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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øng moät taùc giaû 

Môøi caùc baïn tìm ñoïc caùc saùch ñaõ xuaát baûn cuûa taùc giaû Leâ Huy Khoa –  An 
Chaâu 

- Töø ñieån Haøn  Vieät 

- Maãu caâu cô baûn  tieáng Haøn  

- Ngöõ phaùp tieán g Haøn  

- Hoäi thoaïi tieán g Haøn  

- Hoài kyù “Khoâng phaûi laø thaát baïi, taát caû laø thöû thaùch” cuûa 
coá Chuû tòch taäp ñoaøn Huyndea Chong Chu Yong.



  

Lôøi noùi ñaàu 

Tieáng Haøn Quoác laø ngoân ngöõ töôïng thanh vaø caû töôïng hình, tuy coù theå 
ñaùnh vaàn ñöôïc nhöng ñeå phaùt aâm chính xaùc laø töông ñoái khoù vì ñoøi hoûi 
thöïc hieän nhöõng yeâu caàu bieán ñoåi nhaát ñònh trong quaù trình phaùt aâm. 
Nhaèm phuïc vuï cho nhu caàu töï hoïc tieáng Haøn –  trong ñoù vieäc hoïc phaùt aâm 
laø cöïc kyø quan troïng – chuùng toâi ñaõ giaønh thôøi gian bieân dòch sang tieáng 
Vieät quyeån CAÙC NGUYEÂN TAÉC PHAÙT AÂM VAØ LUYEÄN PHAÙT AÂM 
TIEÁNG HAØN QUOÁC do Tröôøng Ñaïi hoïc Yonsei Haøn Quoác xuaát baûn, 
ñoàng thôøi cuøng bieân soaïn boå sung töø caùc taøi lieäu khaùc. Ñaây laø quyeån saùch 
ñaàu tieân heä thoáng moät caùch ñaày ñuû chính xaùc vaø khoa hoïc nhaát caùc 
nguyeân taéc phaùt aâm, caùc hieän töôïng phaùt aâm tieáng Haøn Quoác vôùi caùc ví 
duï phong phuù, caùc hình thöùc luyeän phaùt aâm cô baûn. Hy voïng cuoán saùch seõ 
giuùp ích cho taát caû caùc baïn yeâu thích vaø söû duïng ngoân ngöõ tieáng Haøn 
Quoác, giuùp cho hai daân toäc Vieät –  Haøn gaàn nhau hôn nöõa. 

Veà phaàn phieân aâm ví duï trong quyeån saùch naøy, chuùng toâi ñaõ söû duïng 
phieân aâm tieáng Vieät thay cho phieân aâm La tinh vì nhö vaäy quí ñoäc giaû seõ 
deã daøng söû duïng hôn. 

Xin chaân thaønh nhaän ñöôïc söï goùp yù boå sung ñeå quyeån saùch hoaøn chænh 
hôn. 

 LEÂ HUY KHOA 

Email: lehuykhoa@yahoo.co.kr. lecatanchau@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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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àn I 

Chöõ caùi tieáng Haøn Quoác 
한한한한글글글글 

Chöõ caùi tieáng Haøn Quoác, coøn goïi laø Hangul (hay Hunmin 
chôngum 훈민정음) ñöôïc ra ñôøi vaøo naêm Sejong thöù 28 (töùc naêm 1446) 
do vua SeJong Ñaïi Vöông chæ ñaïo moät soá hoïc giaû saùng taïo neân. Thôøi kyø 
ñaàu goàm 11 nguyeân aâm vaø 17 phuï aâm, taát caû laø 28 chöõ caùi. Nguyeân aâm thì 
ñöôïc hình thaønh treân cô sôû neàn taûng laø tö töôûng trieát hoïc phöông ñoâng, 
döïa theo hình daùng cuûa trôøi ñaát, con ngöôøi taïo thaønh, coøn phuï aâm ñöôïc 
hình thaønh caên cöù theo hình aûnh cuûa caùc cô quan phaùt aâm cuûa con ngöôøi. 

Trong höôùng daãn thoáng nhaát söû duïng tieáng Trieàu Tieân do Vieän ngoân 
ngöõ hoïc Trieàu Tieân xuaát baûn ngaøy 29 thaùng 10 naêm 1933 thì chöõ Trieàu 
Tieân goàm 24 chöõ caùi, trong ñoù coù 10 nguyeân aâm (ㅡ, ㅣ,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 vaø 14 phuï aâm (ㄱ, ㅋ, ㅇ, ㄷ, ㅌ, ㄴ, ㅂ, ㅍ, ㅁ, ㅈ, ㅊ, ㅅ, 
ㅎ,ㄹ) vaø ñang ñöôïc söû duïng ñeán ngaøy hoâm nay. Thöù töï nhö sau: 

Nguyeân aâm: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 (오) ㅛ (요) 
ㅜ (우) ㅠ(유) ㅡ (으) ㅣ(이) 

Phuï aâm: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흪) ㅎ(히읗) 

Theo heä thoáng thì tieáng Haøn Quoác thuoäc ngoân ngöõ Altai, veà ñaëc tröng 
hình thaùi tieáng Haøn Quoác thuoäc ngoân ngöõ theâm bôùt. 

Baûng 1: Chöõ caùi Haøn  Quoá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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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uyeân 
aâm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Phuï aâm  [a] [ya] [ô] [yô] [oâ] [yoâ] [u] [yu] [ö] [i] 

ㄱ 
[기역] 

[k/g]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ㄴ 
[니은] 

[n]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ㄷ 
[디귿] 

[t/ñ] 다 댜 더 뎌 도 됴 두 듀 드 디 

ㄹ 
[리을] 

[r/l] 라 랴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ㅁ 
[미음] 

[m] 마 먀 머 며 모 묘 무 뮤 므 미 

ㅂ 
[비읍] 

[b] 바 뱌 버 벼 보 뵤 부 뷰 브 비 

ㅅ 
[시옷] 

[x]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ㅇ 
[이응] 

[ng]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ㅈ 
[지읒] 

[ch] 자 쟈 저 져 조 죠 주 쥬 즈 지 

ㅊ 
[치읓] 

[xh] 차 챠 처 쳐 초 쵸 추 츄 츠 치 

ㅋ 
[키읔] 

[kh] 카 캬 커 켜 코 쿄 쿠 큐 크 키 

ㅌ 
[티읕] 

[th] 타 탸 터 텨 토 툐 투 튜 트 티 

ㅍ 
[피흪] 

[ph] 파 퍄 퍼 펴 포 표 푸 퓨 프 피 

ㅎ 
[히읗] 

[h] 하 햐 허 혀 호 효 후 휴 흐 히 



  11 

 

Baûng phieân  aâm chöõ caùi Haøn  Quoác san g phieân aâm Latin h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a ya ô yô o yoâ u yu ö I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N

gu
ye

ân 
aâm

 

ae yae e ye wa wae oe wô we wi öi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k,g n t,d r,l m p,b s,sh ng ch,j ch’ k’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Ph
uï 

aâm
 

t’ p’ h kk tt pp ss t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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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ûng phieân  aâm chöõ caùi Haøn  Quoác 
sang phieân  aâm tieáng Vieät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a ya ô yô o yoâ u yu ö i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N

gu
ye

ân 
aâm

 

e ye eâ yeâ oa oe ueâ uô ueâ uy öi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k,g n t,d r,l m b x ng ch,j xh kh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Ph
uï 

aâm
 

th ph h kk tt bb xx ch    

Löu yù: 

� Vôùi hai phuï  aâm “ㅊ”vaø “ㅊ”ñöôïc phieân aâ m laø “xh” va ø 
“ph”, chuùng ta hieåu ch uùng ñöôïc phaùt aâm gioán g “x” vaø “p” 
nhöng theâm “h” nghóa laø nhaát thieát phaûi baät hôi maïnh khi 
phaùt aâm. Phuï aâm “ㅊ”thì vò trí cuûa löô õi gioáng  vôùi phaùt aâm 
chöõ “x” trong tieáng Vieät , nhöng ñaàu löôõi eùp saùt lôïi treân nhieàu  
hôn, khi phaùt aâm phaûi baät hôi maïnh. Vôùi phuï aâm “ㅊ”caùch 
phaùt aâm gaàn gioáng vôùi “p” hai moâi kheùp kín tr öôùc khi phaùt 
aâm, khi phaùt aâm phaûi baät hôi thaät maïnh, luoàng khoâng khí ñi ra 
nhanh vaø döùt khoaùt. 

� Vôùi caùc aâm ñoâi  “ㅊ,ㅊ,ㅊ,ㅊ,ㅊ”, caùch phaùt aâ m cô baûn la ø 
“ㅊ, ㅊ,ㅊ,ㅊ,ㅊ” nhöng phaùt aâm ngaén hôn, nhaán maïnh hôn. 



Phaàn II 

AÂm vò 
음운음운음운음운 ( ) 

AÂm vò ñöôïc chia laøm nguyeân aâm vaø phuï aâm. Nguyeân aâm coù theå phaùt aâm 
ñöôïc moät mình, coøn phuï aâm thì khoâng theå maø phaûi keát hôïp vôùi nguyeân 
aâm. 

AÂm tieát tieáng Haøn ñöôïc chia nhö sau. 

1.  V  Ví duï: 이 [i] 

     2. C V  Ví duï: ㅅ [x] + ㅏ[a] = 사 [xa] 

     3.  V C Ví duï: 이 [i] + ㅂ[p] = 입 [ip] 

     4. C V C Ví duï: ㅅ [x] + ㅏ[a] +ㅁ[m] = 삼 [xam] 

* Ghi chuù: (V): nguyeân aâm; (C): phuï aâm. 



Baøi 1 

Nguyeân aâm 
모음모음모음모음 ( ) 

Nguyeân aâm laø aâm thanh ñöôïc xuaát phaùt töø luoàng khoâng khí ñi ra töø phoåi 
khoâng bò caûn, ñi qua thanh quaûn vaø aâm do thanh quaûn phaùt ra, ñöôïc ñieàu 
chænh trong mieäng tröôùc khi ra ngoaøi. 

Nguyeân aâm ñöôïc chia thaønh 10 nguyeân aâm ñôn vaø 11 nguyeân aâm keùp. 

1. Nguyeân aâm ñôn 

Nguyeân aâm ñôn goàm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 taát caû laø 10. 
Coøn caùc nguyeân aâm “ㅚ” vaø “ㅟ” thì cuõng coù theå coi laø nguyeân aâm keùp. 
Khi phaùt aâm caùc nguyeân aâm ñôn thì trong quaù trình phaùt ra aâm thanh, 
hình daùng cuûa moâi vaø vò trí cuûa löôõi laø coá ñònh, aâm thanh ban ñaàu vaø aâm 
thanh sau khi phaùt ra gioáng nhau. Coù theå phaân bieät theo möùc ñoä môû cuûa 
mieäng, cao thaáp cuûa löôõi vaø vò trí cuûa cô quan caáu taïo aâm, ñoä troøn cuûa 
mieäng ñeå phaân bieät nhö sau: 

Khi phaùt aâm Ñöôïc phaùt aâm baèng phía 
tröôùc cuûa löôõi 

Nguyeân aâm ñaàu löôõi 

 Ñöôïc phaùt aâm baèng phaàn 
giöõa cuûa löôõi 

Nguyeân aâm giöõa löôõi 

 Ñöôïc phaùt aâm baèng phaàn sau 
cuûa löôõi 

Nguyeân aâm cuoái löôõi 

 

Khi phaùt aâm Mieäng hôi môû, vò trí cuûa löôõi 
cao 

Nguyeân aâm 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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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eäng môû roäng hôn vaø vò trí 
cuûa löôõi ôû giöõa 

Nguyeân aâm vöøa 

 Mieäng môû to vaø vò trí cuûa 
löôõi ôû thaáp 

Nguyeân aâm thaáp 

 

Khi phaùt aâm Troøn moâi Nguyeân aâm troøn moâi 

 Khoâng troøn moâi Nguyeân aâm khoâng troøn 
moâi 

Coù theå nhìn theo sô ñoà sau ñaây ñeå phaân bieät caùc nguyeân aâm ñôn theo 
ñoä cao thaáp cuûa löôõi vaø vò trí cuûa cô quan taïo aâm. 

Baûng 2: Nguyeân  aâm ñôn  

Löôõi 
cao hay thaáp 

Nguyeân aâm 
ñaàu löôõi 

Nguyeân aâm 
giöõa löôõi 

Nguyeân aâm 
cuoái löôõi 

Nguyeân aâm cao ㅣ[i] (ㅟ) [uy] ㅡ [ö] (ㅜ) [u] 

Nguyeân aâm vöøa ㅔ[eâ] (ㅚ) [ueâ] ㅓ [ô] ㅗ [oâ] 

Nguyeân aâm thaáp ㅐ[e] ㅏ[a]  

* Caùc chöõ trong daáu ngoaëc  () laø nhöõng nguyeân aâm troø n moâi 

Neáu muoán luyeän phaùt aâm caùc nguyeân aâm ñôn, caàn luyeän theo thöù töï 
sau ñaây: 

Nguyeân aâm cao: 이 d위 d으 d우 

Nguyeân aâm vöøa: 이 d에 d외 d어 d오 

Nguyeân aâm thaáp: 이 d에 d애 d아 

 

Nguyeân aâm ñaàu löôõi: 이 d에 d애 

Nguyeân aâm giöõa löôõi: 이 d위 d외 

Nguyeân aâm giöõa löôõi:  이 d으 d어 d아 

Tröôùc hay sau 

löôõ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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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yeân aâm cuoái löôõi: 이 d으 d우 d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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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1: Haõy phaùt aâm caùc nguyeân  aâm ñôn  sau ñaây: 

1. 이이이이 위위위위 으으으으 우우우우 

이이이 위위위 으으으 우우우, 우우우 으으으 위위위 이이이 
이위으우, 우으위이, 이위으우, 우위으우, 이위오우, 우으위이 
이위으우으위이, 이위으우으위이 

2. 에에에에 외외외외 어어어어 오오오오 

이이이 에에에 외외외 어어어 오오오, 오오오 어어어 외외외 
에에에 이이이 

이에외어오, 오어외에이, 이에외어오, 오어외에이, 이에외어오, 
오어외에이 

이에외어오어외에이, 이에외어오어외에이, 이에외어오어외에이, 
이에외어오어외에이, 

에외어오어외에, 에외어오어외에, 에외어오어외에, 
에외어오어외에, 에외어오어 외에 

3. 애애애애 아아아아 

이이이 에에에 애애애 아아아, 아아아 애애애 에에에 이이이 

이에애아, 아애에이, 이에애아, 아애에이, 이에애아, 아애에이 

이에애아애에이, 이에애아애에이, 이에애아애에이, 
이에애아애에이 

애아야, 애아애, 애아애, 애아애, 애아애, 애아애, 애아애, 

4. 이이이이 에에에에 애애애애 

이이이 에에에 애애애, 애애애 에에에 이이이 

이에애, 애에이, 이에애, 애에이, 이에애, 애에이 

이에애에이, 이에애에이, 이에애에이, 이에애에이 

5. 으으으으 어어어어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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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이 으으으 어어어 아아아, 아아아 어어어 으으으 이이이 

이으어아, 아어으이, 이으어아, 아어으이, 이으어아, 아어으이 

이으어아어으이, 이으어아어으이, 이으어아어으이, 
이으어아어으이 

으어아어으, 으어아어으, 으어아어으, 으어아어으, 으어아어으, 

6. 우우우우 오오오오 

이이이 워워워 으으으 우우우 오오오, 오오오 우우우 으으으 
위위위 이이이 

이위으우오, 오우으위이, 이위으우오, 오우으위이, 이위으우오, 
오우으위이 

이위으우으위이, 이위으우오우으위이, 
이위으우오우으위이,이위으우오우으위이, 

우오우, 우오우, 우오우, 우오우, 우오우, 우오우, 우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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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guyeân aâm keùp 

Nguyeân aâm keùp ñöôïc caáu thaønh bôûi hai nguyeân aâm, laø nhöõng nguyeân aâm 
maø trong quaù trình phaùt aâm vò trí cuûa löôõi vaø hình daùng cuûa mieäng thay 
ñoåi so vôùi ban ñaàu. Nguyeân aâm “ㅚ” vaø “ㅟ” cuõng coù theå phaùt aâm thaønh 
nguyeân aâm ñôn cuõng coù theå thaønh nguyeân aâm keùp. 

