2007)에서는 성문폐쇄음/ʔ/

을 음절말에 오는 자음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Thein Tun(2007), Mg Khin Min (Danuphyu)(2011)

에서 미얀마어의 음절구조에는 ‘종성’이 없다고 하였으며, Lilias E. Armstrong & Pe Maung 

Tin(1925), Htun Myint(2007)에서 미얀마어의 음절구조에는 종성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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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음절 구조에서는 미얀마어 또한 한국어와 같이 ‘초성-중성-종성’(CVC)의 구조를 갖

는다. 음절핵을 이루는 모음에 초성과 종성이 결합하여 음절을 구성한다. 먼저 미얀마어의 초

성은 자음만 올 수 있다. 초성에서는 자음군이 가능한데 최대 세 개의 자음이 올 수 있으나 실

제발음은 최대 2개까지의 자음군을 허락한다. 중성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올 수 있으며 

이중모음에 비음 또는 성문폐쇄음이 덧붙여 종성을 나타낸다. 

   미얀마어의 음절 구조에 따른 음절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5> 미얀마어의 음절 구조 유형 

음절구조 유형 예 의미 

V [a:] 힘 

CV [pa :̃] 꽃 

CCV [pwɛ] 축제 

CCCV [pjwa :̃]  섞다 

VC [eɪʔ] 가방 

CVC [shauʔ] 짓다 

CCVC [mjauʔ] 원숭이 

CCCVC [pjwuʔ]  붐비다 

 

   위의 <표 II.15>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얀마어의 음절구조는 기본적으로 ‘초성, 중성, 종

성’으로 구성되어 ‘(C)V(C)’의 구조이다. 한국어와 음절 유형은 4개인데 미얀마어의 음절구

조에서 취할 수 있는 음절 유형은 V, CV, CCV, CCCV, VC, CVC, CCVC, CCCVC의 여섯 가

지가 있다. 미얀마어의 모음은 독립적으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는 반면, 자음은 홀로 발음할 

수 없고 반드시 모음과 결합하여야 음절을 이룰 수 있다.  

   미얀마어의 음절구조 제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음절에서는 반드시 모음이 필요하다.  

   둘째, 초성에서 성문폐쇄음/ʔ/를 제외한 모든 자음이 가능하며, 활음 /j/와 /w/ 결합의 자음

군도 가능하다. 그러나 /j/와 /w/의 두 개 자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j/는 항상 /w/의 앞에 

오고 /w/는 그 뒤에 온다. 또한 활음/w/은 미얀마어에 있는 대부분의 자음과 결합하여 자음

군으로 가능한 반면 활음/j/은 자음/p/, /pʰ/, /b/, /m/, /hm/ 등을 제외하고 다른 자음과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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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 불가능하다.  

   셋째, 미얀마어의 중성에는 단모음, 비모음과 이중모음이 올 수 있으며,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은 성문폐쇄음/ʔ/뿐이다. 

 

 

  2.3.3.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절구조 대조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절구조는 ‘초성-중성-종성’(CVC)의 구조인데 양 언어의 음절구조 

유형을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6>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절 유형 대조 

음절구조 유형 한국어 미얀마어 

V 아, 왜 [a:] 

CV 차 [pa :̃] 

CCV - [pwɛ] 

CCCV -  [pjwa :̃] 

VC 알, 용 [eɪʔ] 

CVC 밤, 돈 [shauʔ] 

CCVC - [mjauʔ] 

CCCVC - [pjwu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절 구조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절구조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지며 초성과 종성에는    자

음이 오고 중성에는 모음만 올 수 있다. 그리고 모음은 홀로 음절 을 구성할 수 있는 데 반해 

자음은 모음과 결합해야만 음절을 구성할 수 있다. 

(2) 초성은 한국어의 경우 2개 이상의 자음군이 올 수 없다. 미얀마어는 발음상 최 대 2개의 

자음군이 올 수 있으며 문자적으로 최대 3개까지의 자음군을 허락한 다. 

(3) 한국인은 미얀마어를 학습할 때 CCV 나 CCCV 유형의 음절을 듣게 되면 한 음절이 아닌 

두개의 음절로 인식하게 되는 반면 미얀마인은 한국어의 두개의 음절을 하나의 음절로 인식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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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절 구조의 초성에서 한국어의 초성은‘ㅇ’[ŋ]이 나타날 수 없지만 미얀마어의 초성에는

‘ŋ’이 올 수 있다. 즉, 성문파열음 /ʔ/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이 모두 올 수 있다. 

(5) 종성 자음은 한국어에서 7종성법에 따라 7개가 음절 말 자음으로 실현되는 반 면 미얀마

어의 종성 자음은 성문폐쇄음/ʔ/만 올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

국어의 종성을 발음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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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외래어 발음 대조 분석 

 

   한국어의 어휘 속에는 많은 외래어(차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19세기 이전에는 주로 한자

어어 외래어가 대부분을 이루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서구어계(특히 영어) 외래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익섭·이상억·채완 1997:141쪽). 구본관 외(2016)에서는 외래어를 ‘외국에

서 들어온 말로 우리 말처럼 쓰이는 단어’라고 정의하였다. 한국어 어휘에서 외래어가 차지하

는 비중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약 4.7%이지만 실제로는 영어계 외래어를 중심으로 

점점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외래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III-1>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제시한 외래어의 정의 

외래어  

「명사」 『언어』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 버스 ,컴퓨터, 피아노 따위가 있다.15) 

 

   한국어의 외래어는 일반적으로 영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한글로 표시하게 된다. 영어의 

bus가 한국어에서는 ‘버스’가 되는 식이다. 한국어의 외래어는 주로 영어에서 기원하는 것이

지만 그 밖의 언어가 기원인 것들도 있다. 이탈리아어에서 온 말로 ‘피자’, ‘파스타’ 등이 있고 

프랑스어에서는 ‘카페’, ‘발레’, ‘마요네즈’ 등이 들어왔다.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에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에 지

켜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한국어의 외래어는 된 소리를 쓰지 않는다. 둘째로는 외

래어의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7개만 쓴다. 외래어는 외국에서 온 말이지만 외국

어의 발음을 그대로 옮기지는 못한다. 외국어에는 특별한 소리가 많은데 외국어의 소리를 정

확히 나타내려면 한글 24자모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어의 음운 구조에 맞

추어 발음이 약간은 바뀐다. 외국어의 소리를 정확히 적을 수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서 적지는 않는다.  

 

 

1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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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어에는 이른 시기부터 외래어가 차용되어, 특히 /sɛʔ/ (machine), /Ɵa Ɵ̃a.ra/ (cycle 

of rebirths) 같은 Pali(팔리어)16)어는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일상생활 용어에까지 넓게 분

포되고 있었다. 긴 시간(1886년~1948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미얀마에서 차용

된 외래어의 대부분은 영어에 어원을 두고 있다.  

   Daw Kyan(2009)에서 언어는 살아 있다고 표현한다. 언어는 항상 변화하여 생멸한다. 국

가와 국가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 언어를 유입하고 사용함으로써 

모국어의 어휘가 새롭게 확장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언어학자들은 “Language is 

dynamic, not static”, 언어는 정적이 아닌 동적이라고 주장하여 언어의 변화와 생산성을 언

급하였다. 

   Mg Khin Min(2019)에서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의 어휘들을 언어가 차용함으로써 외래

어가 생긴다고 하였다. 가령, 식민지 보유국의 언어는 식민지 지배국으로 차용된다. 이렇게 

차용하여 쓰인 말들을 외래어라고 하였다. 

   미얀마어의 외래어 중에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단어가 고유어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 영어와 미얀마어가 결합하여 외래어로 들어온 합성어 중에서 명사 두 개로 결합

하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영어 + 미얀마어                       →          합성명사  

(1) ပလတ်စတစ ်[pəlaʔsətiʔ] + အတိ ်[eiʔ]          →  ပလတစ်တစအ်တိ ်[pəlaʔsətiʔ eiʔ]  

            (plastic)               (bag)                        (plastic bag) 

 

(2) ဂ ေါက ်[gauʔ] + ကွင််း[gauʔ kwɪ :̃]          → ဂ ေါကက်ွင််း [gauʔ kwɪ :̃] 

           (golf)           (course)                         (golf course) 

 

(3) စဂတ ်ဘယရီ်[sa.tɔbɛri] + အခ ိျိုရည ်[a.ʨore] → စဂတ ်ဘယရီ်အခ ိျိုရည ်[sa.tɔbɛri a.ʨore] 

          (strawberry)               (juice)                   (strawberry juice) 

 

 

16) 팔리어는 인도아리아 어군의 프라크리트어에 속하는 언어이다. 팔리어는 성전어(聖典語)라는 뜻

이다.불교의 창시자인 붓다의 설법이 팔리어로 구전되다가 기록되어서, 불교 연구에 매우 중요한 언어

일뿐만 아니라, 상좌부 불교에서는 현재에도 실제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주된 언어이다.  



32 
 

3.1. 외래어 어휘 목록 선정  

 

   외래어 학습 목록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보여준 결과는 각각 다르다. 외래어

는 원래 넓은 개념이어서 본고에서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영어 기원 명

사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 외래어와 미얀마어 외래어를 음운론적 측면에서 대조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002)를 따라 한국어 외래어

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002) 는 A등급에서 C등급까지의 영어 기

원 외래어 어휘의 수는 명사 220개, 의존명사 12개, 합성명사 10개 고유명사 9개 총 251개

로 정리되었다. 그중에서 미얀마어에도 똑같이 차용하고 있는 외래어 어휘 수 명사 95개와 의

존명사 5개로 총 100개가 나왔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영어 기원 외래

어 명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대조 분석하고자 하는 외래어 어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III.2> 외래어 어휘 목록(명사) 

번

호 

한국어 외래어 원어(영어) 미얀마어 외래어 

한글 

표기 
발음 기호 영어 표기 발음 기호(UK) 

발음 

기호(US) 

미얀마어 

표기 
발음 기호 

1 게임 [k’eim] game [geɪm] [geɪm]  ိမ််း [geɪ :̃] 

2 가스 [k’as’ɨ] gas [gæs] [gæs]  တ်စ ် [gaʔsə] 

3 골 [k’ol] goal [gəʊl]  [goʊl]  ိ ်း [go:] 

4 골프 [k’olphɨ] golf [gɒlf]  [gɑːlf] ဂ ေါက ် [gauʔ] 

5 기타 [kitha] guitar [gɪˈtɑːr] [gɪˈtɑːr]  စတ်  [giʔta] 

6 가이드 [kaitɨ] guide [gaɪd] [gaɪd]  ိ က ် [gaiʔ] 

7 가톨릭 [kathollik] Catholic  [ˈkæθəlɪk]  [ˈkæθəlɪk] ကက်သလစ ် [kɛʔƟəliʔ] 

8 달러 [t’allə] dollar [ˈdɒlər] [ˈdɑːlər] ဂ ေါ်လ  [dɔla] 

9 드라마 [tɨrama] drama [ˈdrɑːmə]  [ˈdrɑːmə]  ရ မ  [da.rama] 

10 디자인 [titʃain] design [dɪˈzaɪn]  [dɪˈzaɪn]   ဇိီ င််း [da.zaɪ :̃] 

11 
디자이

너 
[titʃainə] designer [dɪˈzaɪnər]  [dɪˈzaɪnər]   ဇိီ ငန်  [da.zaɪ ña] 

12 데이트 [teithɨ] date [deɪt] [deɪt]  တိ ် [dei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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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버스 
[pəs’ɨ]/ 

[p’əs’ɨ] 
bus [bʌs] [bʌs] ဘက်စ(်က 

း်း) 
[bɛʔsəka:] 

14 볼펜 [polphen] ball pen [bɔːlpen]  [bɑːlpen] ဂဘ ပင ် [bɔ:pɪ ]̃  

15 비디오 [pitio] video [ˈvɪdiəʊ] [ˈvɪdioʊ] ဗီ ယီိ  [bidijo] 

16 
블라우

스  
[pɨllaus’ɨ] blouse [blaʊz]  [blaʊs] ဘဂလ က်စ ် [bəlauʔsə] 

17 비닐  [pinil] vinyl [ˈvaɪnəl] [ˈvaɪnəl] ဗီနိ င််း [binaɪ :̃] 

18 비타민  [pithamin] vitamin [ˈvɪtəmɪn]  
[ˈvaɪt̬əmɪn

] ဗီတ မင ် [bitamɪ ]̃  

19 
바이러

스 
[pairəsɨ] virus [ˈvaɪərəs]  [ˈvaɪrəs] ဗိ င််းရပ် [biraʔsə] 

20 보너스  [p’onəsɨ] bonus [ˈbəʊnəs]  [ˈboʊnəs] ဂဘ နပ် [bɔnaʔsə] 

21 볼링 [polliŋ] bowling  [ˈbəʊlɪŋ] [ˈboʊ.lɪŋ] ဘိ ်းလင််း [bo:lɪ :̃] 

22 카드  [khatɨ] card  [kɑːd] [kɑːrd] က  ် [kaʔ] 

23 카메라  [khamera] camera  [ˈkæmrə] [ˈkæmrə] ကငမ်ရ  [kɪ̃mara] 

24 커피 [khəphi] coffee  [ˈkɒfi]  [ˈkɑːfi] ဂက ဖီ် [kɔphi] 

25 컴퓨터 [khəmphjuthə] 
comput

er  

[kəmˈpjuːtə

r]  

[kəmˈpjuː

t̬ə] 
ကွနပ် ျူတ  [ku p̃juta] 

26 콜라 [kholla] cola  [ˈkəʊlə] [ˈkoʊlə] ကိ လ  [kola] 

27 
크리스

마스 

[khɨris’ɨmas’ɨ

] 

Christm

as  
[ˈkrɪsməs] [ˈkrɪsməs] ခရစစမတ ်

[khəriʔsəmaʔ

] 

28 카운터 [khaunthə] counter  [ˈkaʊntər]  [ˈkaʊn.t̬ə] ဂက ငတ်  [kau t̃a]  

29 캐릭터  [khɛrikthə] 
charact

er  
[ˈkærəktər] [ˈkerəktə] က ရိ ကတ်  [karaiʔta] 

30 코드 [khotɨ] code  [kəʊd] [koʊd] က   ် [kouʔ] 

31 코트 [khothɨ] coat  [kəʊt]  [koʊt] က တ ် [kouʔ] 

32 크림 [khɨrim] cream  [kriːm] [kriːm] ခရင ် [kha.rɪ ]̃ 

33 클럽 [khɨlləp] club  [klʌb] [klʌb] ကလပ် [kəlaʔ] 

34 컬러 [khəllə] color  [ˈkʌl.ər] [ˈkʌl.ər] က လ  [k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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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테니스 [thenisɨ] tennis  [ˈtenɪs] [ˈtenɪs] တင််းနစ ် [tɪ :̃niʔ]  

36 택시 [thɛks’i] taxi  [ˈtæksi] [ˈtæksi] တက်စ ီ [tɛʔsi] 

37 티브이 [thipɨi] TV  [ˌtiːˈviː] [ˌtiːˈviː] တီဗီွ [tibwi] 

38 파티 [phathi] party  [ˈpɑːti] [ˈpɑːrt ̬i] ပေါတ ီ [pati] 

39 피아노 [phiano] piano  [piˈænəʊ] [piˈænoʊ] ပီယ နိ  [pijano] 

40 테이프 [theiphɨ] tape  [teɪp] [teɪp] တိပ် [teiʔ] 

41 티셔츠 [thisjətʃhɨ] T-shirt  [ˈtiːʃɜːt]  [ˈtiːʃɜːt]  တီရှပ် [tiɕaʔ] 

42 파일 [phail] file  [faɪl] [faɪl] ဖိ င ် [phaɪ ]̃ 

43 패션 [phɛs’jən] fashion  [ˈfæʃən] [ˈfæʃən] ဖကရ်ှင ် [phɛʔɕɪ ]̃  

44 포스터 [phosɨthə] poster  [ˈpəʊstər]  [ˈpoʊstər] ပိ စတ  [posəta] 

45 
프로그

램 
[phɨrokɨrɛm] 

progra

m  

[ˈprəʊgræm

] 

[ˈproʊgræ

m] ပရိ  ရမ် 
[pa.roga.rã

]  

46 
플라스

틱 
[phɨllasɨthik] plastic  [ˈplæstɪk] [ˈplæstɪk] ပလတ်စတ

စ ်
[pəlaʔsətiʔ] 

47 필름 [phillɨm] film  [fɪlm] [fɪlm] ဖလင ် [pha.lɪ ]̃  

48 팩스 [phɛks’ɨ] fax  [fæks] [fæks] ဖက်စ ် [phɛʔsə] 

49 포인트 [phointhɨ] point  [pɔɪnt] [pɔɪnt] ပိွျိုင  ် [pwaɪ .̃] 

50 프린터 [phɨrinthə] Printer  [ˈprɪntər] [ˈprɪnt̬ə] ပရငတ်  [pa.rɪ t̃a] 

51 
샌드위

치 
[s’ɛntɨytʃhi] 

sandwic

h  
[ˈsænwɪdʒ]  [ˈsænwɪtʃ] ဆန််း ဝစ ်

[sha :̃da.wi

ʔ]  

52 소파 [s’opha] sofa  [ˈsəʊfə] [ˈsoʊfə] ဆိ ဖ  [shopha] 

53 쇼핑 [s’jophiɧ] 
shoppin

g  
[ˈʃɒpɪŋ]  [ˈʃɑːpɪŋ] ဂရှ  ပင််း [ɕɔ.pɪ :̃]  