Vò trí cuûa löôõi khi phaùt aâm caùc aâm ㅑ[ya], ㅕ[yô], ㅛ[yoâ], ㅠ[yu], 
ㅒ[ye], ㅖ[yeâ] baét ñaàu töø “ㅣ” 

ㅘ[oa], ㅙ[oe] baét ñaàu töø “ㅗ” 

ㅝ[uô], ㅞ[ueâ] baét ñaàu töø “ㅜ” 

Vaø coù ㅢ[öi] baét ñaàu töø “ㅡ” vaø keát thuùc ôû “ㅣ”. 

Muoán phaùt aâm caùc nguyeân aâm keùp moät caùch deã daøng vaø chính xaùc, 
caàn luyeän theo thöù töï nhö sau. 

a) 아[a] → 야[ya] 어[ô] → 여[yô] 

오→ 요 우→ 유 

애→ 얘 에→ 예 

b) 오 + 아→ 와 

오 + 애→ 왜 

c) 우 + 어→ 워 

우 + 에→ 웨 

d) 으 + 이→ 의* 

* Nguyeân aâm ‘ㅢ’ thì ñöôïc phaùt aâm nhö sau 

a) Khi “ㅢ” ñöôïc phaùt aâm ñaàu tieân trong aâm tieát, thì phaùt aâm thaønh 
‘ㅢ’[öi] 

의자 의사 의무 의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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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höõng aâm tieát maø aâm ñaàu tieân laø phuï aâm thì “ㅢ” thì ñoïc thaønh 
“ㅣ”[i]. 

무늬 유희 희다 띄어쓰기 희미하다 

c) Khi 의 khoâng phaûi laø aâm tieát ñaàu tieân cuûa töø thì ñoïc thaønh “ㅣ”[i] 

회의 거의 주의 의의 토의하다 

d) Khi 의 laøm trôï töø sôû höõu caùch thì ñoïc thaønh “ㅢ”[öi] hoaëc “ㅔ”[eâ] 

우리의 시조 그녀의 머리 나라의 소유 민주주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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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2: Haõy luyeän  ñoïc caùc nguyeân  aâm keùp sau: 

1. 야야야야 [ya]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야, 야, 야, 야, 야 

2. 여여여여 [yô] 

어여, 어여, 어여, 어여, 여, 여, 여, 여, 여 

3. 요요요요 [yô] 

오요, 오요, 오요, 오요, 요, 요, 요, 요, 요 

4. 유유유유 [yu]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유, 유, 유, 유, 유 

5. 얘얘얘얘 [ye] 

애얘, 애얘, 애얘, 애얘, 얘, 얘, 얘, 얘, 얘 

6. 예예예예 [yeâ] 

에예, 에예, 에예, 에예, 예, 예, 예, 예, 예 

7. 와와와와 [oa] 

오와, 오와, 오와, 오와, 와, 와, 와, 와, 와 

8. 왜왜왜왜 [oe] 

오애, 오애, 오애, 오애, 왜, 왜, 왜, 왜, 왜 

9. 워워워워 [uô] 

우어, 우어, 우어, 우어, 워, 워, 워, 워,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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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웨웨웨웨 [ueâ] 

우에, 우에, 우에, 우에, 웨, 웨, 웨, 웨, 웨 

11. 의의의의 [öi] 

으이, 으이, 으이, 으이, 의, 의, 의, 의, 의 



Baøi 2 

Phuï aâm 
자음자음자음자음 ( ) 

Tieáng Haøn Quoác coù taát caû 19 phuï aâm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ㅃ, ㅆ, ㅉ’, ñöôïc chia caên cöù theo caùch phaùt aâm, vò 
trí phaùt aâm vaø ñoä maïnh cuûa phaùt aâm. Coù theå nhìn baûng sau 

Baûng 3: Phuï aâm 

 Lôïi treân Voøm mieäng 연구개연구개연구개연구개  

H ai moâi Cuoái löôõi M aët löôõi Sau löôõi Thanh quaûn 

AÂm thöôøng ㅂㅂㅂㅂ[b] ㄷㄷㄷㄷ[t]  ㄱㄱㄱㄱ[k/c]  

AÂm ñoâi taéc ㅃㅃㅃㅃ[bb] ㄸㄸㄸㄸ[tt]  ㄲㄲㄲㄲ[kk/cc]  

AÂm maïnh ㅍㅍㅍㅍ[ph]  ㅌㅌㅌㅌ[th]  ㅋㅋㅋㅋ[kh]  

AÂm thöôøng   ㅈㅈㅈㅈ[ch]   

AÂm ñoâi taéc xaùt   ㅉㅉㅉㅉ[ch]   

AÂm maïnh   ㅊㅊㅊㅊ[xh]   

AÂm thöôøng  ㅅㅅㅅㅅ[x]   ㅎㅎㅎㅎ[h] 

A
Âm

 v
oâ 

th
an

h 

AÂm ñoâi xaùt  ㅆㅆㅆㅆ[xx]    

Caùch 
phaùt aâm 

Vò trí phaùt 
aâ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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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ôïi treân Voøm mieäng 연구개연구개연구개연구개  

H ai moâi Cuoái löôõi M aët löôõi Sau löôõi Thanh quaûn 

AÂm muõi ㅁㅁㅁㅁ[m ] ㄴㄴㄴㄴ[n]  ㅇㅇㅇㅇ[ng]  

A
Âm

 h
öõu

 th
an

h 

AÂm hôi  ㄹㄹㄹㄹ[r/l]    

1. Phaân chia t heo caù ch  phaùt a âm 

Phuï aâm ñöôïc chia thaønh aâm voâ thanh vaø aâm höõu thanh theo caùch phaùt aâm. 
Tuy nhieân taát caû nguyeân aâm vaø phuï aâm ‘ㅁ, ㄴ, ㅇ,ㄹ’ ñeàu laø nhöõng aâm 
höõu thanh, coøm trong aâm voâ thanh thì coù aâm baät hôi, aâm coï xaùt, aâm ma 
saùt, coøn aâm höõu thanh thì chia thaønh aâm muõi vaø aâm hôi. Caùc aâm ma saùt, 
aâm baät hôi vaø aâm coï xaùt laïi ñöôïc chia thaønh aâm thöôøng, aâm ñoâi vaø aâm 
maïnh döïa theo ñoä maïnh cuûa phaùt aâm. 

AÂm taéc Khoâng khí ôû trong phoå ñi ra, bò chaën laïi, aâm ñöôïc phaùt 
ra töø vò trí aâm thanh naøy. 

AÂm xaùt Laø aâm thanh ñöôïc phaùt ra bôûi söï co heïp ôû giöõa daây aâm 
thanh hoaëc trong mieäng, khoâng khí sinh ra vaø bò ñaåy 
maïnh ôû giöõa ñoù roài bò ma saùt maø phaùt thaønh tieáng. 

AÂm taéc xaùt Laø loaïi aâm coù ñaëc tính ban ñaàu laø aâm baät hôi, vaø sau ñoù 
laø aâm ma saùt. 

1) AÂm thöôøn g, aâm ñoâi vaø aâm maïnh. 

AÂm thöôøng Trong khi caùc cô cuûa cô quan phaùt aâm ôû tình traïng bình 
thöôøng, khoâng khí ñöôïc baät ra, goàm caùc aâm 
‘ㅂ,ㄷ,ㅈ,ㅅ,ㄱ’. 

AÂm ñoâi Laø aâm ñöôïc phaùt ra khi caùc cô cuûa cô quan phaùt aâm 
caêng leân. Goàm caùc aâm ‘ㅃ,ㄸ,ㅉ,ㅆ,ㄲ’ 

Vò trí phaùt 
aâm Caùch 

phaùt aâ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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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Âm maïnh Laø aâm baät ra maïnh cuøng vôùi khoâng khí, goàm caùc aâm 
‘ㅍ,ㅌ,ㅊ,ㅋ’. 

Baûng 4: Ñoái chieáu phuï aâm 

AÂm thöôøng ㅂㅂㅂㅂ ㄷㄷㄷㄷ ㅈㅈㅈㅈ ㅅㅅㅅㅅ ㄱㄱㄱㄱ 

AÂm ñoâi ㅃㅃㅃㅃ ㄸㄸㄸㄸ ㅉㅉㅉㅉ ㅆㅆㅆㅆ ㄲㄲㄲㄲ 

AÂm maïn h ㅍㅍㅍㅍ ㅌㅌㅌㅌ ㅊㅊㅊㅊ  ㅋㅋㅋㅋ 

a) ㅂㅂㅂㅂ, ㅃㅃㅃㅃ, ㅍㅍㅍㅍ 

비다 삐다 피다 

벼 뼈 펴 

b) ㄷㄷㄷㄷ, ㄸㄸㄸㄸ, ㅌㅌㅌㅌ 

더 떠 터 

데 떼 테 

c) ㅈㅈㅈㅈ, ㅉㅉㅉㅉ, ㅊㅊㅊㅊ 

자다 짜다 차다 

지다 찌다 치다 

d) ㅅㅅㅅㅅ, ㅆㅆㅆㅆ 

사다 싸다 

시 씨 

e) ㄱㄱㄱㄱ, ㄲㄲㄲㄲ, ㅋㅋㅋㅋ 

개다 깨다 캐다 

기다 끼다 키다 

Luyeän  taäp 3. Haõy luyeän  phaùt aâm caùc phaùt aâm sau: 

1. 비삐피, 비삐피, 삐피비, 삐피비, 피비삐, 피비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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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쁘프, 브쁘프. 쁘프브, 쁘프브. 프브쁘, 프브쁘 

바빠파, 바빠파, 바빠파, 바빠파, 바빠파, 바빠파 

2. 디띠티, 디띠티, 띠티디, 띠티디, 티디띠, 티디띠 

드뜨트, 드뜨트, 뜨트드, 뜨트드, 트드뜨, 트드뜨 

다따타, 다따타, 따타다, 따타다, 타다따, 타다따 

3. 지찌치, 지찌치, 찌치지, 찌치지, 찌지찌, 치지찌 

즈쯔츠, 즈쯔츠, 쯔츠즈, 쯔츠즈, 츠즈쯔, 츠즈쯔 

자짜차, 자짜차, 짜차자, 짜차자, 차자짜, 차자짜 

4. 시씨, 시씨, 씨시, 씨시, 씨시 

스쓰, 스쓰. 스쓰, 쓰스, 쓰스,쓰스 

사싸, 사싸, 사싸, 싸사, 싸사, 싸사 

5. 기끼키, 기끼키, 끼키기, 끼키기, 키기끼, 키기끼 

그끄크, 그끄크, 끄크그, 끄크그, 크그끄, 크그끄 

가까카, 가까카, 까카가, 카가까, 카가까, 카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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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aân chia t heo vò tr í phaùt aâm . 

Theo vò trí phaùt aâm thì phuï aâm ñöôïc chia ra nhö sau: 

AÂm ra töø hai vaønh moâi AÂm moâi 

AÂm ñöôïc phaùt ra töø cuoái löôõi vaø lôïi AÂm cuoái löôõi 

AÂm ñöôïc phaùt ra töø giöõa maët löôõi vaø voøm 
mieäng 

AÂm voøm mieäng 

AÂm ñöôïc phaùt ra töø phaàn sau cuûa löôõi vaø 
voøm meàm mieäng 

AÂm voøm meàm mieäng 

AÂm ñöôïc phaùt ra bôûi daây thanh aâm AÂm daây thanh aâm 

Vò trí phaùt ra caùc aâm naèm treân cô quan phaùt aâm nhö sau (tham khaûo 
theâm Baûng 4) 

Hìn h 1. Cô quan phaùt aâm 

 



Baøi 3 

Söï keát hôïp giöõa nguyeân aâm vaø phuï aâm 
모음과모음과모음과모음과 자음의자음의자음의자음의 결합결합결합결합 ( 과과과과 의의의의 
結結結結 ) 

Treân neàn taûng nhöõng noäi dung ñaõ trình baøy ôû phaàn treân, haõy phaùt aâm söï 
keát hôïp cuûa nguyeân aâm vaø phuï aâm döôùi ñaây, ñoàng thôøi thöû vieát xem. 

1. 