54 
슈퍼마

켓 

[sjuphəmakhe

t] 

superm

arket  

[ˈsuːpəˌmɑ

ːkɪt  

[ˈsuːpəˌm

ɑːrkɪt]  စူပေါမ ်းကတ ်
[supama:k

aʔ] 

55 센터 [s’enthə] center  [ˈsentər]  [ˈsent̬ər] စငတ်  [sɪ t̃a]  

56 쇼 [s’jo] show [ʃəʊ]  [ʃoʊ] ရ ိ်း [ɕo:] 

57 스웨터 [sɨwethə] sweater  [ˈswetər]  [ˈswet̬ər] ဆယွတ်  [shwɛ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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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스케이

트 
[sɨkheithɨ] skate  [skeɪt] [skeɪt] စကတိ ် [sa.keiʔ] 

59 스타 [sɨtha] star  [stɑːr]  [stɑːr] စတ ်း [sa.ta:] 

60 스타일 [sɨthail] style  /staɪl/ /staɪl/ စတိ င ် [sa.taɪ ]̃  

61 시리즈 [s’iritʃɨ] series  [ˈsɪəriːz] [ˈsɪriːz] စ်ီးရီ်း [si:ri:] 

62 
스튜디

오 
[sɨthjutio] studio  [ˈstjuːdiəʊ]  

[ˈstuːdio

ʊ] စတူ ယီိ  [sa.tudijo] 

63 시디 [s’iti] CD  [ˌsiːˈdiː] 
[ˌsiːˈdiː

] စ ီ ီ [sidi] 

64 핸드폰 [hɛntɨphon] 
hand 

phone  
[hænd fəʊn]  

[hænd 

foʊn] ဟန််းဖ န််း 
[ha :̃phou :̃

]  

65 햄버거 [hɛmpəkə] 
hambur

ger  

[ˈhæmˌbɜːg

ər] 

[ˈhæmˌbɜ

ːrgər] ဟမ်ဘ  ေါ [ha b̃aga] 

66 호텔 [hothel] hotel  [həʊˈtel]  [hoʊˈtel] ဟိ တယ ် [hotɛ] 

67 
헬리콥

터 
[hellikhopthə] helicopter [helɪkɒptər] 

[helɪkaːp

tər] 
ဟယလ်ီဂက

း း  ပတ  
[hɛlikɔ.pəta] 

68 초콜릿 [tʃhokhollit] 
Chocola

te  
[ˈtʃɒklət] 

[ˈtʃɑːklət

] 
ဂခ  ကလ

က ်
[ʨ

h
ɔka.lɛʔ]  

69 챔피언 [tʃhɛmphiən] 
Champi

on  
[ˈtʃæmpiən] 

[ˈtʃæmpiən

] ခ နပီ်ယ ံ [ʨ
ha p̃ija ]̃ 

70 치즈 [tʃhitʃɨ] Cheese  [tʃiːz] [tʃiːz] ခ ိစ ် [ʨ
hi.sə] 

71 넥타이 [nekthai] necktie  [ˈnektaɪ] [ˈnektaɪ] နက်ခတ်ိ င ် [nɛʔkh
ətaɪ ]̃ 

72 라디오 [ratio] radio  [ˈreɪdiəʊ]  [ˈreɪdioʊ] ဂရ ယီိ  [redijo] 

73 레몬 [remon] lemon  [ˈlemən] [ˈlemən] လီမွန ် [limu ]̃ 

74 라인 [rain] line  [laɪn] [laɪn] လိ င််း [laɪ :̃] 

75 레이저 [reitʃə] laser  [ˈleɪ.zər]  [ˈleɪ.zər] ဂလဆ  [lesha] 

76 메뉴 [menju] menu  [ˈmenjuː] [ˈmenjuː] မီန်ူး [minu:] 

77 마사지 [mas’atʃi] 
massag

e  
[ˈmæsɑːʒ]  [məˈsɑːʒ] မ ဆပ် [mashaʔ] 

78 메일 [meil] mail  [meɪl] [meɪl] ဂမ်းလ ် [me:l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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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모니터 [monithə] monitor  [ˈmɒnɪtər]  
[ˈmɑːnət̬ə

r] 
ဂမ ်နတီ  [mɔnita] 

80 모델 [motel] model  [ˈmɒdəl]  [ˈmɑːdəl] ဂမ ် ယ ် [mɔdɛ] 

81 메시지 [mes’itʃi] 
messag

e  
[ˈmesɪdʒ] [ˈmesɪdʒ] မက်ဂဆ  [mɛʔshe.] 

82 미디어 [mitiə] media  [ˈmiːdiə] [ˈmiːdiə] မီ ယီ  [midija] 

83 마라톤 [marathon] 
maratho

n  
[ˈmærəθən]  

[ˈmerəθɑ

ːn]  မ ရသနွ ် [mara.Ɵu ]̃  

84 마이크 [maikhɨ] 
microph

one  
[maɪk] [maɪk] မိ က ် [maiʔ] 

85 미니 [mini] mini  [ˈmɪni] [ˈmɪni] မီန ီ [mini]  

86 에어컨 [eəkhən] 

air 

conditio

ner  

[ˈeə 

kənˌdɪʃənər]  

[ˈer 

kənˌdɪʃənər

] 
အယဲ ်းကနွ််း  [ɛ:ja:ku :̃] 

87 올림픽 [ollimphik] Olympic  [əˈlɪmpɪk]  
[oʊˈlɪmpɪk

] အိ လံပစ ် [ola p̃iʔ] 

88 와인 [wain] wine  [waɪn] [waɪn] ဝိ င ် [wai ]̃ 

89 인터넷 [inthənet] internet  [ˈɪntənet] [ˈɪnt̬ənet] အငတ် နက ် [ɪ t̃anɛʔ] 

90 인터뷰 [inthəpju] 
intervie

w  
[ˈɪntəvjuː]  

[ˈɪnt̬əvjuː

] အငတ် ဗ ျူ်း [ɪ t̃abju:] 

91 
아이디

어 
[aitiə] idea  [aɪˈdɪə] [aɪˈdiːə] အိ င ်ယီ  [ai d̃ija] 

92 
알루미

늄 
[alluminjum] 

Alumini

um  

[ˌæljəˈmɪniə

m]  

[ˌæl.jəˈmɪn

iəm]  
အလူမီနယီ

မ် 

[aluminijã

]  

93 엔진 [entʃin] engine  [ˈendʒɪn] [ˈendʒɪn] အင ် င ် [ɪ d̃ʒɪ ]̃  

94 오페라 [ophera] Opera  [ˈɒpərə] [ˈɑːpərə] ဂအ ်ပရ  [ɔpa.ra] 

95 온라인 [onlain] Online  [ˈɒnlaɪn]  [ˈɑːnlaɪn] အွနလ်ိ င််း [u l̃a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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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I.3> 외래어 어휘 목록(의존명사) 

번호 

한국어 외래어 원어(영어) 미얀마어 외래어 

한글 표기 발음 기호 영어 표기 
발음 

기호(UK) 

발음 

기호(US) 

미얀마어 

표기 
발음 기호 

1 미터 [mithə] Meter  [ˈmiːtər]  [ˈmiːt ̬ər] မီတ  [mita] 

2 그램 [kɨrɛm] Gram  [græm] [græm]  ရမ် [ga.ra ]̃ 

3 킬로 [khillo] Kilo  [ˈkiːləʊ] [ˈkiːloʊ] ကလီိ  [kilo] 

4 톤 [thon] Ton  [tʌn] [tʌn] တန ် [ta ]̃ 

5 리터 [rithə] Liter  [ˈliːtər] [ˈliːtər] လတီ  [lita] 

 

 

3.2.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외래어 어두 자음 발음 대조 

 

1)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초성  

 

   한국어의 초성에는 자음이 한 개만 실현될 수 있는데, ‘ㅇ[ŋ]’ 이외의 모든 자음이 이 자리

에 올 수 있다. 이러한 초성에 하나의 자음만 실현되는 제약은 ‘spin’이나 ‘strong’처럼 초성 

자리에 두 개 또는 세 개의 자음이 올 수 있는 영어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ㅇ[ŋ]’이 초성이 될 수 없다는 제약은 많은 언어에 공통적이지만 베트남어와 같은 일부 언어

에서는 ‘ㅇ[ŋ]’이 초성이 될 수 있다. 이밖에 ‘ㅈ, ㅉ, ㅊ’ 뒤에 j계 이중모음 ‘ㅑ, ㅕ, ㅛ, ㅠ’가 

연결될 수 없다는 점도 초중성 연결의 제약으로 추가할 수 있다.  

   미얀마어에는 /ə/와 성문폐쇄음/ʔ/를 제외한 /b/, /p/, /pʰ/, /d/, /t/, /tʰ/, /g/, /k/, /kʰ/, /ʥ/, 

/ʨ/, /ʨʰ/, /ð/, /Ɵ/, /z/, /s/, /sʰ/, /ɕ/, /h/, /m/, /hm/, /n/, /hn/, /ɲ/, /hɲ/, /ŋ/, /hŋ/, /l/, /r/, /hl/, 

/w/, /hw/, /j/ 총 33 개 자음이 초성 자리에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미얀마어의 초성에는 활

음 /j/와 /w/ 결합의 자음군도 가능하다. 활음/w/은 미얀마어에 있는 대부분의 자음과 결합하

여 자음군으로 가능한 반면 활음/j/은 자음/p/, /pʰ/, /b/, /m/, /hm/ 등을 제외하고 다른 자음

과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활음 /j/와 /w/가 결합한 예로는 [kja.], [mwa.] 등의 발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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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I.4>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초성 

한국어 미얀마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b/, /p/, /pʰ/, /d/, /t/, /tʰ/, /g/, /k/, /kʰ/, 

/ʥ/, /ʨ/, /ʨʰ/, /ð/, /Ɵ/, /z/, /s/, /sʰ/, /ɕ/, 

/h/, /m/, /hm/, /n/, /hn/, /ɲ/, /hɲ/, /ŋ/, /hŋ/, 

/l/, /r/, /hl/, /w/, /hw/, /j/ 

 

활음 /j/와 /w/ 결합의 자음군  

 

   한국어에는 경음 폐쇄음 글자 ‘ㄲ, ㄸ, ㅃ’가 초성 자리에 올 수 있지만 외래어 표기법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2004년 12월에 추가된 타이어와 베트남어 표기법에서는 경폐쇄음 글

자 ‘ㄲ, ㄸ, ㅃ’를 쓴다. 그리고 경파찰음 글자 ‘ㅉ’과 경마찰음 글자 ‘ㅆ’도 일부 언어에 대해서

만 사용한다(배주채, 2003).  

 

 

2) 폐쇄음 

 

   한국어에는 폐쇄음이 평음, 경음, 격음의 세 계열로 구별되어있으며, 미얀마어의 장애음은 

유성성의 유무에 따라 크게 유성음, 무성음으로 나눌 수 있고 무성음은 다시 기식성의 유무에 

따라 무성유기음, 무성무기음으로 나뉜다. 한국어의 폐쇄음은 ‘p, p', ph, t, t', th, k, k', kh’ 로 

총 9개이며, 미얀마어도 마찬가지로 ‘b, p', ph, d, t', th, g, k', kh’로 9개의 폐쇄음이 존재한

다. 먼저 어두 자음에 평음이 오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외래어 발음을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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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I.5> 영어 어두 ‘g’의 외래어 발음 대조 

번호 

한국어 외래어 원어(영어) 미얀마어 외래어 

한글 표기 발음 기호 영어 표기 
발음 

기호(UK) 

발음 

기호(US) 

미얀마어 

표기 
발음 기호 

1 게임 [k’eim] game [geɪm] [geɪm]  ိမ််း [geɪ :̃] 

2 가스 [k’as’ɨ] gas [gæs] [gæs]  တ်စ ် [gaʔsə] 

3 골 [k’ol] goal [gəʊl]  [goʊl]  ိ ်း [go:] 

4 골프 [k’olphɨ] golf [gɒlf]  [gɑːlf] ဂ ေါက ် [gauʔ] 

5 기타 [kitha] guitar [gɪˈtɑːr] [gɪˈtɑːr]  စတ်  [giʔta] 

6 가이드 [kaitɨ] guide [gaɪd] [gaɪd]  ိ က ် [gaiʔ] 

7 가톨릭 [khathollik] Catholic  [ˈkæθəlɪk]  [ˈkæθəlɪk] ကက်သလစ ် [kɛʔƟəliʔ] 

 

   영어의 어두 ‘g’는 한국어에서 경음/k’/이나 평음/k/으로 받아들이는데 미얀마어에는 유성

음/g/으로 발음한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많은 언어의 ‘p, t, k’가 한국인의 귀에

는 경음처럼 들린다. 그래서 그 언어들에 익숙한 사람들은 ‘p, t, k’를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향

이 있다. ‘게임’, ‘가스’, ‘골’, ‘골프’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표준발음을 따로 표시되

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께임], [까스], [꼴], [꼴프] 로 발음한다. 이에 따르면 외래어 표

기법은 마련되어 있지만, 외래어 발음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어

에는 ‘게임’, ‘가스’, ‘골’, ‘골프’를 유성음/g/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미얀마인 학습자가 한국어

의 ‘게임’, ‘가스’, ‘골’, ‘골프’를 발음할 때 오류가 생긴다. ‘Catholic’의 경우 한국어에는 격음

으로 받아들이는데 미얀마어에는 무성무기음으로 발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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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I.6> 영어 어두 ‘d’의 외래어 발음 대조 

번호 

한국어 외래어 원어(영어) 미얀마어 외래어 

한글 표기 발음 기호 영어 표기 
발음 

기호(UK) 
발음 기호(US) 

미얀마어 

표기 
발음 기호 

1 달러 [t’allə] dollar [ˈdɒlər] [ˈdɑːlər] ဂ ေါ်လ  [dɔla] 

2 드라마 [tɨrama] drama [ˈdrɑːmə]  [ˈdrɑːmə]  ရ မ  [da.rama] 

3 디자인 [titʃain] design [dɪˈzaɪn]  [dɪˈzaɪn]   ဇိီ င််း [da.zaɪ :̃] 

4 디자이너 [titʃainə] designer [dɪˈzaɪnər]  [dɪˈzaɪnər]   ဇိီ ငန်  [da.zaɪ ña] 

5 데이트 [teithɨ] date [deɪt] [deɪt]  တိ ် [deiʔ] 

 

   영어의 어두 ‘d’는 한국어에서 단어에 따라 경음이나 평음으로 받아들이며, 들어온 지 오래

된 단어일수록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달러’의 경우 표기상으로는 ‘ㄷ’으로 되어 있

지만 실제 발음으로는 ‘딸러’처럼 된소리로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drama’처럼 

유성자음 뒤에 바로 자음이 이어질 때에는 ‘드라마’처럼 평음으로 실현된다. 미얀마어에는 영

어의 어두 ‘d’를 거의 유성음으로만 발음하는데 여기서 한국어와 미얀마어 외래어 발음의 차

이가 나타난다.  

 

                             <표 III.7> 영어 어두 ‘b, v’의 외래어 발음 대조 

번호 

한국어 외래어 원어(영어) 미얀마어 외래어 

한글 표기 발음 기호 영어 표기 
발음 

기호(UK) 

발음 

기호(US) 

미얀마어 

표기 
발음 기호 

1 버스 
[pəs’ɨ]/ 

[p’əs’ɨ] 
bus [bʌs] [bʌs] ဘက်စ(်က ်း) [bɛʔsəka:] 

2 볼펜 [polphen] ball pen [bɔːlpen]  [bɑːlpen] ဂဘ ပင ် [bɔ:pɪ ]̃  

3 비디오 [pitio] video [ˈvɪdiəʊ] [ˈvɪdioʊ] ဗီ ယီိ  [bidijo] 

4 블라우스  [pɨllaus’ɨ] blouse [blaʊz]  [blaʊs] ဘဂလ က်စ ် [bəlauʔsə] 

5 비닐  [pinil] vinyl [ˈvaɪnəl] [ˈvaɪnəl] ဗီနိ င််း [binaɪ :̃] 

6 비타민  [pithamin] vitamin [ˈvɪtəmɪn]  [ˈvaɪt̬əmɪn] ဗီတ မင ် [bitamɪ ]̃  

7 바이러스 [pairəsɨ] virus [ˈvaɪərəs]  [ˈvaɪrəs] ဗိ င််းရပ် [biraʔs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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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너스  [p’onəsɨ] bonus [ˈbəʊnəs]  [ˈboʊnəs] ဂဘ နပ် [bɔnaʔsə] 

9 볼링 [polliŋ] bowling  [ˈbəʊlɪŋ] [ˈboʊ.lɪŋ] ဘိ ်းလင််း [bo:lɪ :̃] 

 

   영어의 어두 ‘b’는 한국어에서 단어에 따라 경음이나 평음으로 받아들여서 불규칙하다. 한

국어에서 영어의 어두‘b’를 경음으로 발음하는 단어로는 ‘버스[뻐스]’, ‘보너스[뽀너스]’ 등이 

있다. 그러면서도 ‘blouse’ 처럼 유성자음 뒤에 바로 자음이 이어질 때에 평음으로만 실현된

다. 미얀마어에는 영어의 어두 ‘b’를 유성음/b/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미얀마 학습자들이 한국

어의 ‘버스’, ‘보너스’를 실제로 발음할 때 평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의 자음체계에서 순차음이 없기 때문에 영어의 어두 ‘v’는 본래의 음가대로 받아들

일 수 없다. 따라서 ‘vinyl, virus, vitamin’ 등을 ‘비닐, 바이러스, 비타민’처럼 폐쇄음‘ㅂ’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만 어두 ‘v’가 된소리 ‘ㅃ’으로 실현되는 일은 없다. 미얀마어에는 영어

의 어두 ‘v’를 어두‘b’와 마찬가지로 유성음/b/으로만 발음한다.  