 NA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PA  [a] [ya] [ô] [yô] [oâ] [yoâ] [u] [yu] [ö] [i] 

ㄱ[k]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ㄱ           

ㄲ[kk] 까 꺄 꺼 껴 꼬 꾜 구 뀨 끄 끼 

ㄲ           

ㄴ[n]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ㄴ           

ㄷ[t] 다 댜 더 뎌 도 됴 두 듀 드 디 

ㄷ           

ㄸ[tt] 따 땨 떠 뗘 또 뚀 뚜 뜌 뜨 띠 

ㄸ           

Luyeän  taä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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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고기 야구 아기 여가 

거기 여기 겨우 교가 요구 

 

2. 누나 누가 나 나가 누이 

나이 어느 너 누구 가느냐 

 

3. 구두 기도 가도 드디어 더디다 

도구 어디 오다 유도 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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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PA  [a] [ya] [ô] [yô] [oâ] [yoâ] [u] [yu] [ö] [i] 

ㄹ[r] 라 랴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ㄹ           

ㅁ[m] 마 먀 머  며 모 묘 무 뮤 므 미 

ㅁ           

ㅂ[b] 바 뱌 버 벼 보 뵤 부 뷰 브 비 

ㅂ           

ㅃ[bb] 빠 뺘 뻐 뼈 뽀 뾰 뿌 쀼 쁘 삐 

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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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4.2 

1. 노루 유리 나라 요리 라디오 

도로 교류 다리 거리 기러기 

 

2. 무우 이마 머리 모두 너무 

모기 무기 묘기 어머니 다리미 

 

3. 부모 비누 바보 두부 벼 

바다 벼루 보리 보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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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PA  [a] [ya] [ô] [yô] [oâ] [yoâ] [u] [yu] [ö] [i] 

ㅅ[x]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ㅅ           

ㅆ[xx] 싸 쌰 써 쎠 쏘 쑈 쑤 쓔 쓰 씨 

ㅆ           

ㅇ[ng]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ㅇ           

ㅈ[ch] 자 쟈 저 져 조 죠 주 쥬 즈 지 

ㅈ           

ㅉ[chch] 짜 쨔 쩌 쪄 쪼 쬬 쭈  쮸 쯔 찌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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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4.3 

1. 수도 소리 다시 사다 소고기 

시기 서기 구리 도시 소나무 

 

2. 아기 오이 우유 여기 이야기 

나이 아마 사유 요사이 어머니 

 

3. 자주 저기 바지 부자 저고리 

지구 가지 거지 그저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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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A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PA  [a] [ya] [ô] [yô] [oâ] [yoâ] [u] [yu] [ö] [i] 

ㅊ(xh) 차 챠 처 쳐 초 쵸 추 츄 츠 치 

ㅊ           

ㅋ(kh) 카 캬 커 켜 코 쿄 쿠 큐 크 키 

ㅋ           

ㅌ(th) 타 탸 터 텨 토 툐 투 튜 트 티 

ㅌ           

ㅍ(ph) 파 퍄 퍼 펴 포 표 푸 퓨 프 피 

ㅍ           

ㅎ(h) 하 햐 허 혀 호 효 후 휴  흐 히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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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4.4 

1. 차 마차 치마 고추 기차 

초 추수 기초 차차 가치 

 

2. 코 크기 코코아 비키다 코스모스 

키 크다 스키 시키다 아카시아 

  

3. 터 토지 타자기 사투리 터어키 

티 로타리 타파 도토리 서투르다 

 

4. 파 포도 피리 피부 기차표 

피 파리 표구 포로 아프다 

 

5. 휴가 오후 여 후추 호수 

하다 효도 하수구 흐리다 허수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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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A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PA  [e] [ye] [eâ] [yeâ] [oa] [oe] [ueâ] [uô] [ueâ] [uy] [öi] 

ㅇ 애 얘 에 예 와 왜 외 워 웨 위 의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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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4.5 

1. ㅐ 

새 개 애기 개미 어깨 매우 대우 

내 해 배우 재수 채무 후배 배추 

 

2. ㅒ 

얘 얘기 

 

3. ㅔ 

제자 어제 세수 네시 그게 이제 

네 개 모레 시세 그네 메주 미제 

 

4. ㅖ 

예비 예의 시계 지폐 주례 폐 

 

5. ㅘ 

사과 기와 다과 조화 과부 미화 

화 과자 좌우 화려하다 

 

6. ㅙ 

사과 기와 다과 조화 과부 미화 

화 과자 좌우 화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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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ㅚ 

사회 회화 시외 교회 죄 최소 

사퇴 후회 후퇴 의외 소고기 회의 

 

8. ㅝ 

뭐 줘 둬 궈 눠 붜 

 

9. ㅞ 

스웨터 꿰매다 궤 

 

10. ㅟ 

위 귀 뒤 쥐 더위 추위 

뛰다 쉬다 취하다 

 

11. ㅢ 

의사 의회 의자 의무 의리 의례 의미 의지 

거의 회의 제의 조의 무늬 희다 띄다 씌우다 

누구의 차 너의 자리 우리 나라의 지도 



Baøi 4 

AÂm cuoái cuøng cuûa aâm tieát 
음절의음절의음절의음절의 끝소리끝소리끝소리끝소리 

1. Patxim 

Nhöõng phuï aâm coù theå laøm aâm cuoái cuûa moät aâm tieát goàm 7 phuï aâm: [ㄱㄱㄱㄱ, 
ㄴㄴㄴㄴ, ㄷㄷㄷㄷ, ㄹㄹㄹㄹ, ㅁㅁㅁㅁ, ㅂㅂㅂㅂ, ㅇㅇㅇㅇ] 

Trong tröôøng hôïp keát hôïp vôùi caùc töø noái, cuoái caâu, trôï töø baét ñaàu baèng 
moät nguyeân aâm thì thöôøng caùc phuï aâm laøm patxim chuyeån leân laøm aâm 
ñaàu tieân cuûa aâm tieát tieáp theo. 

a) Patxim ㄱㄱㄱㄱ, ㄲㄲㄲㄲ, ㅋㅋㅋㅋ ñoïc thaøn h ㄱㄱㄱㄱ [c,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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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kuùc] 책 [xheùc] 속 [xoác] 가족 [ca choác] 

약 [yaùc] 취직 [xhuy chíc] 밖 [baùc] 깎다 [caùc taø] 

섞다 [xôùc taø] 꺾다 [côùc taø] 솎다 [xoác taø] 부엌 [bu ôùc] 

Trong tröôøng hôïp keát hôïp vôùi caùc nguyeân aâm thì caùc patxim ㄱ, ㄲ, ㅋ 
ñöôïc chuyeån sang phaùt aâm thaønh aâm ñaàu tieân cuûa aâm tieát sau. 

국 국에 [구게 cu ceâ] 

독 독이 [도기 toâ ci] 

책 책을 [채글 xhe cöl] 

가족 가족이 [가조기 ca choâ ci] 

약속 약속으로 [약쏘그로 iaùc xoâ cö roâ] 

취직 취직을 [취지글 xhuy chi cöl] 

속다 속아서 [소가서 xoâ ca xô] 

 

밖 밖에 [바께 ba ceâ] 

깎다 깎아서 [까까서 ca ca xô] 

부엌 부엌에 [부어게 bu ô ceâ, 부어케 bu ô kheâ] 

동녘 동녘에 [동녀케 toâng nyô kheâ] 

들녘 들녘으로 [들녀그로 töl nyô cö toâ, 들녀크로 töl nyô khö 
roâ] 

저녁녘 저녁녘에 [저녁녀게 chô nyôùc nyô ceâ, 저녁녀케 chô nyôùc 
nyô kheâ] 

새벽녘 새벽녘에 [새벽녀게 xe byôùc nyô ceâ, 새벽녀케 xe byôùc 
nyô khe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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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atxim ㄴㄴㄴㄴ ñoïc thaønh ㄴㄴㄴㄴ[n ] 

 

손 [xoân] 산 [xan] 돈 [toân] 문 [mun] 

신문 [xin mun] 한문 [han mun] 지진 [cha chin] 

수건 [xu côn] 준비 [chun bi] 연구 [yôn cu] 문제 [mun cheâ] 

Trong tröôøng hôïp keát hôïp vôùi caùc nguyeân aâm thì paùtxim ㄴ chuyeån 
sang phaùt aâm thaønh aâm ñaàu tieân cuûa aâm tieát sau. 

손 손이 [소니 xoâ ni] 

산 산에 [사네 xa neâ] 

돈 돈을 [도늘 toâ nöl] 

문 문으로 [무느로 mu nö roâ] 

인간 인간에게 [인가네게 in ka neâ keâ] 

신문 신문에서 [신무네서 xin mu neâ xô] 

신다 신어서 [시너서 xi nô xô] 

c) Patxim ㄷㄷㄷㄷ, ㅅㅅㅅㅅ,ㅆㅆㅆㅆ,ㅈㅈㅈㅈ,ㅊㅊㅊㅊ,ㅌㅌㅌㅌ,ㅎㅎㅎㅎ ñoïc thaøn h ㄷㄷㄷㄷ [t] 

믿다 [mít taø] 닫다 [taùt taø] 굳다 [kuùt taø] 얻다 [ôùt ta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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싣다 [xít taø] 옷 [oát] 맛 [maùt] 낫 [naùt] 

벗다 [bôùt taø] 웃다 [uùt taø] 있다 [ít taø] 갔다 [kaùt taø] 

왔다 [oaùt taø] 썼다 [xôùt taø] 샀다 [xaùt taø] 낮 [naùt] 

잊다 [ít taø] 늦다 [nöùt taø] 맞다 [maùt taø] 젖다 chôùt taø 

낯 [naùt] 꽃 [coát] 빛 [bít] 낯 [naùt] 

쫓다 [choát taø] 밭 [baùt] 겉 [kôùt] 끝 [cöùt] 

밑 [mít] 뱉다 [beùt taø] 낳다 [naùt taø] 좋다 [choát taø] 

빻다 [baùt taø] 쌓다 [xaùt taø] 이렇다 [i rôùt taø] * 

* Trong tröôøng hôïp “ㅎ” keát hôïp cuøng vôùi “ㅂ,ㄷ,ㅈ,  ㄱ” thì seõ xuaát hie än  
hieän töôïng aâm hôi hoùa vaø “ㅂ” chuyeån sang thaønh “ㅍ”,  “ㄷ” phaùt aâm 
thaønh “ㅌ”,  vaø “ㅈ” phaùt aâ m thaønh “ㅊ” vaø “ㄱ” thaøn h “ㅋ”. 

Nhöõng patxim laø “ㄷ, ㅅ, ㅆ, ㅈ, ㅌ, ㅎ” keát hôïp vôùi nguyeân aâm thì 
chuyeån sang phaùt aâm thaønh aâm ñaàu tieân cuûa aâm tieát sau. 

믿다 믿으니 [미드니] 
mi tö ni 

닫다 닫아서 [다다서] 
ta ta xô 

옷 옷이 [오시] 
oâ xi 

웃다 웃어서 [우서서] 
u xô xô 

있다 있으면 [이쓰면] 
i xö myôn 

갔다 갔으니까 [가쓰니까] 
ka cö ni ka 

낮 낮에 [나제] 
na cheâ 

늦다 늦으면 [느즈면] 
nö chö myôn 

꽃 꽃으로 [꼬츠로] 
koâ xhö roâ 

쫓다 쫓았으나 [쪼차쓰나] 
choâ xha xö na 

끝 끝에서 [끄테서] 
kö theâ xô 

뱉다 뱉으니 [배트니] 
be thö ni 

좋다 좋은 [조은] 낳다 낳아서 [나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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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â ön na a xô * 

* AÂm ‘ㅎ’ thì khoâng phaùt aâm hoaëc phaùt aâm nheï. 

d) Pat xim ㄹㄹㄹㄹ phaùt aâm thaønh [l], caàn  uoán  löôõi khi phaùt aâm “l” ôû cuoái 
caâu: 

 

달 [tal] 물 [mul] 얼굴 [ô kul] 팔 [phal] 

수술 [xu xul] 내일 [ne il] 일기 [il ki] 길 [kil] 

굴비 [kul bi] 살구 [xal ku] 

Khi keát hôïp vôùi nguyeân aâm thì patxim “ㄹ” ñöôïc phaùt aâm thaønh aâm 
“r” vaø ñöôïc chuyeån sang thaønh aâm thöù nhaát cuûa aâm tieát thöù hai. 

달 달을 [다를 ta röl] 

물 물에 [무레 mu reâ] 

얼굴 얼굴이 [얼구리 ôl ku li] 

수술 수술을 [수수를 xu xu röl] 

팔월 팔월에 [파뤄레 pha ruô reâ] 

지하철 치하철에는 [지하처레는 chi ha xhô reâ nön] 

팔다 팔아서 [파라서 pha ra x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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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Pat xim ㅁㅁㅁㅁ ñoïc thaønh ㅁㅁㅁㅁ[m] 

 
마음 [ma öm] 감 [kam] 봄 [boâm] 김 [kim] 

바람 [ba ram] 심다 [xim taø] 담배 [tam be] 침대 [xhim te] 

남자 [nam cha] 감기 [kam ki] 감다 [kam taø] 

Khi keát hôïp vôùi nguyeân aâm thì patxim “ㅁ” chuyeån sang phaùt aâm 
thaønh aâm ñaàu tieân cuûa aâm tieát tieáp theo. 

봄 봄에 [보메 boâ meâ] 

감 감을 [가믈 ka möl] 

김 김으로 [기므로 ki mö roâ] 

남 남에게 [나메게 na meâ keâ] 

마음 마음에 [마으메 ma ö meâ] 

바람 바람이 [바라미 ba ra mi] 

심다 심어서 [시머서 xi ma xô] 

f) Caùc patxim ㅂㅂㅂㅂ,ㅍㅍㅍㅍ ñoïc thaøn h ㅂㅂㅂㅂ[p] 

집 [chíp] 밥 [baùp] 법 [bôùp] 입구 [íp ku] 

잡지 [chaùp chi] 접시 [chôùp xi] 돕다 [toáp taø] 앞 [aù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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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xuùp] 집 [chíp] 잎 [íp] 

옆집 [yôùp chíp] 덮개 [tôùp ce] 엎다 [ôùp taø] 

Khi keát hôïp vôùi nguyeân aâm thì patxim ㅂ, ㅍ chuyeån sang phaùt aâm 
thaønh aâm ñaàu tieân cuûa aâm tieát tieáp theo. 

집 집에 [지베 chi peâ] 

밥 밥을 [바블 ba böl] 

법 법이 [버비 bô bi] 

삽 삽으로 [사브로 xa bö roâ] 

일곱 일곱에서 [일고베서 il coâ beâ xô] 

업다 업으니까 [어브니까 i bö ni ka] 

 

앞 앞에 [아페 a pheâ] 

숲 숲에서 [수페서 xu pheâ xô] 

잎 잎이 [이피 I phi] 

짚 짚으로 [지프로 chi phö roâ] 

강당옆 강당옆에 [강당여폐 kang tang yô phieâ] 

덮다 덮어 [더퍼 tô ph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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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Patxim ㅇㅇㅇㅇ ñoïc thaønh ㅇㅇㅇㅇ[n g] 

 

강 [kang] 방 [bang] 강당 [kang tang] 

시장 [xi chang] 공항 [koâng hang] 야망 [ya mang] 

당장 [tang chang] 여성 [yô xông] 성경 [xông kyông] 

사랑방 [xa rang bang] 명동 [myông toâng] 

Trong tröôøng hôïp keát hôïp vôùi nguyeân aâm thì patxim “ㅇ”  khoâng 
chuyeån sang phaùt aâm thaønh aâm ñaàu tieân cuûa aâm tieát tieáp theo. 