 

                           <표 III.8> 영어 어두 ‘k’의 외래어 발음 대조 

번호 

한국어 외래어 원어(영어) 미얀마어 외래어 

한글 표기 발음 기호 영어 표기 
발음 

기호(UK) 
발음 기호(US) 

미얀마어 

표기 
발음 기호 

1 카드  [khatɨ] card  [kɑːd] [kɑːrd] က  ် [kaʔ] 

2 카메라  [khamera] camera  [ˈkæmrə] [ˈkæmrə] ကငမ်ရ  [kɪ̃mara] 

3 커피 [khəphi] coffee  [ˈkɒfi]  [ˈkɑːfi] ဂက ဖီ် [kɔphi] 

4 컴퓨터 
[khəmphjuth

ə] 

compute

r  

[kəmˈpjuː

tər]  

[kəmˈpjuːt̬

ə] ကွနပ် ျူတ  [ku p̃juta] 

5 콜라 [kholla] cola  [ˈkəʊlə] [ˈkoʊlə] ကိ လ  [kola] 

6 
크리스마

스 

[khɨris’ɨma

s’ɨ] 

Christma

s  
[ˈkrɪsməs] [ˈkrɪsməs] ခရစစမတ ်

[khəriʔsəma

ʔ] 

7 카운터 [khaunthə] counter  [ˈkaʊntər]  [ˈkaʊn.t̬ə] ဂက ငတ်  [kau t̃a]  

8 캐릭터  [khɛrikthə] 
characte

r  

[ˈkærəktər

] 
[ˈkerəktə] က ရိ ကတ်  [karaiʔta] 

9 코드 [khotɨ] code  [kəʊd] [koʊd] က   ် [kou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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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코트 [khothɨ] coat  [kəʊt]  [koʊt] က တ ် [kouʔ] 

11 크림 [khɨrim] cream  [kriːm] [kriːm] ခရင ် [kha.rɪ ]̃ 

12 클럽 [khɨlləp] club  [klʌb] [klʌb] ကလပ် [kəlaʔ] 

13 컬러 [khəllə] color  [ˈkʌl.ər] [ˈkʌl.ər] က လ  [kala] 

 

   영어의 어두 ‘k’는 한국어에 격음으로 받아들이는데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같은 언

어들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두 ‘k’가 경음에 가깝다는 인식이 강해서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향

이 있다. 그런데 외래어표기법에서 ‘k’를 유기음으로 적고 있으므로 그 언어들에 익숙하지 않

은 많은 사람들이 유기음으로 발음하게 되어 유기음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어에

는 영어의 어두 ‘k’를 주로 무성무기음/k/으로 발음하는데 ‘christmas’ 와 ‘cream’은 예외이

다. ‘christmas’ 와 ‘cream’은 미얀마어에 무성유기음/kh/으로 받아들인다.  

 

                             <표 III.9> 영어 어두 ‘t, p, f’의 외래어 발음 대조 

번호 

한국어 외래어 원어(영어) 미얀마어 외래어 

한글 표기 발음 기호 영어 표기 
발음 

기호(UK) 

발음 

기호(US) 

미얀마어 

표기 
발음 기호 

1 테니스 [thenisɨ] tennis  [ˈtenɪs] [ˈtenɪs] တင််းနစ ် [tɪ :̃niʔ]  

2 택시 [thɛks’i] taxi  [ˈtæksi] [ˈtæksi] တက်စ ီ [tɛʔsi] 

3 티브이 [thipɨi] TV  
[ˌtiːˈviː

] 
[ˌtiːˈviː] တီဗီွ [tibwi] 

4 파티 [phathi] party  [ˈpɑːti] [ˈpɑːrt ̬i] ပေါတ ီ [pati] 

5 피아노 [phiano] piano  [piˈænəʊ] [piˈænoʊ] ပီယ နိ  [pijano] 

6 테이프 [theiphɨ] tape  [teɪp] [teɪp] တိပ် [teiʔ] 

7 티셔츠 [thisjətʃhɨ] T-shirt  
[ˈtiːʃɜːt

]  
[ˈtiːʃɜːt]  တီရှပ် [tiɕaʔ] 

8 파일 [phail] file  [faɪl] [faɪl] ဖိ င ် [phaɪ ]̃ 

9 패션 [phɛs’jən] fashion  [ˈfæʃən] [ˈfæʃən] ဖကရ်ှင ် [phɛʔɕɪ ]̃  

10 포스터 [phosɨthə] poster  [ˈpəʊstər]  [ˈpoʊstər] ပိ စတ  [posə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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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프로그램 
[phɨrokɨrɛ

m] 

progra

m  

[ˈprəʊgræ

m] 

[ˈproʊgræ

m] 
ပရိ  ရမ် [pa.roga.ra ]̃  

12 플라스틱 
[phɨllasɨthi

k] 
plastic  [ˈplæstɪk] [ˈplæstɪk] ပလတ်စတစ ် [pəlaʔsətiʔ] 

13 필름 [phillɨm] film  [fɪlm] [fɪlm] ဖလင ် [pha.lɪ ]̃  

14 팩스 [phɛks’ɨ] fax  [fæks] [fæks] ဖက်စ ် [phɛʔsə] 

15 포인트 [phointhɨ] point  [pɔɪnt] [pɔɪnt] ပိွျိုင  ် [pwaɪ .̃] 

16 프린터 [phɨrinthə] Printer  [ˈprɪntər] [ˈprɪnt̬ə] ပရငတ်  [pa.rɪ t̃a] 

    

   영어의 어두 ‘t’는 한국어에서 어두 ‘p’와 ‘k’처럼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지만 격음 

/th/으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얀마어에는 영어의 어두 ‘t’를 무성무기음 /t/으로 발음

하는데 여기에서도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발음 차이를 보여준다. 영어의 어두 ‘p’를 한국어에

는 주로 격음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미얀마어에는 무성무기음/p/으로 받아들인다.  

   영어의 어두 ‘f’는 한국어에 같은 발음이 없기 때문에 본래의 음가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f’

를 대개 ‘ㅍ’으로 받아들이지만 일부 단어에서 ‘ㅎ’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다. 영어의 ‘f’를 

‘ㅎ’으로 받아들인 것은 일본어의 영향이다. ‘ㅎ’형과 ‘ㅍ’형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ㅍ’형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파일(file)’의 일반적인 표기와 발음은 ‘화일’이었으나 

이제는 거의 ‘파일’로 바뀌었다(배주채, 2013:341쪽). 미얀마어에서는 영어의 어두 ‘f’를 무

성유기음/ph/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마찰음 

 

   한국어의 마찰음은 치조음 /s, s’/, 성문음 /h/이 있고, 미얀마어 마찰음은 치조음 /z, s, sʰ/, 

경구개음 /ɕ/, 치음 /ð, Ɵ/, 성문음 /h/ 가 있다. 마찰음 음소의 개수 면에서 미얀마어의 경우가 

한국어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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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I.10>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외래어 발음 대조(마찰음) 

번

호 

한국어 외래어 원어(영어) 미얀마어 외래어 

한글 

표기 
발음 기호 영어 표기 발음 기호(UK) 

발음 

기호(US) 

미얀마어 

표기 
발음 기호 

1 샌드위치 [s’ɛntɨytʃhi] sandwich  [ˈsænwɪdʒ]  [ˈsænwɪtʃ] ဆန််း ဝစ ်
[sha :̃da.w

iʔ]  

2 소파 [s’opha] sofa  [ˈsəʊfə] [ˈsoʊfə] ဆိ ဖ  [shopha] 

3 쇼핑 [s’jophiɧ] shopping  [ˈʃɒpɪŋ]  [ˈʃɑːpɪŋ] ဂရှ  ပင််း [ɕɔ.pɪ :̃]  

4 슈퍼마켓 
[sjuphəmakh

et] 

supermar

ket  

[ˈsuːpəˌm

ɑːkɪt  

[ˈsuːpəˌm

ɑːrkɪt]  
စူပေါမ ်းကတ ်

[supama:k

aʔ] 

5 센터 [s’enthə] center  [ˈsentər]  [ˈsent̬ər] စငတ်  [sɪ t̃a]  

6 쇼 [s’jo] show [ʃəʊ]  [ʃoʊ] ရ ိ်း [ɕo:] 

7 스웨터 [sɨwethə] sweater  [ˈswetər]  [ˈswet̬ər] ဆယွတ်  [shwɛta] 

8 스케이트 [sɨkheithɨ] skate  [skeɪt] [skeɪt] စကတိ ် [sa.keiʔ] 

9 스타 [sɨtha] star  [stɑːr]  [stɑːr] စတ ်း [sa.ta:] 

10 스타일 [sɨthail] style  /staɪl/ /staɪl/ စတိ င ် [sa.taɪ ]̃  

11 시리즈 [s’iritʃɨ] series  [ˈsɪəriːz] [ˈsɪriːz] စ်ီးရီ်း [si:ri:] 

12 스튜디오 [sɨthjutio] studio  
[ˈstjuːdiəʊ

]  

[ˈstuːdio

ʊ] စတူ ယီိ  [sa.tudijo] 

13 시디 [s’iti] CD  [ˌsiːˈdiː] 
[ˌsiːˈdiː

] စ ီ ီ [sidi] 

14 핸드폰 
[hɛntɨphon

] 

hand 

phone  

[hænd 

fəʊn]  

[hænd 

foʊn] ဟန််းဖ န််း 
[ha :̃phoũ

:]  

15 햄버거 [hɛmpəkə] 
hamburge

r  

[ˈhæmˌbɜː

gər] 

[ˈhæmˌbɜ

ːrgər] ဟမ်ဘ  ေါ [ha b̃aga] 

16 호텔 [hothel] hotel  [həʊˈtel]  [hoʊˈtel] ဟိ တယ ် [hotɛ] 

17 헬리콥터 
[hellikhopthə

] 
helicopter 

[helɪkɒptər

] 

[helɪkaːp

tər] 
ဟယလ်ီဂက

း း  ပတ  

[hɛlikɔ.pə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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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의 경우 영어의 어두 ‘s’를 단어에 따라 ‘ㅅ’이나 ‘ㅆ’으로 받아들인다. ‘s’뒤에 자음이 

뒤따르면 [ㅆ]가 아닌 [ㅅ]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고 비어두에서 ‘ㄹ’뒤의 ‘s’는 [ㅆ]로 발음하

는 경향이 있다. 표기상으로 ‘ㅅ’으로 통일되었지만 실제 발음으로 ‘ㅆ’으로 실현되는 일이 많

아 ‘샌드위치(sandwich), 소파(sofa), 쇼핑(shopping), 센터(center)’등의 ‘s’는 거의 예외 없

이 ‘쌘드위치, 쏘파, 쑈핑, 쎈터’처럼 ‘ㅆ’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style, studio’등의 ‘s’는 평음 

‘ㅅ’으로만 발음한다. 미얀마어에도 마찬가지로 영어 어두 ‘s’는 단어에 따라 무성무기음 ‘s’

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무성유기음 ‘sh’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예로는 ‘center[sɪ t̃a], 

sandwich[sha :̃ da.wiʔ]’ 등을 들 수 있다.  

   영어의 어두 ‘h’는 한국어에 ‘ㅎ’로 받아드리고, 미얀마어에는 무성유성음 ‘h’로 받아들인다.  

한국어에 ‘ʃ’는 뒤따르는 모음과 함께 ‘샤, 셔, 쇼, 슈, 셰’로 받아들이며, 일부 단어에서는 ‘ㅆ’

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미얀머에는 ‘ʃ’를 무성무기음 ‘ɕ’로 발음한다.  

   한국어에는 ‘ʒ’를 ‘ㅈ’으로 받아들인다. ‘ʒ’와 뒤따르는 단어를 ‘쟈, 져, 죠, 쥬’로 적는 사람

도 있으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자, 저, 조, 주’로만 적도록 하고 있다. 미얀마어의 경우 ‘ʒ’와 

유사한 발음이 없으며, 미얀마의 외래어 중에서도 ‘ʒ’가 나오는 단어는 거의 없다. 따라서 한

국어에는 ‘Ɵ’를 ‘ㅅ, ㅆ, ㄷ’, ‘ð’를 ‘ㄷ’으로 받아들이며, 미얀마어에는 ‘Ɵ’를 무성무기음/Ɵ/, ‘ð’

를 유성음/ð/으로 받아들인다.  

   한국어에서 ‘z’는 대체로 유성자음 뒤에서 ‘ㅅ’으로 적고, 그 밖에 경우에 ‘ㅈ’으로 적는다. 

또한 ‘z’를 ‘ㅅ’로 적는 경우에는 대개 [ㅆ]으로 발음한다. 미얀마어에는 ‘z’를 유성음/z/로 발

음한다. 

 

 

3) 파찰음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파찰음은 개수가 3개씩 대응하며 동일한 조음 위치에 한국어 ‘ㅈ, ㅉ, 

ㅊ’이 있고 미얀마어 /ʤ, tɕ, tɕʰ/ 가 있다. 파찰음은 한국어에서‘평음, 경음, 유기음’의 대립을 

이루고 있고 미얀마어에서 ‘유성음, 무성무기음, 무성유기음’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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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I.11>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외래어 발음 대조(파찰음) 

번

호 

한국어 외래어 원어(영어) 미얀마어 외래어 

한글 

표기 
발음 기호 영어 표기 

발음 

기호(UK) 

발음 

기호(US) 

미얀마어 

표기 
발음 기호 

1 초콜릿 [tʃhokhollit] Chocolate  [ˈtʃɒklət] [ˈtʃɑːklət] ဂခ  ကလက ် [ʨ
h
ɔka.lɛʔ]  

2 챔피언 [tʃhɛmphiən] Champion  
[ˈtʃæmpiən

] 

[ˈtʃæmpiən

] ခ နပီ်ယ ံ [ʨ
ha p̃ija ]̃ 

3 치즈 [tʃhitʃɨ] Cheese  [tʃiːz] [tʃiːz] ခ ိစ ် [ʨ
hi.sə] 

 

   한국어에 영어의 어두 ‘ʧ, ʤ’는 각각 ‘ㅊ, ㅈ’으로 받아들이는데 ‘ʤ’는 일부 단어에서 ‘ㅉ’으

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ʧ, ʤ’와 뒤따르는 모음을 ‘챠, 쳐, 쵸, 츄, 쟈, 져, 죠, 쥬’ 등으로 적는 

사람도 있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차, 처, 초, 추, 자, 저, 조, 주’ 등으로 적는다. 미얀마어

에는 ‘ʧ’를 무성유기음 ‘ʨh’, ‘ʤ’를 유성음 ‘ʣ’로 받아들인다. 

 

 

4) 유음 및 비음 

 

   한국어의 유음에는 ‘ㄹ’가 있으며, 미얀마어의 유음에는 ‘l, hl, r’가 있다. 비음의 경우 한국

어에는 ‘ㅁ, ㄴ, ㅇ’가 있다. 미얀마어의 비음에는 /m, hm, n, hn, ɲ, hɲ, ŋ, hŋ/ 가 있다.  

 

               <표 III.12>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외래어 발음 대조(유음 및 비음) 

번

호 

한국어 외래어 원어(영어) 미얀마어 외래어 

한글 

표기 
발음 기호 영어 표기 발음 기호(UK) 발음 기호(US) 

미얀마

어 표기 
발음 기호 

1 넥타이 [nekthai] necktie  [ˈnektaɪ] [ˈnektaɪ] နက်ခတ်ိ င ် [nɛʔkh
ətaɪ ]̃ 

2 라디오 [ratio] radio  [ˈreɪdiəʊ]  [ˈreɪdioʊ] ဂရ ယီိ  [redijo] 

3 레몬 [remon] lemon  [ˈlemən] [ˈlemən] လီမွန ် [limu ]̃ 

4 라인 [rain] line  [laɪn] [laɪn] လိ င််း [laɪ :̃] 

5 레이저 [reitʃə] laser  [ˈleɪ.zər]  [ˈleɪ.zər] ဂလဆ  [le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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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뉴 [menju] menu  [ˈmenjuː] [ˈmenjuː] မီန်ူး [minu:] 

7 마사지 [mas’atʃi] massage  
[ˈmæsɑːʒ

]  
[məˈsɑːʒ] မ ဆပ် [mashaʔ] 

8 메일 [meil] mail  [meɪl] [meɪl] ဂမ်းလ ် [me:lə] 

9 모니터 [monithə] monitor  [ˈmɒnɪtər]  [ˈmɑːnət̬ər] ဂမ ်နတီ  [mɔnita] 

10 모델 [motel] model  [ˈmɒdəl]  [ˈmɑːdəl] ဂမ ် ယ ် [mɔdɛ] 

11 메시지 [mes’itʃi] message  [ˈmesɪdʒ] [ˈmesɪdʒ] မက်ဂဆ  [mɛʔshe.] 