강 강에 [강에 kang eâ] 

방 방에서 [방에서 bang eâ xô] 

공 공으로 [공으로 koâng ö roâ] 

야망 야망이 [야망이 ya mang i] 

시장 시장에 [시장에 xi chang eâ] 

공항 공항으로 [공항으로 koâng hang ö roâ] 

강당 강당은 [강당은 kang tang ön] 

Luyeän  taäp 5. Ñoïc caùc aâm tieát cuoái s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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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구 집에서 저녁 밥을 먹었습니다. 

2. 앞치마를 입고 일하세요. 

3. 차를 집 앞에 세웠습니다. 

5. 저를 믿고 따라 오세요. 

6. 문 좀 닫아 주세요. 

7. 낫과 호미를 샀어요. 

8. 낫으로 풀을 뱁니다. 

9. 낮과 밤의 길이가 같습니까? 

10. 낮에는 온도가 높아요. 

11. 애기가 낯선 사람을 보고 울어요. 

12. 밭에 팥과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13.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14. 저는 국을 좋아합니다. 

15. 약속 시간이 몇 시입니까? 

16. 북녘 땅에 가 보고 싶어요. 

17. 부엌에서 뭘 하세요? 

18. 김치국을 잡숴 보셨어요? 

19. 옷감을 사 가지고 바지를 만들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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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언니, 산으로 올라가자. 

21. 눈이 내리는군요. 

22. 빵과 과일을 살까요? 

23. 이 공장에서 운동기구를 만듭니다. 

24. 일월 일일에 만납시다. 

25. 바람이 솔솔 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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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6. Luyeän  phaùt aâm patxim “ㅇㅇㅇㅇ” 

1. 공부합니다. 

2. 농부가 일합니다. 

3.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4. 사랑방에서 이야기 합시다. 

5.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6. 장마가 졌습니다. 

7. 정말 재미있습니까? 

8. 장미가 예쁩니다. 

9. 창문을 여십시오. 

10. 강물이 많아졌습니다. 

11.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2. 명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13. 형님은 방에 계십니다. 

14. 강남으로 이사합니다. 

15. 동남아로 갑시다. 

16. 공장에서 일합니다. 

17. 상자에 넣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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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주에 고적이 있습니다. 

19. 그 상점에서 사지 마십시오. 

20. 그 사람은 성질이 아주 나쁩니다. 

21. 경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22. 공책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23. 홍차가 맛이 이상합니다. 

24. 선생은 공처가입니까? 

25. 저는 상추를 좋아합니다. 

26. 방 안이 춥습니다. 

27. 공항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28. 호랑이는 무서워 하지 않습니다. 

29. 내 입장이 곤란합니다. 

30. 오징어를 하는 상인이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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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txim keùp  

Patxim keùp chæ ñöôïc phaùt aâm thaønh moät trong tröôøng hôïp ñöùng cuoái caâu 
hoaëc tröôùc phuï aâm, coù moät soá tröôøng hôïp phaùt aâm phuï aâm ñaàu tieân, phaùt 
aâm phuï aâm cuoái, vaø coù tröôøng hôïp phaùt aâm caû hai aâm. Vaø nhöõng patxim 
keùp naøy khi keát hôïp cuøng vôùi caùc töø noái, trôï töø, cuoái caâu baét ñaàu baèng phuï 
aâm thì chæ phuï aâm cuoái cuøng chuyeån sang phaùt aâm thaønh aâm ñaàu tieân cuûa 
aâm tieát tieáp theo. 

Coù theå xem baûng sau: 

Baûng 5: AÂm cuoái cuûa aâm tieát 

Patxim Patxim keùp 

( pa xim  ñ ôn, pa t xim  ñ oâi)  Phuï a âm  tr öôù c Phuï a âm  sa u Ca û phuï a âm  sa u va ø 
tr öôù c 

ㄱ ㄱ,ㄲ,ㅋ ㄳ  ㄺ 

ㄴ  ㄵ, ㄶ   

ㄷ ㄷ,ㅅ,ㅆ,ㅈ,ㅊ,ㅌ,ㅎ    

ㄹ ㄹ ㄽ, ㄾ, ㅀ  ㄺ, ㄼ 

ㅁ ㅁ  ㄻ  

ㅂ ㅂ,ㅍ ㅄ ㄿ ㄼ 

ㅇ ㅇ    

1) Nhöõng patxim sau thì chæ phaùt aâm phuï aâm ñaàu tieân  “ㄳㄳㄳㄳ, ㄵㄵㄵㄵ, ㄶㄶㄶㄶ, ㄽㄽㄽㄽ, 
ㄾㄾㄾㄾ, ㅄㅄㅄㅄ””””. 

ㄳ phaùt aâm thaønh ㄱ[k], ñi sau laø nguyeân aâm thì phuï aâm thöù hai chuyeån 
leân thaønh aâm ñaàu tieân cuûa aâm tieát tieáp theo. 

몫 [목 moác] 몫으로 [목스로 moâ xö roâ] 

삯 [삭 xaùc] 삯이 [삭시 xaùc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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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 [넉 nôùc] 넋을 [넉슬 nôùc xöl] 

ㄵ phaùt aâm thaønh ㄴ[n], ñi sau laø nguyeân aâm thì phuï aâm thöù hai 
chuyeån leân thaønh aâm ñaàu tieân cuûa aâm tieát tieáp theo 

앉다 [안따 an taø] 앉아서 [안자서 an cha xô] 

얹다 [언따 ôn taø] 얹으니 [언즈니 ôn chö ni] 

ㄶ phaùt aâm thaønh ㄴ[n], ñi sau laø nguyeân aâm thì ㄴ[n] chuyeån sang 
thaønh aâm ñaàu tieân cuûa aâm tieáp theo 

많다 [만타 man thaø] 많으면 [마느면 ma nö myôn] 

괜찮다 [괜찬타 koeùn xhaùn thaø] 

괜찮아서 [괜차나서 koeùn xhaù na xô] 

ㄽ phaùt aâm thaønh ㄹ[l], ñi sau laø nguyeân aâm thì phuï aâm thöù hai chuyeån 
leân thaønh aâm ñaàu tieân cuûa aâm tieát tieáp theo 

외곬 [외골 ueâ koâl] 외곬으로 [외골쓰로 ueâ koâ xö loâ] 

곬 [골 koâl] 곬에 [골쎄 koâl xeâ] 

ㄾ phaùt aâm thaønh ㄹ[l], ñi sau laø nguyeân aâm thì phuï aâm thöù hai chuyeån 
leân thaønh aâm ñaàu tieân cuûa aâm tieát tieáp theo 

핥다 [할따 hal taø] 핥아 [할타 hal thaø] 

훑다 [훌따 hul taø] 훑으니 [훌트니 hul thö ni] 

ㅀ phaùt aâm thaønh ㄹ[l], ñi sau laø nguyeân aâm thì ㄹ[l] chuyeån leân thaønh 
aâm ñaàu tieân cuûa aâm tieát tieáp theo. 

잃다 [일타 il thaø] 잃어서 [이러서 i rô xô] 

싫다 [실타 xil thaø] 싫으니까 [시르니까 xi rö ni ka] 

앓다 [알타 al thaø] 앓아서 [아라서 a ra xô] 

욿다 [올타 oâl thaø] 옳으면 [오르면 oâ rö my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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ㅄ phaùt aâm thaønh ㅂ[p], ñi sau laø nguyeân aâm thì phuï aâm thöù hai 
chuyeån leân thaønh aâm ñaàu tieân cuûa aâm tieát tieáp theo 

값 [kaùp] 값이 [갑씨 kaùp xi] 

없다 [ôïp taø] 없으니까 [업쓰니까 ôïp xö ni ka] 

2) Nhöõn g patxim ㄻㄻㄻㄻ,ㄿㄿㄿㄿ thì phaùt aâm baèn g phuï aâm cuoái. 

ㄻ phaùt aâm thaønh ㅁ[n], ñi sau laø nguyeân aâm thì phuï phuï aâm thöù hai 
chuyeån leân thaønh aâm ñaàu tieân cuûa aâm tieát tieáp theo 

삶다 [삼따 xaim taø] 삶아 [살마 xal ma] 

젊다 [점따 chôm taø] 젊어서 [절머서 chôl mô xô] 

굶다 [굼따 kum taø] 굶으니까 [굴므니까 kul mö ni ka] 

옮다 [옴따 oâm taø] 옮으면 [올므면 oâl mö myôn] 

ㄿ phaùt aâm thaønh ㅍ[p], ñi sau laø nguyeân aâm thì phaùt aâm aâm thöù nhaát 
vaø phuï aâm thöù hai chuyeån leân thaønh aâm ñaàu tieân cuûa aâm tieát tieáp theo 

읊다 [읍따 öùp taø] 읊어 [을퍼 öl phô] 

3) Caùc patxim ㄼㄼㄼㄼ, ㄽㄽㄽㄽ thì phaùt aâm caû hai phuï aâm ñaàu vaø caû cuoái. 

a. Patxim laø ㄼ[l] thì chæ phaùt aâm phuï aâm ñaàu ㄹ[l], neáu ñi sau laø nguyeân 
aâm thì phuï aâm thöù hai chuyeån sang thaønh aâm thöù nhaát cuûa aâm tieát thöù hai. 

얇다 [얄따 yaùl taø] 얇아서 [얄바서 yal ba xô] 

넓고 [널꼬 nôl koâ] 넓으면 [널브면 nôl bö myôn] 

짧게 [짤께 chal keâ] 짧으니까 [짤브니까 chal bö ni ka] 

엷다 [열따 yôl taø] 엷은 [열븐 yôl bön] 

여덟 [여덜 yô tôl] 여덟이 [여덜비 yô tôl bi] 

b. Patxim laø ㄼ[p] thì chæ phaùt aâm phuï aâm sau, neáu ñi sau laø nguyeân aâm 
thì laïi phaùt aâm phuï aâm ñaàu laø phuï aâm thöù hai chuyeån thaønh aâm thöù nhaát 
cuûa aâm tieát thöù 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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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지 [발찌 baùp chi] 밟아서 [발바서 bal ba xô] 

c. Patxim laø ㄺ thì phaùt aâm phuï aâm ñaàu ㄱ[k], neáu ñi sau laø nguyeân aâm 
thì laïi phaùt aâm phuï aâm ñaàu vaø phuï aâm thöù hai chuyeån thaønh aâm ñaàu cuûa 
aâm tieát thöù hai. 

맑고 [말꼬 mal koâ] 맑으면 [말그면 mal cö myôn] 

묽게 [물께 mul keâ] 묽어서 [물거서 mul cô xô] 

밝고 [발꼬 bal koâ] 밝은 [발근 bal cön] 

읽고 [일꼬 il koâ] 읽으니까 [일그니까 il cö ni ka] 

d. Patxim laø ㄺ thì phaùt aâm phuï aâm cuoái ㄱ[k], neáu ñi sau laø nguyeân aâm 
thì phaùt aâm phuï aâm ñaàu vaø phuï aâm thöù hai chuyeån thaønh aâm thöù nhaát cuûa 
aâm tieát thöù hai. 

닭 [닥 taùc] 닭이 [달기 tal ki] 

흙 [흑 höùc] 흙으로 [흘그로 höl kö roâ] 

맑다 [막따 maùc taø] 맑아서 [말가서 mal ka xô] 

늙지 [늑찌 nöùc chi] 늙으면 [늘그면 nöl cö myôn] 

붉다 [북따 buùc taø] 붉은 [불근 bul cön] 



 Baøi 4: AÂm cuoái cuøng cuûa aâm tieát -  55 

Luyeän  taäp 7. Ñoïc caùc patxim keùp sau: 

1. 값도 싸고 질도 좋습니다. 

2.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3. 과일 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4. 없는 물건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5. 그 아이가 넋 나간 것 같아요. 

6. 조고리 삯과 치마 삯이 다릅니까? 

7. 밝고 맑은 세상을 만들어야죠. 

8. 감나무에 감이 많이 달렸습니다. 

9. 삶은 계란을 좋아합니까? 

10. 하루종일 굶고 일할 수 있습니까? 

11. 밭과 논이 많으니까 일이 많습니다. 

12.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누가 짓습니까? 

13. 달빛이 밝습니다. 

14. 외곬으로 공부해야 성공합니까? 

15. 개는 핥아야 먹지 핥지 않고는 먹을 수 없나 봐요. 

16. 이 물건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17. 너 그 사람 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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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리를 옮겨 않아야겠습니다. 

19. 사과 여덟 개 사왔습니다. 

20. 넓고 넓은 밤 하늘이야. 

21. 닭고기하고 쇠고기 조금 사와요. 

22. 맑은 물이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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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8. Ñoïc caùc caâu sau vaø vieát ñuùng n hö ñoïc. 

1. 옆 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우리 집 앞에서 꽃을 팔고 있습니다. 

 (    ) (    ) (         ) 

 

2. 나무 잎을 모으려고 연습장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     ) (         ) 

 

3. 깊고 깊은 산 속에서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      ) (      ) (       ) 

 

4. 믿는 나무에 발등 찍힌다고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      ) (         ) 

 

5. 예쁜 옷을 입고 다섯시에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     ) (     ) 

 

6. 늦잠을 잤는데도 낮에 또 낮잠을 잤습니다. 

 (       ) (       ) 

 

7. 애기가 낯선 사람을 보고 낯이 설다고 웁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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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친구가 회사를 맡아 달라고 했지만 맡지 않았습니다. 

 (      ) (      ) 

 

9. 그는 한국에 와서 한국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     ) (     ) 

 

10. 아이는 밖에서 놀다가 부엌에 계시는 어머니를 보고 부엌 

 (      ) (     ) (     ) 

쪽으로 달려 갔습니다. 

 

11. 돈이 없어서 값도 물어 보지 못했습니다. 

 (      ) (      ) 

 

12. 내 몫도 못 받았는데 여덟 사람 몫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   ) (       ) (      ) 

 

13. 개가 제 새끼를 핥고 있다가 나를 훑어 보더니 짖기 

 (      ) (      ) 

시작합니다. 

 

14. 괜찮다고 말했는데도 가시 싫으면 싫다고 말하래요. 

 (       ) (       ) (       ) 

 

15. 벌로 손을 머리에 얹고 땅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Baøi 4: AÂm cuoái cuøng cuûa aâm tieát -  59 

 (      ) (      ) 

 

16. 젊고 예쁜 아가씨가 계란을 삶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     ) (      ) 

 

17. 달 밝은 밤에 눈을 밟고 또 밟으면서 시를 읊어 보았습니다. 