12 미디어 [mitiə] media  [ˈmiːdiə] [ˈmiːdiə] မီ ယီ  [midija] 

13 마라톤 [marathon] 
maratho

n  

[ˈmærəθən

]  

[ˈmerəθɑːn

]  
မ ရသနွ ် [mara.Ɵu ]̃  

14 마이크 [maikhɨ] 
micropho

ne  
[maɪk] [maɪk] မိ က ် [maiʔ] 

15 미니 [mini] mini  [ˈmɪni] [ˈmɪni] မီန ီ [mini]  

 

   한국어에 ‘l’는 어두와 종성에서 ‘ㄹ’로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ㄹㄹ’로 받아들인다. ‘ㄹㄹ’로 

받아들여야 할 경우에 ‘ㄹ’로 받아들이는 일도 있다. 한국어에는 어두에 유음 ‘ㄹ’이 오지 못

하는 규칙이 있다. 초기에 이 규칙 때문에 ‘radio’를 ‘나디(지)오’로 발음하던 때가 있었다. 그

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라디오’등과 같이 그대로 어두의 ‘ㄹ’

을 발음하고 있다. 미얀마어에는 ‘l’는 유성음 ‘l’로 받아들인다. 한국어에는 ‘r’를 ‘ㄹ’로 받아

들이며 미얀마어에는 ‘r’를 유성음 ‘r’로 받아들인다. 한국어에서는 ‘r:l’의 대립이 없기 때문에 

다같이 ‘ㄹ’로 받아들인다. 

   영어의 어두 ‘m’, ‘n’를 한국어에는 ‘ㅁ’, ‘ㄴ’으로 각각 받아들이며, 미얀마어에는 유성음

/m/, /n/으로 각각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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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두 자음이 없는 외래어 

 

   다음은 어두 자음이 없는(어두에 모음이 오는) 한국어와 미얀마어 외래어의 발음 대조 분

석이다. 

 

           <표 III.13> 어두에 자음이 없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외래어 발음 대조 

번호 

한국어 외래어 원어(영어) 미얀마어 외래어 

한글 

표기 
발음 기호 영어 표기 

발음 

기호(UK) 
발음 기호(US) 

미얀마어 

표기 
발음 기호 

16 에어컨 [eəkhən] 

air 

condition

er  

[ˈeə 

kənˌdɪʃənə

r]  

[ˈer 

kənˌdɪʃənər] အယဲ ်းကနွ််း  [ɛ:ja:ku :̃] 

17 올림픽 
[ollimphik

] 
Olympic  [əˈlɪmpɪk]  [oʊˈlɪmpɪk] အိ လံပစ ် [ola p̃iʔ] 

18 와인 [wain] wine  [waɪn] [waɪn] ဝိ င ် [wai ]̃ 

19 인터넷 [inthənet] internet  [ˈɪntənet] [ˈɪnt̬ənet] အငတ် နက ် [ɪ t̃anɛʔ] 

20 인터뷰 [inthəpju] interview  
[ˈɪntəvju

ː]  
[ˈɪnt̬əvjuː] အငတ် ဗ ျူ်း [ɪ t̃abju:] 

21 아이디어 [aitiə] idea  [aɪˈdɪə] [aɪˈdiːə] အိ င ်ယီ  [ai d̃ija] 

22 알루미늄 
[alluminju

m] 

Aluminiu

m  

[ˌæljəˈmɪn

iəm]  

[ˌæl.jəˈmɪni

əm]  အလူမီနယီမ် 
[aluminijã

]  

23 엔진 [entʃin] engine  [ˈendʒɪn] [ˈendʒɪn] အင ် င ် [ɪ d̃ʒɪ ]̃  

24 오페라 [ophera] Opera  [ˈɒpərə] [ˈɑːpərə] ဂအ ်ပရ  [ɔpa.ra] 

25 온라인 [onlain] Online  [ˈɒnlaɪn]  [ˈɑːnlaɪn] အွနလ်ိ င််း [u l̃aɪ :̃] 

 

   한국어에서 어두 자음이 없는 모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외래어는 미얀마어에도 모음 발음으

로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wine’는 예외이다. ‘wine’는 한국어에는 모음으로 발음하지만 미얀

마어에는 접근음 /w/로 발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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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존명사 

 

   다음은 한국어와 미얀마어 의존명사 외래어의 발음 대조 분석이다.  

 

                 <표 III.14>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외래어 발음 대조(의존명사) 

번호 

한국어 외래어 원어(영어) 미얀마어 외래어 

한글 표기 발음 기호 영어 표기 
발음 

기호(UK) 

발음 

기호(US) 

미얀마어 

표기 
발음 기호 

1 미터 [mithə] Meter  [ˈmiːtər]  [ˈmiːt ̬ər] မီတ  [mita] 

2 그램 [kɨrɛm] Gram  [græm] [græm]  ရမ် [ga.ra ]̃ 

3 킬로 [khillo] Kilo  [ˈkiːləʊ] [ˈkiːloʊ] ကလီိ  [kilo] 

4 톤 [thon] Ton  [tʌn] [tʌn] တန ် [ta ]̃ 

5 리터 [rithə] Liter  [ˈliːtər] [ˈliːtər] လတီ  [lita] 

 

   ‘Kilo’의 영어 어두 ‘k’를 한국어에서는 /kh/로 발음하고 미얀마어에서는 /k/로 발음한다. 그

리고 한국어에는 어두 ‘t’를 /th/로, ‘liter’의 ‘l’를 /r/로 받아들이며, 미얀마어에는 영어 어두 ‘t’

를 /t/로, ‘liter’의 ‘l’를 /l/로 받아들인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외래어는 어두 자음 발음에 많은 차이

가 보인다. 미얀마인 학습자가 한국어 외래어의 어두 자음에 폐쇄음이 오는 외래어 중에서 ‘게

임, 가스, 버스, 보너스, 달러’를 발음하는 데에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께임], [까스], 

[뻐스], [뽀너스], [딸러]’처럼 경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거의 평음으로만 발음할 수도 있다. 

미얀마어에서는 영어 어두 ‘b, d, g’를 거의 평음으로만 발음하기 때문에 미얀마인 학습자가 

폐쇄음 부분에서 가장 오류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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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와 미얀마어 외래어의 어두 자음 발음에 대해 살펴봤다. 본 연구에서는 미

얀마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미얀마어 외래어의 어두 자음 발음을 대조 분석하여 유

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었다. 이를 통해 미얀마인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외래어 발음을 효과

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장에서는 미얀마인 학습자를 위한 외래어 발음 교육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외래어 및 음운 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 후 연구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외래어를 음운론적으로 대조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자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운 체계를 자음, 모음 및 음절구조로 나누고, 양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운 체계는 차이점이 많다. 한국어와 미얀마어

의 자음 음소 체계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동일한 조음 위치는 양순음, 치조

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이며, 미얀마어에만 존재하는 조음 위치는 치음, 치조경구개

음이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조음 방법을 대조해 봤을 때 동일한 조음 방법은 파열음, 마찰

음, 파찰음, 비음, 유음이다. 미얀마어의 마찰음과 비음의 수가 한국어보다 많다.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파열음의 평음은/p, t, k/이고 미얀마어에만 존재하는 파열음의 유성 무기음은 /b, 

d, g/인데, 초성에서 발음할 때 차이가 있다. 그리고 마찰음 / ɵ, z, ɕ/은 미얀마어에만 존재한

다. 그리고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모음 음소 체계는 단모음 체계와 이중모음 체계로 구분하고 

살펴봤다. 한국어는 기본모음/a, i, u, e, o/에 /ɨ, ә/모음이 추가되는 반면 미얀마어는 기본모

음/a, i, u, e, o/에 /ɛ, ɔ/ 모음이 추가된다. 한국어의 모음 /ㅔ, ㅐ/는 미얀마어의 모음 /ɛ:, ɛ/로 

발음한다. 미얀마어에만 존재하는 모음은 /e/이며, 영어 발음의 이중모음[eɪ]과 비슷하다. 이

중모음 체계를 살펴봤을 때 미얀마어에는 하향이중모음/ㅢ/는 없다. 그리고 미얀마어의 이중

모음을 발음하려면 성문폐쇄음/ʔ/이나 비음과 같이 성조 하나가 있어야 된다. 한국어와 미얀

마어의 음절구조는 기본적으로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어 ‘(C)V(C)’의 구조이다. 한국

어와 음절 유형은 4가지가 있으나, 미얀마어의 음절구조에서 취할 수 있는 음절 유형은 V, 

CV, CCV, CCCV, VC, CVC, CCVC, CCCVC의 여섯 가지가 있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

절구조에 대한 공통점으로는 초성과 종성에는 자음이 오고 중성에는 모음만 올 수 있다. 그리

고 모음은 홀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는데 반해 자음은 모음과 결합해야만 음절을 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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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초성은 한국어의 경우 2개 이상의 자음군이 올 수 없지만 미얀마어는 발음상 최

대 2개의 자음군이 올 수 있으며 문자적으로 최대 3개까지의 자음군을 허락한다는 데에 차이

가 있다. 그리고 종성자음은 한국어의 경우 7종성법에 따라 7개가 음절말 자음으로 실현되는 

반면 미얀마어의 종성 자음은 성문폐쇄음/ʔ/만 올 수 있다.  