 (      )  (     ) (       ) (     ) 

 

18. 바지를 짧게 해 달라고 했더니 너무 짧아서 입을 수가  

 (      ) (     ) 

 없습니다. 

 (   ) 

 

19. 굵고 낮은 목소리로 책을 읽으니까 꼭 늙은이 같습니다. 

 (      ) (      ) (      ) 

 

20. 그는 많고 많은 재산을 다 없애 버렸습니다. 

 (    ) (    ) (      ) 



 - Phaàn II: AÂm vò 60 

Luyeän  taäp 9. So saùnh caùc n guyeân  aâm sau vaø phaùt aâm 

1. [ㅣㅣㅣㅣ] vaø [ㅡㅡㅡㅡ] 

김 금 

길 글 

집 즙 

기분 그분 

 
이름 지금 기쁨 입금 기능 

근심 즉시 크기 급히 승진 

 
2. [ㅡㅡㅡㅡ] vaø [ㅓㅓㅓㅓ] 

늘 널 

틀 털 

승격 성격 

즉시 성격 

즉시 적시 

 
그럼 근처 음성 증거 증정 

어느 저금 어른 전등 전근 

 
3. [ㅣㅣㅣㅣ] vaø [ㅓㅓㅓㅓ] 

김 검 

이름 어름 

지금 저금 

치마 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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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일어 실천 직업 기적 

머리 저기 점심 성인 천지 

 

5. [ㅓㅓㅓㅓ] vaø [ㅗㅗㅗㅗ] 

거기 고기 

범 봄 

넣다 놓다 

덜다 돌다 

 

서도 전보 성공 처소 전공 

독서 농업 소설 조언 보전 

 

6. [ㅡㅡㅡㅡ] va ø[ㅜㅜㅜㅜ] 

글 굴 

그분 구분 

근대 군 

은행 운행 

 

근무 금주 승부 능숙 

문득 우측 궁금 울긋불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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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10. Haõy chuù yù caùc n guyeân  aâm sau vaø phaùt aâm. 

1. 이 애가 내 동생입니다. 

2. 후배 여학생이 예쁩니다. 

3. 얘기 좀 합시다. 

4. 얘가 어디 갔지? 

5. 지금 몇 시입니까? 

6. 좋은 데 데리고 가십시오. 

7. 폐가 많습니다. 

8. 예식장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9. 대합실에 관광객이 많습니다. 

10. 괜히 화를 냅니다. 

11. 왜냐하면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12. 외삼촌은 회냉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13. 소원이 뭔지 말해 보십시오. 

14. 입원한 환자가 모두 몇 사람입니까? 

15. 선생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16. 웬걸요. 제가 졌습니다. 

17. 화병이 책상 위에 있습니다. 

18. 의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19. 옥희와 영흰느 성의를 다 했습니다. 

20. 국회의원들이 회의에서 싸웠습니다. 

Luyeän  taäp 11. So saùn h “ㅔㅔㅔㅔ”””” vaø “ㅐㅐㅐㅐ”””” vaø luyeän  phaùt aâ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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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는 좋아하지만 게는 싫어합니다. 

2. 베옷을 입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3. 점심 때 떼를 지어 점심 먹으러 갑니다. 

4. 내일 학생 네 명을 초대했습니다. 

5. 이 물건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6. 새해부터 세배하러 다녀야겠습니다. 

7. 내 발에 맞는 것으로 양말 네 켤레를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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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12. So saùn h caùc aâm sau vaø luyeän  ñoïc: 

1. ㅂㅂㅂㅂ,ㅃㅃㅃㅃ,ㅍㅍㅍㅍ 

1) 보리 빵을 팝니다. 

2) 빨래는 풀해서 다리십시오. 

3) 팔과 발이 맞아야지, 발이 더 빠릅니다. 

4) 빨강에 비해서 파랑이 너무 진합니다. 

5) 발에 피가 나서 빨리 약을 발랐습니다. 

2. ㄷㄷㄷㄷ,ㄸㄸㄸㄸ,ㅌㅌㅌㅌ 

1) 나무에 달린 사과를 따려고 담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2) 토끼 두 마리가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에 놀랐습니다. 

3) 내 딸이 달발에 뜰에서 탈춤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4) 동생은 통통하고 형은 뚱뚱합니다. 

5) 나는 들에서 피는 꽃들을 틈틈이 뜰에다 심었습니다. 

3. ㅈㅈㅈㅈ,ㅉㅉㅉㅉ,ㅊㅊㅊㅊ 

1) 참말로 짬이 없어 잠을 못 잤습니다. 

2) 침도 맞고 찜질도 해서 참 좋아졌습니다. 

3) 냇물은 졸졸 흐르고 바닷물은 출렁거립니다. 

4) 점심을 짜게 먹었는지 찬 물만 먹고 싶습니다. 

5)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4. ㅅㅅㅅㅅ,ㅆㅆㅆㅆ 

1) 쌀을 사러 쌀가게에 가니까 쌀은 없고 싼 보리만 있었습니다. 

2) 시장에서 산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습니다. 

3)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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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솔솔 부는 봄 바람이 얼마나 쌀쌀한지 모릅니다. 

5) 싼 물건을 샀더니 금방 못 쓰게 되었습니다. 

5. ㄱㄱㄱㄱ,ㄲㄲㄲㄲ,ㅋㅋㅋㅋ 

1) 코끼리는 코가 길어? 꼬리가 길어? 

2) 그는 꿈이 커서 큰 그릇이 될 겁니다. 

3) 꿈에 금을 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4) 김 선생을 키가 큰 김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5) 불을 자꾸 켰다 껐다 해서 고장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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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13. So saùn h caùc patxim “ㅁㅁㅁㅁ, ㄴㄴㄴㄴ, ㅇㅇㅇㅇ“ vaø luyeän  phaùt aâm sau: 

1. 감 간 강 

참 찬 창 

잠 잔 장 

 

2. 잠깐  담당 궁금 건강 진심 

농촌 농담 생선 한참 안경 

단념 긴장 존경 경험 장난감 

칭찬 신념 중심 감정 선생님 

공부 상담 흥분 당번 운반 

 



Baøi 5 

Phuï aâm höõu thanh vaø phuï aâm voâ 
thanh 
유성자음과유성자음과유성자음과유성자음과 무성자음무성자음무성자음무성자음 ( 과과과과 

) 

경음, 격음, 마찰음을 제외한 무성폐쇄음 (평음) ‘ㅂ, ㄷ, ㅈ, ㄱ’ 이 
첫소리일 때에는 무성자음 [p, t, ts, k] 이지만 이것이 유성음 (모든 
모음과 ㅁ, ㄴ, ㅇ, ㄹ) 사이에서는 유성음화하여 유성자음 [b, d, dz, g] 
로 발음된다. 그러나 의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성음의 환경에서 평음이 유성음화하지 않는 것도 있다. 즉 
음절말이 유성자음 ‘ㅁ, ㄴ, ㅇ, ㄹ’ 인 경우에 경음화하는 것도 있고 
우성음화하는 것도 있다. 

1. ㅂㅂㅂㅂ ñoïc thaø nh aâm voâ thanh [p] va ø aâm höõ u t hanh [b] 

 [p] 

 바다 보리 부모 비 

 [b] 

 가방 이불  두부 아버지 

 담배 심방 김당 겸비 

 준비 난방 헌병 신부 

 공부 방법 낭비 양복 

 갈비 일본 실비 수술비 



 - Phaàn II: AÂm vò 68 

2. ㄷㄷㄷㄷ ñoïc thaø nh aâm höõ u than h [t] vaø aâm  voâ t hanh [d] 

 [t] 

 다리 덕 도구 댁 

 [d] 

 지도 다들 구두 어디 

 담당 침대 감당 남대문 

 만두 군대 온돌 운동 

 명동 경대 응답 강당 

 돌담 달다 놀다 돌다리 

3. ㅈㅈㅈㅈ ñoïc t haønh a âm höõ u than h [ts] vaø aâm voâ  thanh [dz ]. 

 [ts] 

 자꾸 저것 주인 지리 

 [dz] 

 이제 모자 바지 수저 

 감자 남자 감정 금지 

 진지 먼지 문장 안주 

 공장 농장 창조 긍지 

 글짓기 딸자식 칠주의 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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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ㄱㄱㄱ ñoïc thaø nh aâm höõ u than h [k] vaø aâm voâ  t hanh [g ] 

[k] 

 고기 구두 거지 그림 

[g] 

 아기 누구 휴가 사과 

 감기 임금 감격 금강산 

 연구 친구 한국 건강 

 정구 공기 항구 중국 

 일기 달걀 물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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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14: Haõy phaân bieät xem boä phaän gaïch döôùi tron g caùc caâu 
sau laø aâm höõu thanh hay laø aâm voâ than h 

Ví duï: 바가지 

 (무성음) 

1. 부모님께서는 일요일에 보통 집에 계십니다. 

동생은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느라고 책들을 가방에 넣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집에서 공부나 해야겠습니다. 

 

부모님 준비 가방 비가 공부 

(       ) (       ) (       ) (       ) (       ) 

2. 명동에서 구두를 하나 샀습니다. 

독감에 걸려서 내과 담당 의사를 찾아 갔습니다. 

다음 달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명동 구두 독감 담당 다음 달 돌아가려고 

(       ) (       ) (       ) (       ) (       )  (       ) 

3. 주인 아저씨가 공장장이에요. 

요즘 불이 자주 나니까 불조심 해야해요. 

저것 좀 봐요. 

 

주인 아저씨 공장장 불조심 저것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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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가 벽에다 그림을 그렸지? 

저는 학교 과학실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국군 아저씨에게 내사 쓴 일기를 보냈습니다. 

 

누가 그렸지 연구하고 국군 일기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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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àn III 

Bieán ñoåi cuûa aâm vò 
음운의음운의음운의음운의 변동변동변동변동 ( 의의의의 動動動動) 

Vôùi moät aâm vò thì tuøy vaøo aâm tröôùc vaø sau cuûa noù keát hôïp maø bieán ñoåi 
caùc aâm ñoù. Hieän töôïng naøy ñöôïc goïi laø hieän töôïng bieán ñoåi cuûa aâm vò. 



Baøi 6 

Hoøa aâm nguyeân aâm 
모음조화모음조화모음조화모음조화 ( ) 

Ñaây laø hieän töôïng nhöõng nguyeân aâm döông tính (ㅏ,ㅗ) hoaëc caùc nguyeân 
aâm aâm tính (ㅓ,ㅜ,ㅡ,ㅣ,ㅚ,ㅟ) keát hôïp vôùi nhau. Nguyeân aâm tröôùc laø 
nguyeân aâm döông tính hay aâm tính thì ñöôïc quyeát ñònh bôûi nguyeân aâm 
phía sau. Caùc hieän töôïng naøy chuû yeáu xuaát hieän vaøo caùc töø chæ hình thaùi 
vaø caáu truùc keát thuùc caâu(keát thuùc lieân keát, keát thuùc toaøn phaàn) 

Baûng 6: Hoøa aâm n guyeân  aâm 

 Nguyeân aâm ñi tröôùc Nguyeân aâm ñi s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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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í duï: 살랑살랑 : 설렁설렁 

 소곤소곤 : 수군수군 

 졸졸 : 줄줄 

 파랗다 : 퍼렇다 

1. Nguyeân aâm döông tí nh 

1) [ㅏ] + [ㅏ] 

잡다 d 잡 + 아요 d 잡아요 

닫다 d 닫 + 았다 d 닫았다 

같다 d 같 + 아서 d 같아서 

찾다 d 찾 + 아도 d 찾아도 

깎다 d 깎 + 아야 d 깎아야 

2) [ㅗ] + [ㅏ] 

보다 d 보 + 아요 d 보아요 

놓다 d 놓 + 았다 d 놓았다 

좁다 d 좁 + 아서 d 좁아서 

쏟다 d 쏟 + 아도 d 쏟아도 

뽑다 d 뽑 + 아야 d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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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guyeân aâm a âm tín h . 

1) [ㅓ] + [ㅓ] 

먹다 d 먹 + 어요 d 먹어요 

업다 d 업 + 었다 d 업었다 

걸다 d 걸 + 어서 d 걸어서 

넣다 d 넣 + 어도 d 넣어도 

꺾다 d 꺾 + 어야 d 꺾어야 

2) [ㅜ] + [ㅓ] 

묻다 d 묻 + 어요 d 묻어요 

다투다 d 다투 + 었다 d 다투었다 

나누다 d 나누 + 어서 d 나누어서 

다루다 d 다루 + 어도 d 다루어도 

그만두다 d 그만두 + 어야 d 그만두어야 

3) [ㅡ] + [ㅓ] 

쓰다 d 쓰 + 어요 d 쓰어요 d 써요 *1 

끊다 d 끊 + 었다 d 끊었다 

늦다 d 늦 + 어서 d 늦어서 

끓다 d 끓 + 어도 d 끓어도 

들아 d 들 + 어야 d 들어야 

4) [ㅣ] + [ㅓ] 

신다 d 신 + 었다 d 신었다 

믿다 d 믿 + 어서 d 믿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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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다 d 가르치 + 어도 d 가르치어도 d 가르쳐도 *2 

이기다 d 이기 + 어야 d 이기어야 d 이겨야 

5) [ㅚ] + [ㅓ] 

괴다 d 괴 + 었다 d 괴었다 

되다 d 되 + 어서 d 되어서 

6) [ㅟ] + [ㅓ] 

쉬다 d 쉬 + 어요 d 쉬어요 

쥐다 d 쥐 + 어도 d 쥐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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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15: Choïn  ñuùng töø tron g n goaëc 

1. 너무 피곤하니까 쉬(았,었)다가 할까? 

 .......................................................................................................  

2. 늦(았,었)으니까 빨리 먹(아,어). 

 .......................................................................................................  

3. 담배를 피워(와,워)서 창문을 닫(았,었)다. 

 .......................................................................................................  

4. 너무 추(와,워)서 창문을 닫(았,었)다. 

 .......................................................................................................  

5. 치마 길(아,어)서 줄여 입(았,었)다. 

 .......................................................................................................  

6. 이 아이는 과일을 깎아(아,어) 주(아,어)도 울(아,어)요. 

 .......................................................................................................  

7. 걸(아,어)서 오면 늦을 것 같(아,어)서 택시를 잡(아,어) 탔다. 

 .......................................................................................................  

8. 그 사람을 한 번 만나 보(았,었)는데 믿(아,어)도 될까? 

 .......................................................................................................  

9. 그 길은 너무 좁(아,어)서 차가 들어가기가 어려(왔,웠)다. 

 .......................................................................................................  

10. 책상 위에 놓(아,어)둔 책이 아무리 찾(아,어)도 없다. 

 .......................................................................................................  



Baøi 7 

Ruùt goïn vaø bò boû qua 
축약과축약과축약과축약과 탈락탈락탈락탈락 ( 과과과과 落落落落) 

Ruùt goïn laø hieän töôïng hai aâm tieát nhöng ruùt goïn chæ ñoïc moät aâm tieát. Coøn 
hieän töôïng boû qua laø hai aâm tieát nhöng moät aâm tieát bò boû qua. Hieän töôïng 
naøy cuõng coù luùc xuaát hieän moät caùch baét buoäc hoaëc töï yù tuøy theo töøng ñoäng 
töø (söû duïng caû hình thaùi tröôùc khi ruùt goïn boû qua vaø caû sau khi ñaõ ruùt goïn 
boû qua) 

1. Ruùt  goïn 

Khi nguyeân aâm ñi tröôùc “ㅗㅗㅗㅗ” gaëp nguyeân aâm ñi sau “ㅏㅏㅏㅏ” thì thaønh 
“ㅚㅚㅚㅚ” 

Khi nguyeân aâm ñi tröôùc “ㅜㅜㅜㅜ” gaëp nguyeân aâm ñi sau “ㅓㅓㅓㅓ” thì thaønh 
“ㅝㅝㅝㅝ” 

Khi nguyeân aâm ñi tröôùc “ㅣㅣㅣㅣ” gaëp nguyeân aâm ñi sau “ㅓㅓㅓㅓ” thì thaønh 
“ㅕㅕㅕㅕ” 

Khi nguyeân aâm ñi tröôùc “ㅣㅣㅣㅣ” gaëp nguyeân aâm ñi sau “ㅗㅗㅗㅗ” thì thaønh 
“ㅛㅛㅛ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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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ûng 7: Ruùt goïn  

Nguyeân aâm tröôùc Nguyeân aâm sau Ruùt goïn 

ㅗㅗㅗㅗ ㅏㅏㅏㅏ ㅘㅘㅘㅘ 

ㅜㅜㅜㅜ ㅓㅓㅓㅓ ㅝㅝㅝㅝ 

ㅣㅣㅣㅣ ㅓㅓㅓㅓ ㅕㅕㅕㅕ 

ㅣㅣㅣㅣ ㅗㅗㅗㅗ ㅛㅛㅛㅛ 

 

1) [ㅗ] + [ㅏ] thaønh [ㅘ] 

오다 d 오 + 았다 d 오았다 d 왔다 (baét buoäc) 

보다 d 보 + 아 d 보아 d 봐 (tuøy yù) 

고다 d 고 + 아서 d 고아서 d 과서 (tuøy yù) 

꼬다 d 꼬 + 아도 d 꼬아도 d 꽈도 (tuøy yù) 

쏘다 d 쏘 + 아야 d 쏘아야 d 쏴야 (tuøy yù) 

쪼다 d 쪼 + 아야 d 쪼아야 d 쫘야 (tuøy yù) 

2) [ㅜ] + [ㅓ] thaønh [ㅝ] 

주다 d 주 + 었다 d 주었다 d 줬다 (tuøy yù) 

배우다 d 배우 + 어 d 배우어 d 배워 (baét buoäc) 

외우다 d 외우 + 어서 d 외워서   (baét buoäc) 

피우다 d 피우 + 어도 d 피우어도 d 피워도 (baét buoäc) 

싸우다 d 싸우 + 어야 d 싸우어야 d 싸워야 (baét buoäc) 

그만두다 d 그만두 + 어서 d 그만두어서 d 그만둬서 (tuøy yù) 

3) [ㅣ] + [ㅓ] thaønh [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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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다 d 하시 + 었다 d 하시었다 d 하셨다 (tuøy yù) 

고치다 d 고치 + 어 d 고치어 d 고쳐 (baét buoäc) 

아끼다 d 아끼 + 어서 d 아끼어서 d 아껴서 (baét buoäc) 

가르치다 d 가르치 + 어도 d 가르치어도 d 가르쳐도 (baét buoäc) 

꾸미다 d 꾸미 + 었다 d 꾸미었다 d 꾸몄다 (baét buoäc) 

다리다 d 다리 + 어 다리어 d 다려 (baét buoäc) 

가리다 d 가리 + 어서 d 가리어서 d 가려서 (baét buoäc) 

끼치다 d 끼치 + 어도 d 끼치어도 d 끼쳐도 (baét buoäc) 

4) [ㅣ] + [ㅗ] thaønh [ㅛ] 

아니 + 오 d 아니오 d 아뇨 (tuøy yù) 

가시 + 오 d 가시오 d 가쇼 (tuøy yù) 

2. Boû qua 

Nguyeân aâm ñaàu [ㅏㅏㅏㅏ] gaëp nguyeân aâm sau [ㅏㅏㅏㅏ] thì [ㅏㅏㅏㅏ] bò boû qua khoâng 
ñoïc. 

Nguyeân aâm ñaàu [ㅡㅡㅡㅡ] gaëp nguyeân aâm sau [ㅓㅓㅓㅓ] thì [ㅡㅡㅡㅡ] bò boû qua khoâng 
ñoïc. 

Nguyeân aâm ñaàu [ㅣㅣㅣㅣ] gaëp nguyeân aâm sau [ㅏㅏㅏㅏ] thì [ㅣㅣㅣㅣ] bò boû qua khoâng 
ñoïc. 

Nguyeân aâm ñaàu [ㅓㅓㅓㅓ] gaëp nguyeân aâm sau [ㅓㅓㅓㅓ] thì [ㅓㅓㅓㅓ] bò boû qua khoâng 
ñoï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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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ûng 8: Boû qua 

Nguyeân aâm tröôùc Nguyeân aâm sau Boû qua 

ㅏㅏㅏㅏ ㅏㅏㅏㅏ ㅏㅏㅏㅏ 

ㅓㅓㅓㅓ ㅓㅓㅓㅓ ㅓㅓㅓㅓ 

ㅡㅡㅡㅡ ㅓㅓㅓㅓ ㅡㅡㅡㅡ 

ㅣㅣㅣㅣ ㅏㅏㅏㅏ ㅣㅣㅣㅣ 

 

1) [ㅏ] + [ㅏ] ñoïc thaønh [ㅏ] 

가다 d 가 + 았다 d 가았다 d 갔다 (baét buoäc) 

사다 d 사 + 아서 d 사아서 d 사서 (baét buoäc) 

자다 d 자 + 아도 d 자아도 d 자도 (baét buoäc) 

싸다 d 싸 + 아야 d 싸아야 d 싸야 (baét buoäc) 

만나다 d 만나 + 아 보니 d 만나아 보니 d 만나 보니 
(baét buoäc) 

2) [ㅓ] + [ㅓ] thaønh [ㅓ] 

서다 d 서 + 었다 d 서었다 d 섰다 (baét buoäc) 

건너다 d 건너 + 어서 d 건너어서 d 건너서 
(baét buoäc) 

켜다 d 켜 + 어도 d 켜어도 d 켜도 (baét buoäc) 

펴다 d 펴 + 어야 d 펴어야 d 펴야 (baét buoäc) 

지내다 d 지내 + 어보니 d 지내어 보니 d 지내 보니 
(tuøy y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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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ㅡ] + [ㅓ] thaønh [ㅓ] 

쓰다 d 쓰 + 었다 d 쓰었다 d 썼다 (baét buoäc) 

크다 d 크 + 어서 d 크어서 d 커서 (baét buoäc) 

뜨다 d 뜨 + 어도 d 뜨어도 d 떠도 (baét buoäc) 

끄다 d 끄 + 어야 d 끄어야 d 꺼야 (baét buoäc) 

기쁘다 d 기쁘 + 어하다 d 기쁘어하다 d 기뻐하다 
(baét buoäc) 

4) [ㅣ] + [ㅏ] thaønh [ㅏ] 

크지 않다 d 크낳다 (tuøy yù) 

그러지 않아도 d 그러잖아도 (tuøy yù) 

할 수 없지 않아요 d 할 수 없잖아요 (tuøy y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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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16: Haõy ñieàn  vaøo oâ troán g baèn g nhöõn g töø trong daáu ( ) sau 
k hi aùp duïn g hình thöùc ruùt goïn  hoaëc bôùt boû 

Ví duï: 학교에 _________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가았다가) 

 d 학교에 갔다가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1. 그 분이 우리 집에 _________갔습니다. (오았다가) 

2. 그 영화는 여러번 _________ 재미있습니다. (보아도) 

3. 오늘은 시를 _________ 주셨습니다. (가르치어) 

4. 선생님이 내 발음을 _________ 주셨습니다. (고치어) 

5. 너무 많이 _________. (배우었습니다) 

6. 날마다 _________ 자꾸 잊어 버립니다. (외우어도) 

7. 그 옷이 너무 _________ ? (크지 않아요) 

8.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_________ ? (없지 않아요) 

9. 일 일을 언제 _________ ? (끝내지요) 

10. 무엇이든지_________ _________. (아끼어서, 써야지요) 

11. 그 사람을 사무실에 _________ 만나 봐요. (가아서) 

12. 잠을 많이 _________ 또 졸려요. (자아도) 

13. 이 길을 _________ 가세요. (건너어서) 

14. 너무 _________ 밥도 못 먹었어요. (바쁘어서) 



Baøi 8 

Ñoàng hoùa phuï aâm 
자음동화자음동화자음동화자음동화 ( 同同同同 ) 

K h i p hu ï  a âm  cu o ái  cu ø n g c uûa  a âm t ie á t g aë p  p hu ï  a âm  ti e áp t he o , c o ù tr öô ø ng  h ô ï p 
p h u ï  a â m  ñ o ù  ñ öô ï c  p ha ù t  a â m g i o án g  vô ù i  p h u ï  a âm  t ie á p  th e o  ñ o ù ,  cu õ ng  c o ù  coù 
t r öô ø ng  hô ï p  ca û  ha i  p hu ï  a âm  ño ù  gi o án g  n h au  th ì  b ò  th a y  ñ o åi  c a û h ai ,  h i eän 
t ö ô ïn g  n a øy  go ï i  l a ø  h ie ä n  t ö ô ïng  ñ oà n g h où a  p h uï  a âm .  

Baûng 9: Ñoàng hoùa phuï aâm 

ㅂ ㅁ 

ㄷ ㄴ 

ㄱ 

ñöùng tröôùc 
ㅁ 
ㄴ ñoïc thaønh 

ㅇ 

ㅁ ㄴ 

ㅇ  

ㅂ  

ㄷ  

ㄱ  

ㄹ ñöùng sau 

ㄴ 

ñoïc thaønh 

 

ㄴ tröôùc vaø sau ㄹ ñoïc thaønh ㄹ 

1. [ㅂㅂㅂㅂ, ㄷㄷㄷㄷ, ㄱㄱㄱㄱ] + [ㅁㅁㅁㅁ, ㄴㄴㄴㄴ] ñoïc thaø nh [ㅁㅁㅁㅁ,ㄴㄴㄴㄴ,ㅇㅇㅇㅇ] + [ㅁㅁㅁㅁ, ㄴㄴㄴㄴ] 

a. Khi [ㅂ] ñöùng tröôùc [ㅁ,ㄴ] thì thaønh [ㅂ] bieán thaønh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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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í duï:  입맛 [임맏 im maùt] 

 옵니다 [옴니다 oâm ni taø] 

 
십만 밥물 밥맛 앞문 입문 

잎마다 집만 값만 숲 밑 업무 

집집마다 앞마당 밥 먹는다 값 매기다 

 
겹눈 읍내 덥니 앞날 잡는 

깊니 없니 읊니 집는다 없는 

밟는데 합니다 밥 냄비 높낮이 

 

b. Khi [ㄷ] tröôùc [ㅁ,ㄴ] thì [ㄷ] phaùt aâm thaønh [ㄴ] 

Ví duï:  맏 며느리 [만 며느리 man miô nö ri] 

 믿는다 [민는다 min nön ta] 

 
낮마다 낮만 꽃만 밭만 낱말 

곳곳마다 발만 멋만 볕만 뜻만 

옷 맵시 꽃방울 옷 맞추다 

 
끝내 벗니 찾니 있는 못나다 

꽃나무 맡니 갔니 빛난 끝나다 

낫 놓고 노랗니 싣나 빗나가다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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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Khi [ㄱ] ñöùng tröôùc [ㅁ,ㄴ] thì [ㄱ] ñöôïc phaùt aâm thaønh [ㅇ] 

Ví duï:  백만 [뱅만 beng man] 

 백년 [뱅년 beng nyôn] 

 

영국 문화 작문 밖만 한국말 곡목 

교육 문제 국물 국민학교 약물 학문 

박물관 식물 악마 식목일 부엌문 

흙만 흙 말리다 

 

백년 작년 국내 숙녀 긁는 

학년 깎는다 함박눈 낙농 책 넣는다. 

낚는다. 

2. Khi [ㅁㅁㅁㅁ,ㅇㅇㅇㅇ] + [ㄹㄹㄹㄹ] thì chuyeå n tha ønh [ㅁㅁㅁㅁ,ㅇㅇㅇㅇ] + [ㄴㄴㄴㄴ] 

Khi [ㄹ] ñöùng sau aâm muõi [ㅁ, ㅇ] thì [ㄹ] ñöôïc phaùt aâm thaønh [ㄴ]. 

Ví duï:  음력 [음녘 öm niôùc] 

 종로 [종노 choâng noâ] 

 

금리 침략 함락 심리학 담력 

감리교 점령 침례교 참례하다 

궁리 골로 양력 행력 항로 

장로교 승리 장래 장려하다 대통령 

정력 정류장 종류 정리하다 상륙 

강릉 중력 양로원 경로석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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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hi [ㅂㅂㅂㅂ,ㄱㄱㄱㄱ] + [ㄹㄹㄹㄹ] bieán tha ønh [ㅂㅂㅂㅂ,ㄱㄱㄱㄱ] + [ㄴㄴㄴㄴ] roài c huyeån 
thaøn h [ㅁㅁㅁㅁ,ㅇㅇㅇㅇ] + [ㄴㄴㄴㄴ] 

Khi [ㄹ] ñöùng sau [ㅂ,ㄱ] thì phaùt aâm thaønh [ㄴ], vì chuyeån thaønh [ㄴ] 
neân [ㅂ,ㄱ] chuyeån sang thaønh caùc aâm muõi [ㅁ,ㅇ]. 