   3장에서는 한국어와 미얀마어에서 차용되고 있는 영어 기원 외래어 목록을 선정하고, 명사

를 중심으로 하여 외래어의 초성 발음을 대조 분석하였다. 한국어의 초성에는 자음이 한 개만 

실현될 수 있는데, ‘ㅇ[ŋ]’ 이외의 모든 자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미얀마어에는 /ə/와 성

문폐쇄음/ʔ/를 제외한 /b/, /p/, /pʰ/, /d/, /t/, /tʰ/, /g/, /k/, /kʰ/, /ʥ/, /ʨ/, /ʨʰ/, /ð/, /Ɵ/, /z/, 

/s/, /sʰ/, /ɕ/, /h/, /m/, /hm/, /n/, /hn/, /ɲ/, /hɲ/, /ŋ/, /hŋ/, /l/, /r/, /hl/, /w/, /hw/, /j/ 총 33 

개 자음이 초성 자리에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미얀마어의 초성에는 2개의 자음이 올 수도 

있다. 이를 자음군이라 한다. 자음군은 발음상 –y, -w, h-로 각각 표시한다.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002)에 따른 A등급에서 C등급까지의 영어 기원 외래어 어휘 총 100개를 폐쇄

음, 마찰음, 파찰음, 유음 및 비음으로 나누어서 초성 바름을 대조 분석하였다. 대조 분석한 결

과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외래어는 초성을 발음하는 데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폐쇄음과 

마찰음이 초성 자리에 올 때이다. 한국어에는 ‘버스(bus)’처럼 영어의 어두 ‘b, d, g’를 단어에 

따라 평음이나 경음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미얀마어에는 거의 유성음으로만 받아들인다. 

한국어에 ‘ʃ’는 뒤따르는 모음과 함께 ‘샤, 셔, 쇼, 슈, 셰’로 받아들이며, 미얀머어에는 ‘ʃ’를 무

성무기음 ‘ɕ’로 발음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자음에는 ‘z’, ‘Ɵ’, ‘ð’ 발음이 없기 때문에 영어 어

두 ‘z’를 ‘ㅈ’이나 ‘ㅅ’으로 받아들이며, ‘Ɵ’를 ‘ㅅ, ㅆ, ㄷ’, ‘ð’를 ‘ㄷ’으로 받아들인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외래어 발음을 대조 분석함으로서 어두 자음을 발음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미얀마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와 미얀마어 외래어의 어두 자

음 발음 대조 연구의 첫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진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영

어 기원 외래어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어두 자음 발음을 대조 분석함에 

있어서 학습자가 실제로 학습할 때 일어나는 발음 오류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했던 점

과 연구 범위의 한계로 실제 학습 환경에 맞는 교육 방안과 효과적인 검증을 하지 못한 아쉬

움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현재 미얀마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종성 발음에 대한 연구는 점차 이루어지

고 있는데 어두 발음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가 첫째이다. 따라서 향후 발음에 대한 연구는 꾸

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초성 발음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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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발음 관련 연구가 계속해서 마련되기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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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미얀마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미얀마어 외래어의 초성 발음을 대조 분

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데 있어, 미얀마인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외래어 발음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외래어를 발음을 할 때 모국어의 발음과 대조시켜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정확한 한국어 발음 학습을 하기 위하여 영어 기원 외래어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미얀마어 외래어의 초성 발음을 대조하는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대

조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며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초성 발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학

습자의 오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먼저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외래어를 음운론적으로 대조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국

어와 미얀마어의 음운 체계를 자음, 모음, 음절구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국어와 미얀마어

의 자음 음소 체계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동일한 조음 위치는 양순음, 치조

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이며, 미얀마어에만 존재하는 조음 위치는 치음, 치조경구개

음이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조음 방법을 대조해 봤을 때 동일한 조음 방법은 파열음, 마찰

음, 파찰음, 비음, 유음이다. 미얀마어의 마찰음과 비음과 같은 자음 수가 한국어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파열음의 평음은/p, t, k/이고 미얀마어에만 존재하는 파열

음의 유성 무기음은 /b, d, g/인데, 초성에서 발음할 때 차이가 있다. 그리고 마찰음 / ɵ, z, ɕ/

은 미얀마어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모음 음소 체계는 단모음 체계와 이

중모음 체계로 구분하고 살펴봤다. 한국어는 기본모음/a, i, u, e, o/에 /ɨ, ә/모음이 추가되는 

반면 미얀마어는 기본모음/a, i, u, e, o/에 /ɛ, ɔ/ 모음이 추가된다. 계속하여 한국어와 미얀마

어의 음절 구조를 살펴봤는데, 한국어와 음절 유형은 4가지가 있으나, 미얀마어의 음절구조

에서 취할 수 있는 음절 유형은 V, CV, CCV, CCCV, VC, CVC, CCVC, CCCVC의 여섯 가

지가 있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절구조에 대한 공통점으로는 초성과 종성에는 자음이 오

고 중성에는 모음만 올 수 있다. 그리고 모음은 홀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는데 반해 자음은 모

음과 결합해야만 음절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초성은 한국어의 경우 2개 이상의 자음군이 

올 수 없지만 미얀마어는 발음상 최대 2개의 자음군이 올 수 있으며 문자적으로 최대 3개까

지의 자음군을 허락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또한 종성 자음은 한국어의 경우 7종성법에 따

라 7개가 음절말 자음으로 실현되는 반면 미얀마어의 종성 자음은 성문폐쇄음/ʔ/만 올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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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음운 체계를 살펴본 후에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002)에 따라 

한국어와 미얀마어에서 차용되고 있는 영어 기원 외래어 목록을 선정하고, 명사를 중심으로 

하여 외래어의 어두 자음 발음을 대조 분석하였다.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외래어 발음을 대조 

분석함으로서 자음 발음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영어 기원 외래어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초성 발음을 대조 

분석함에 있어서 학습자가 실제로 학습할 때 일어나는 발음 오류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했던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미얀마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초성 발음을 더 쉽게 학습하

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본 고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발음 관련 연구가 계속해서 마련되기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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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Contrast of Initial Consonants 

Pronunciation between Korean and Myanmar Loanwords  

            -Focusing on English Origin Loanwords- 

 

                                                                                        Saung Pannchi Khin 

                                                                      Korean Language for Foreigners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for Foreigners 

                                                      The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Uls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data that Myanmar learners can learn 

effectively the pronunciation of loanwords in Korean by contrasting and analyzing the 

initial pronunciation of Korean and Myanmar loanwords. 

   When learners pronounce loanwords in Korean, they tend to contrast them with the 

pronunciation of their mother tongue. Therefore, in order to learn accurate Korean 

pronunciation, the method of contrasting the initial pronunciation of Korean and 

Myanmar loanwords was analyzed based on English origin loanwords. Utilizing the 

results of the contrast analysis, it can reve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initial pronunciation of Korean and Myanmar and prevent learners from occurring 

errors. 

   First, in order to analyze Korean and Myanmar loanwords phonologically, I divided 

phonological systems of Korean and Myanmar into consonants, vowels, syllable 

structures, and final consonants’ pronunciation, and examine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The phonetic system of Korean and Myanmar 

has many differences in the initial consonants’ pronunciation. In common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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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lable structure of Korean and Myanmar, consonants can be found in initial and final 

consonants, and vowels can be found in neutral. And while vowels can compose 

syllables alone, consonants must be combined with vowels to form syllables. However, 

while initial consonants cannot have more than two consonants in Korean, Myanmar 

can have up to two consonants in pronunciation and allows up to three consonants in 

letters. In addition, in the case of Korean, /ㄱ, ㄴ, ㄷ, ㄹ, ㅁ, ㅂ, ㅇ/ seven consonants 

are realized as final consonant’ position, while Myanmar's final consonant’ position can 

only come to the glottal stop/ʔ/. These differences made it possible to predict that 

Myanmar learners would make mistakes when pronouncing Korean initial consonants. 

   After examining the phonological system of Korean and Myanmar, the list of 

loanwords from Korean and Myanmar was selected according to the Survey on 

Frequency of Modern Korean Language (2002), and the initial consonants of loanwords 

were contrasted with nouns. By contrasting and analyzing the pronunciation of 

loanwords in Korean and Myanmar, we could confirm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consonant pronunciation. 

   Although this study was regrettable that learners could not accurately analyze 

pronunciation errors in Korean and Myanmar, focusing on contrasting and analyzing 

loanwords of English origin, I hoped that it would help Myanmar learners can learn 

Korean initial pronunciation more easily. In addition, based on the findings presented 

in this paper, it is expected that more effective pronunciation-related research will 

continue to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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