Ví duï:  십리 - 십니 - [심니 xim ni] 

 백리 - 백니 - [뱅니 beng ni] 

 
협력 법률 압력 수업료 급료 

합리적 섭리 입력 합류 답례 

 
독립 국립 격려 속리산 식량 

착륙 국력 목련 목례 학력 

목록 박람회 박력 숙련 식료품 

4. Khi [ㄴㄴㄴㄴ] + [ㄹㄹㄹㄹ] t hì t haønh [ㄴㄴㄴㄴ] + [ㄴㄴㄴㄴ] 

AÂm [ㄹ] ñöùng tröôùc sau aâm muõi [ㄴ] thì thaønh [ㄴ] 

Ví duï:  판단력 [판단녁 phan tan nyôùc] 

 

결단력 이원론 음운론 신문로 공권력 

임진란 생산량 동원령 입원료 횡단로 

5. Khi [ㄴㄴㄴㄴ] + [ㄹㄹㄹㄹ], [ㄹㄹㄹㄹ]  + [ㄴㄴㄴㄴ] thì ñeàu thaøn h [ㄹㄹㄹㄹ] + [ㄹㄹㄹㄹ] 

Khi [ㄴ] ñöùng tröôùc hay sau [ㄹ] thì ñeàu thaønh [ㄹ]. 

Ví duï:  천리 [철리 chôl li] 

 일년 [일련 il ly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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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인류 본론 연락하다 진리 

논리 난로 난리 편리하다 만리장성 

권력 인력 관리 권리 민란 

 

열넷 실내 돌 날 달 나라 설날 

칠년 칼날 물 나리 들 나물 팔년 

줄 넘기 할는지 닳네 뚫는 핥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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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17. Haõy chuù yù vaøo hieän  töôïng ñoàng hoùa phuï aâm vaø phaùt aâm 

1. 반찬이 없으니까 밥 맛이 안 생겨요. 

2. 옆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앞 문으로 들어갑시다. 

3.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을 잘 지도해 주십시오. 

4. 봄이 되니까 곳곳마다 개나리가 한창입니다. 

5. 박물관에 가면 희귀한 물건이 많습니다. 

6. 장마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가 대단합니다. 

7. 이 일은 20 분이면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8. 숙녀가 맨발로 어딜 나가? 

9. 국민 모두가 힘들 합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10. 있는 힘을 다 해 보세요. 

11. 이 일을 끝내려면 앞으로 백년은 더 걸릴 겁니다. 

12. 한국의 명절은 음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13. 이 학교 창립일은 언제입니까? 

14. 염려해 주신 덕분에 건강합니다. 

15. 이사를 했으면 동회에 가서 이주 등록을 해야 합니다. 

16. 심리학을 공부했으니 남의 심리는 잘 아시겠군요. 

17. 작은 비행기일수록 착륙할 때 많이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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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률에 관해 낫 놓고 기역자도 모릅니다. 

19. 한 시간에 몇 리나 걸을 수 있습니까? 

20. 국립묘지는 어디로 해서 갑니까? 

21. 영수한테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주소와 전화번호를 몰라서 
하지 못했습니다. 

22.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았니? 

23.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에 고기들이 많습니다. 

24. 사회 질서가 점점 혼란해집니다. 

25. 실내에서는 금연입니다. 

26. 제 동생은 열네살입니다. 

27. 열 살쯤 되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력이 생깁니다. 

28. 특히 어려운 일에 부닥쳤을 때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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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18. Haõy ñoïc vaø vieát theo ñuùn g nhö phaùt aâm 

1. 십만원만 주십시오. 

 (       ) 

2. 날씨가 더우니까 입맛이 없어요. 

 (      ) 

3. 옷 모양을 어떻게 할까요? 

 (        ) 

4. 꽃 나무에 날마다 물을 주고 있니? 

 (      ) (       ) 

5. 작년에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 (      ) 

6. 냄새가 나니까 부엌 문을 열고 볶는게 어때? 

 (      ) (      ) 

7. 종로 서점에서 심리학 책을 한 권 샀습니다. 

 (      ) (        ) 

8. 설을 양력으로도 쇠고 음력으로도 쉽니다. 

 (     )  (     ) 

9.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    ) 

10. 독립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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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 일년 전에 여기에 왔어요. 

 (     ) 

12, 팩스가 있어서 연락하기 편해요. 

 (     ) 

13. 이 일을 성공시키기까지 결단력이 필요했어요. 

 (     ) 

14. 그 아이의 판단력으로는 부족합니다. 

 (      ) 

15. 대학 시절에 음운론을 배웠는데 다 잊었습니다. 

 (            ) (      ) 



Baøi 9 

Hieän töôïng aâm ñoâi hoùa vaø höõu thanh 
aâm hoùa 
경음화와경음화와경음화와경음화와 유성음화유성음화유성음화유성음화 (硬硬硬硬 와와와와 

) 

Khi hai aâm voâ thanh gaëp nhau thì aâm sau ñöôïc 경음화, khi aâm höõu thanh 
gaëp aâm voâ thanh thì cuõng coù luùc trôû thaønh hieän töôïng 경음화 vaø caû hieän 
töôïng höõu thanh aâm hoùa. 

1. Khi aâm voâ t hanh gaë p aâm voâ t hanh 

Khi aâm voâ thanh [ㅂ,ㄷ,ㅈ,ㅅ,ㄱ] ñöùng sau aâm voâ thanh [ㅂ,ㄷㄱ] thì 
chuyeån thaønh [ㅃ,ㄸ,ㅉ,ㅆ,ㄲ] 

Baûng 10: AÂm ñoâi hoùa 

 ㅂ d ㅃ 

ㅂ ㄷ d ㄸ 

ㄷ + ㅈ d ㅉ 

ㄱ ㅅ d ㅆ 

 ㄱ d 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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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hi [ㅂㅂㅂㅂ,ㄷㄷㄷㄷ,ㅈㅈㅈㅈ,ㅅㅅㅅㅅ,ㄱㄱㄱㄱ] ñöùn g sau [ㅂㅂㅂㅂ] thì thaøn h [ㅃㅃㅃㅃ,ㄸㄸㄸㄸ,ㅉㅉㅉㅉ,ㅆㅆㅆㅆ,ㄲㄲㄲㄲ] 

십분 [십뿐, 시뿐] 

법대 [법때] 

답장 [답짱] 

밥상 [밥쌍] 

입국 [입꾹] 

 
잡비 입법 압박 핍박 입버릇 

입대 잡담 접대 답답하다 합당하다 

잡지 입장 십자가 겁쟁이 값지다 

답사 접시 엽서 삽시간 흡수하다 

높고 깊게 잡곡 합계 덮개 

2) Khi [ㅂㅂㅂㅂ,ㄷㄷㄷㄷ,ㅈㅈㅈㅈ,ㅅㅅㅅㅅ,ㄱㄱㄱㄱ] ñöùn g sau [ㄷㄷㄷㄷ] thì thaøn h [ㅃㅃㅃㅃ,ㄸㄸㄸㄸ,ㅉㅉㅉㅉ,ㅆㅆㅆㅆ,ㄲㄲㄲㄲ] 

돋보기 [돋뽀기, 도뽀기] 

믿다 [믿다, 미따] 

걷자 [걷짜,거짜] 

맏사위 [맏싸위, 마싸위] 

듣고 [듣꼬, 드꼬] 

 
늦봄 꽃밭 밑바닥 늦바람 돌솥밥 

다섯달 잊도록 있던 것 늦도록 꽃다발 

빗자루 늦지 곧장 지마 싣자 

덧신 몇시 웃사람 꽃송이 낯설다 

겉과 쫓고 보았고 옷걸이 옷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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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hi [ㅂㅂㅂㅂ,ㄷㄷㄷㄷ,ㅈㅈㅈㅈ,ㅅㅅㅅㅅ,ㄱㄱㄱㄱ] ñöùn g sau [ㄱㄱㄱㄱ] thì thaøn h [ㅃㅃㅃㅃ,ㄸㄸㄸㄸ,ㅉㅉㅉㅉ,ㅆㅆㅆㅆ,ㄲㄲㄲㄲ] 

백반 [백빤] 

식당 [식땅] 

학자 [학짜] 

학생 [학쌩] 

학교 [학꾜, 하꾜] 

 

국밥 석방 한식부 학부모 각별히 학비 박봉 

복도 속담 깎두기 목도리 넉달 낙담 확대 

국제 맥주 낙제 걱정 특징 직접 식장 

국수 욕심 책상 각사람 역사 목소리 약속 

국군 독감 각국 떡국 목걸이 악기 축구 

2. Khi aâm voâ t hanh gaë p aâm höõu than h. 

Khi aâm voâ thanh [ㅂ,ㅈㅂ,ㅅ,ㄱ] ñöùng sau aâm höõu thanh [ㅁ,ㄴ,ㅇ,ㄹ] thì 
coù tröôøng hôïp thaønh hieän töôïng höõu thanh hoùa [b,d,dz,g] vaø coù tröôøng hôïp 
thaønh hieän töôïng 경음화 [p’, t’,ts’,s’]. 

Baûng 11: Höõu thanh aâm hoùa vaø aâm ñoâi hoùa 

ㅂㅂㅂㅂ  ㅂㅂㅂㅂ/ㅃㅃㅃㅃ 

ㄷㄷㄷㄷ ㅁㅁㅁㅁ ㄷㄷㄷㄷ/ㄸㄸㄸㄸ 

ㅈㅈㅈㅈ  k hi ñöùng sau ㄴㄴㄴㄴ phaùt aâm thaønh ㅈㅈㅈㅈ/ㅉㅉㅉㅉ 

ㅅㅅㅅㅅ ㅇㅇㅇㅇ ㅅㅅㅅㅅ/ㅆㅆㅆㅆ 

ㄱㄱㄱㄱ ㄹㄹㄹㄹ ㄱㄱㄱㄱ/ㄲㄲㄲㄲ 

1) Khi [ㅂㅂㅂㅂ,ㄷㄷㄷㄷ,ㅈㅈㅈㅈ,ㅅㅅㅅㅅ,ㄱㄱㄱㄱ] ñöùn g sau [ㅁㅁㅁ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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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öõu than h aâm hoùa [b, d, bz, g] 

담배 [담배] 

침대 [침대] 

감자 [감자] 

감기 [감기] 

 
겸비 금방 심방 몸부림 냄비 삼베 

담당 남대문 감당 담대 험담 경험담 

김장 남자 몸조심 점쟁이 감정 심장 

임금 침구 감격 금강산 감기다 옮기다 

 

경음화경음화경음화경음화 [p’, t’, ts’, s’, k ’] 

남빛 [남삗] 

심다 [심따] 

염증 [염쯩] 

점수 [점쑤] 

곰국 [곰꾹] 

 
심보 봄볕 밤비 춤 바람 아침 밥 

치다 숨다 젊다 좀도둑 그믐달 

밤중 몸종 힘줄 심자 젊지 

짐속 짐 삯 섬 사람 꿈 속에서 틈사이 

엄격 숨결 염가 밤길 바람결 

2) Khi [ㅂㅂㅂㅂ,ㄷㄷㄷㄷ,ㅈㅈㅈㅈ,ㅅㅅㅅㅅ,ㄱㄱㄱㄱ] ñöùn g sau [ㄴㄴ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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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öõu than h aâm hoùa [b, d, dz, g] 

신발 [신발] 

만두 [만두] 

진지 [진지] 

인구 [인구] 

 
준비 전보 건넌방 문방구 간밤 

언덕 운동 군대 온돌 현대인 

인정 간장 문제 단잠 존재하다 

연구 한국 친구 건강 안기다 

 

경음화경음화경음화경음화 [p’, t’, ts’, s’, k ’] 

문법 [문뻡] 

신다 [신따] 

한자 [한짜] 

산재 [산쌔] 

인격 [인껵] 

 
안방 산불 헌법 신바람 눈병 

돈독 논둑 문득 손등 앉다 

문자 단점 찬장 인적자원 손 재주 

산속 판소리 손수건 촌사람 앉소 

안과 윤기 인격 인기 신고 



 Baøi 9: Hieän töôïng aâm ñoâi hoùa vaø höõu thanh aâm hoùa -  99 

3) Khi [ㅂㅂㅂㅂ,ㄷㄷㄷㄷ,ㅈㅈㅈㅈ,ㅅㅅㅅㅅ,ㄱㄱㄱㄱ] ñöùn g sau [ㅇㅇㅇㅇ] 

Höõu than h aâm hoùa [b, d, dz, g] 

공부 [공부] 

명동 [명동] 

공장 [공장] 

공기 [공기] 

 
쟁반 농부 사랑방 공부하다 승부 

경대 음닫 강당 낭독 평등 

경제 농장 성적 송장 경쟁하다 

정구 성경 장가 중국 경기 

 

경음화경음화경음화경음화 [p’, t’, ts’, s’, k ’] 

등뿔 [등뿔] 

용돈 [용똔] 

빵집 [빵찝] 

방세 [방쎄] 

강가 [강까] 

 
상보 방바닥 강바람 방비 등불 

장대 공돈 상다리 장독대 초승달 

맹점 냉증 영장 장점 상장 

강속 창살 등수 종소리 창살 

냉국 성격 장국밥 장기자랑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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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Khi [ㅂㅂㅂㅂ,ㄷㄷㄷㄷ,ㅈㅈㅈㅈ,ㅅㅅㅅㅅ,ㄱㄱㄱㄱ] ñöùn g sau [ㄹㄹㄹㄹ] 

•••• Höõu than h aâm hoùa [b, d, d ㅋㅋㅋㅋ, g] 

갈비 [갈비] 

알다 [알다] 

일기 [일기] 

알지 [알지] 

 
질병 찰밥 절벽 일방적 굴비 

돌다리 발돋움 갈도록 알더군 돌다 

딸자식 글짓기 불조심 물장난 갈자 

달걀 물건 얼굴 질그릇 결과 

 

•••• 경음화경음화경음화경음화 [p’, t’, ts’, s’, k ’] 

들보 [들뽀] 

발달 [발딸] 

글자 [글짜] 

걸상 [걸쌍] 

굴국 [굴꾹] 

 
일복 달밤 이불보 달빛 할 바를 

일등 물독 갈등 절대로 핥다 

실제 발전 열중 결정 할 적에 

굴속 실수 물수건 일상생활 만날 사람 

갈길 얼굴값 헐값 발가락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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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19: Haõy luyeän  ñoïc (aâm ñoâi hoùa = vaø höõu than h aâm hoùa -) 

1. 한식부에서 불고기 백반과 비빔밥을 준비했다. 

2. 그날 밤 열시 이십분에 일부러 그를 찾아갔다. 

3. 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4. 학부모들이 손님들을 접대하려고 한복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있다. 

5. 몇 달동안 군대에서 용돈을 쓸 기회가 없어서 많이 저축했다. 

6. 한 달에 한번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갖다 드렸더니 아주 
기뻐하셨다. 

7. 웃사람이 수저도 들기 전에 밥상에 차린 음식이 삽시간에 
없어졌다. 

8. 학생이 꽃송이를 들고 나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9. 국수는 역시 그 집 국수가 제일이다. 

10. 보내 준 잡지를 받고도 아직 답장을 하지 못했다. 

11.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의논하고 결정하려고 한다. 

12. 늦지 않도록 이십분 전에 떠나자. 

13. 관광객들이 입국 수속을 마치고 안내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14. 일에 쫒기다가 독감에 걸리고 말았다. 

15. 개가 무슨 소리를 듣고 짖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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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방에 계신 할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어서 건넌방 
으로 건너갔다. 

17. 방이 너무 추어서 방바닥에 깔아 놓은 이불 속에 들어가 영어 
문법을 공부했다. 

18. 침대에 누워서 12 시가 넘도록 소설을 읽었다. 

19. 문득 군대 동기생들의 얼굴들이 떠 올랐다. 

20. 그 아이는 용돈이 떨어져도 절대로 달라고 하지 않는다. 

21. 그녀는 꿈속에서 만났던 남성을 잇지 못하고 있다. 

22. 손수 만든 손수건을 선물로 주었다. 

23. 풍속을 몰라서 실수한 것을 항상 적어 둔다. 

24.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밤중에 김장을 하게 되었다. 

25. 중국 글자인 한자는 한글에 비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6. 대가족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 보자. 

27. 실제로 아들자식보다 딸자식이 나올까? 

28.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만, 잠깐 집 구경부터 하고 식사하자. 

29. 연구 결과를 평한 것이지 그분의 인격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30. 장가를 갔더니 아내가 아침마다 해장국을 끓여 준다. 

31. 길가에 앉아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수입은 하루에 얼마나 될까? 



Baøi 10 

Hieän töôïng bieán chuyeån thaønh aâm hôi 

Caùc aâm ‘ㅂ, ㄷ, ㅈ, ㄱ’ ñöùng tröôùc sau ‘ㅎ’ vaø ñöôïc phaùt aâm thaønh [ㅍ, 
ㅌ, ㅊ, ㅋ] 

Baûng 12. AÂm hôi hoùa 

ㅂ    ㅍ 

ㄷ + ㅎ d ㅌ ← ㅎ + ㄷ 

ㅈ    ㅊ    ㅈ 

ㄱ    ㅋ    ㄱ 

1. Khi ㅂㅂㅂㅂ + ㅎㅎㅎㅎ thaønh [ㅍㅍㅍㅍ] 

입학 [이팍] 

협회 [혀푀] 

급행 [그팽] 

합하다 [하파다] 

급히 [그피] 

좁히다 [조피다] 

넓히다 [널피다] 

2. Khi [ㄷㄷㄷㄷ + ㅎㅎㅎㅎ], [ㅎㅎㅎㅎ + ㄷㄷㄷㄷ] thaønh [ㅌㅌㅌㅌ] 

맏형 [마텽] 낳더군 [나터군] 

몇해 [며태] 좋디 [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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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한다 [유탄다] 빨갛다 [빨가타] 

꽃향기 [꼬턍기] 놓도록 [노토록] 

못한다 [모탄다] 자그맣다 [자그마타] 

옷 한벌 [오탄벌] 않던 [안턴] 

낮 한때 [나탄때] 싫다 [실타] 

꽃 한송이 [꼬탄송이] 많더군 [만터군] 

3. Khi [ㅈㅈㅈㅈ + ㅎㅎㅎㅎ], [ㅎㅎㅎㅎ+ ㅈㅈㅈㅈ] thaønh [ㅊㅊㅊㅊ] 

앉히다 [안치다] 그렇지 [그러치] 놓지 [노치] 

맞히다 [마치다] 좋지요 [조치요] 쌓지요 [싸치요] 

얹혀살다 [언쳐살다] 빨갛지 [빨가치] 닳지 [달치] 

잊혀지다 [이쳐지다] 노랗지 [노라치] 옳지 [올치] 

꽃혔다 [꼬쳤따] 싫지 [실치] 

4. Khi [ㄱㄱㄱㄱ+ㅎㅎㅎㅎ], [ㅎㅎㅎㅎ+ㄱㄱㄱㄱ] thaø nh [ㅋㅋㅋㅋ] 

각하 [가카] 좋고 [조코] 

북한 [부칸] 놓게 [노케] 

먹히다 [머키다] 많군 [만쿤] 

축하하다 [축하하다] 싫고 [실코] 

생각하다 [생가카다] 귀찮게 [귀찬케] 

똑똑하다 [똑또카다] 점잖게 [점잔케] 

역할 [여칼] 파랗구나 [파라쿠나] 

 

Luyeän  taäp 20: Haõy chuù yù 격음화격음화격음화격음화 vaø ñoïc caùc caâu s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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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하다니? 

2. 김칫독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3. 급한 일이 생겨서 급행열차를 타고 갔다. 

4. 이 나무는 몇 해만에 꽃이 피었습니까? 

5. 빨갛고 꽃향기가 좋은 꽃으로 사오세요. 

6.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7. 선생 나라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8. 그는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재주가 있었다. 

9. 좋지 않은 일은 빨리 잊어야 하는데 잊혀지지 않는다. 

10. 활을 잘 쏜다고 들었는데 무엇이든지 잘 맞힐 수 있어요? 

11. 그는 일등으로 뽑혀서 상을 받았다. 

12. 그의 생각이 좋지 않다고 허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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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21: Haõy cheùp theo ñuùng nhö phaùt aâm 

1. 오늘은 입학식이 있어서 일찍 출근했다. 

 (         ) 

2.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 

 (         ) (         ) 

3. 몇해 동안 맏형을 만나지 못했다. 

(       ) (       ) (        ) 

4. 좋고 좋던 시절이 다 지나갔다. 

 (     ) (     ) 

5. 작년에 입학했다가 1 년 휴학했다. 

 (      ) (       ) 

6. 어떻게 축하해 줄까 하고 생각 중이다. 

 (       ) (       ) 

7. 귀찮게 굴던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다. 

 (        ) (             ) 

8. 꽃향기가 너무나 좋구나. 

(       ) (         ) 

9. 단풍이 들어서 산이 빨갛고 노랗지? 

 (        ) (       ) 

10. 그 물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못했어. 

 (          ) (              ) 



Baøi 11 

AÂm voøm mieäng hoùa 
구개음화구개음화구개음화구개음화 (口蓋口蓋口蓋口蓋 ) 

AÂm cuoái ‘ㄷ,ㅌ’ khi gaëp nguyeân aâm [ㅣ] thì ñöôïc phaùt aâm thaønh [ㅈ,ㅊ], 
hieän töôïng naøy goïi laø hieän töôïng aâm voøm mieäng hoùa. 

1. Khiㄷㄷㄷㄷ + 이이이이 thaønh [지지지지] 

맏 + 이 d 맏이 = [마지] 

굳 + 이 d 굳이 = [구지] 

곧 + 이 d 곧이 = [고지] 

해돋 + 이 d 해돋이 = [해도지] 

여닫 + 이 d 여닫이 = [여다지 

2. Khiㅌㅌㅌㅌ + 이이이이 thì thaøn h [치치치치] 

같 + 이 d 같이 [가치] 

밑 + 이 d 밑이 [미치] 

끝 + 이 d 끝이 [끄치] 

밭 + 이 d 밭이 [바치] 

바깥 + 이 d 바깥이 [바까치] 

햇볕 + 이 d 햇볕이 [햇벼치] 

핥 + 이다 d 핥이다 [할치다] 

낱낱 + 이 d 낱낱이 [난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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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hi [ㄷㄷㄷㄷ] + [ㅎㅎㅎㅎ] + [이이이이] thì thaøn h [ㅌㅌㅌㅌ] + [이이이이] 
roài tha ønh [치치치치] 

묻 + 히다 d 묻히다 [무치다] 

걷 + 히다 d 걷히다 [거치다] 

닫 + 히다 d 닫히다 [다치다] 

받 + 히다 d 받히다 [바치다] 

갇 + 히다 d 갇히다 [가치다] 

굳 + 히다 d 굳히다 [구치다] 

묻 + 히어서 d 묻혀서 [무쳐서] 

닫 + 히어서 d 닫혀서 [다쳐서] 

갇 + 히어서 d 갇혀서 [가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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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22: Löu yù hieän  töôïng aâm voøm mieän g hoùa vaø ñoïc caùc caâu 
sau 

1. 우리는 밭으로 들어가 농부들을 도왔는데, 밭이밭이밭이밭이 크지 않아 일은 
쉽게 끝났다. 

2. 오늘 안으로 일을 끝내려고 부지런히 했는데도 끝이끝이끝이끝이 나지 않아 
중도에 그쳤다. 

3. 가을이라 바람은 선선하지만 햇볕이햇볕이햇볕이햇볕이 뜨거워서 바깥에 나가기가 
싫다. 

4. 맏아들이 어깨가 무겁다고 하는 것은 맏이맏이맏이맏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서일까? 

5. 엄마 개구리는 산에 묻히묻히묻히묻히고 싶어서 엄마 말에 반대로만하는 
개구리 형제에게 자기를 물가에 묻으라고 하고는 눈을 감았다. 

6. 굳은 약속을 했다고 열이 많은데도 굳이굳이굳이굳이 고집을 부리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7.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 사람 말을 곧이곧이곧이곧이 듣는 사람이 없다. 

8. 석굴암에 갔다가 해돋이해돋이해돋이해돋이도 못 보고 오다니! 기회가 있으면 해 
돋는 건 꼭 가서 보고 오세요. 

9. 끝 없이 걸어 갔는데도 끝이끝이끝이끝이 없잖겠어요? 그래서 친구와 같이같이같이같이 
걷자고 했어요. 

10. 바깥이바깥이바깥이바깥이 추울텐데 바깥에서 뭘 하고 있어요? 

11. 문이 닫혀닫혀닫혀닫혀 있는데, 창문으로 들어가게 저 좀 받쳐받쳐받쳐받쳐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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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23: Haõy ñoïc vaø vieát theo ñuùng phaùt aâm 

1. 그는 내 말을 언제나 곧이 듣지 않는다. 

 (       ) 

 

2. 그는 나의 도움을 굳이 사양한다. 

 (       ) 

 

3. 요즘 해돋이 시간이 몇 시지? 

 (          ) 

 

4. 이 옷은 땀받이로 샀는데 썩 좋지 않다. 

 (          ) 

 

5. 그는 누구의 말이라도 곧이 곧대로 믿는다. 

 (       ) 

 

6. 형제 중에 맏이의 키가 제일 작다. 

 (       ) 

 

7. 바닷가로 나가서 해돋이 구경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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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가 굳이 그 집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      ) 

 

9. 집안에서 뒷곁이 훤히 내다 보인다. 

 (          ) 

 

10. 밭이 넓어서 여럿이 같이 씨를 뿌렸다. 

 (      ) (      ) 

 

11. 조상이 묻힌 묘를 찾을 수 없었다. 

 (      ) 

 

12. 미닫이 문을 열고 내다 보니까 나무에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        ) 

 

13.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        ) 

 

14. 도둑이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     ) 

 

15. 이 이야기는 끝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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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àn IV 

Hieän töôïng theâm [ㅅㅅㅅㅅ] vaø [ㄴㄴㄴㄴ] 
사잇소리사잇소리사잇소리사잇소리 현상현상현상현상 

Khi hai aâm toá hoaëc töø gheùp laïi thaønh moät danh töø thì aâm cuoái cuûa töø hoaëc 
aâm toá phía tröôùc seõ theâm [ㅅ] hoaëc [ㄴ] ñaây chính laø hieän töôïng theâm [ㅅ] 
vaø [ㄴ]. Tuy nhieân khoâng phaûi töø gheùp naøo cuõng coù hieän töôïng naøy. 



Baøi 12 

Theâm [ㅅㅅㅅㅅ] vaø [ㄴㄴㄴㄴ] 
ㅅ과ㅅ과ㅅ과ㅅ과 ㄴ의ㄴ의ㄴ의ㄴ의 첨가첨가첨가첨가 

1. Theâm ‘ㅅㅅㅅㅅ’ 

Trong tröôøng hôïp aâm cuoái cuûa töø phía tröôùc keát thuùc baèng phuï aâm thì seõ 
ñöôïc theâm “ㅅ”, tuy nhieân cuõng coù nhieàu tröôøng hôïp ngoaïi leä. 

a) Khi aâm ñaàu tieân  cuûa töø phía sau laø aâm voâ thanh ‘ㅂㅂㅂㅂ, ㄷㄷㄷㄷ, ㅈㅈㅈㅈ, ㅅㅅㅅㅅ, ㄱㄱㄱㄱ’’’’ 
thì ñöôïc chuyeån  thaønh ‘ ㅃㅃㅃㅃ, ㄸㄸㄸㄸ, ㅉㅉㅉㅉ, ㅆㅆㅆㅆ, ㄲㄲㄲㄲ’’’’. 

기 + 발 d 깃발 d 긷발 [긷빨, 기빨] 

대패 + 밥 d 대팻밥 d 대팯밥 [대팯빱] 

초 + 불 d 촛불 d 촏불 [촏뿔, 초뿔] 

해 + 빛 d 햇빛 d 핻빛 [핻삗, 해삗] 

빨래 + 돌 d 빨랫돌 d 빨랟돌 [빨랟똘,빨래똘] 

코 + 등 d 콧등 d 콛등 [콛등, 코뜽] 

배 + 전 d 뱃전 d 밷전 [밷쩐, 배쩐] 

고개 + 짓 d 고갯짓 d 고갣짇 [고갣찓, 고개찓] 

배 + 사공 d 뱃사공 d 밷사공 [밷싸공,배싸공] 

해 + 살 d 햇살 d 핻살 [핻쌀, 해쌀] 

배 + 속 d 뱃속 d 밷속 [밷쏙, 배쏙] 

내 + 가 d 냇가 d 낻가 [낻까, 내까] 

새 + 길 d 샛길 d 샏길 [샏낄, 새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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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Âm ñaàu tieân cuûa töø tieáp theo baét ñaàu baèng aâm höõu than h ‘ㅁㅁㅁㅁ, ㄴㄴㄴㄴ’’’’ 
thì ñöôïc ñoàn g hoùa phuï aâm. Vaø ‘ㅅㅅㅅㅅ’’’’ ñöôïc phaùt aâm thaøn h [ㄴㄴㄴㄴ]. 

이 + 몸 d 잇몸 d 읻몸 [인몸, 임몸] 

비 + 물 d 빗물 d 빋물 [빈물, 빔물] 

배 + 머리 d 뱃 머리 d 밷 머리 [밴 머리, 뱀 머리] 

뒤 + 모양 d 뒷 모양 d 뒫모양 [뒨 모양, 뒴 모양] 

아래 + 목 d 아랫 목 d 아랟 목 [아랜 목, 아램 목] 

퇴 + 마루 d 툇마루 d 툄마루 [퇸마루, 툄마루] 

코 + 날 d 콧날 d 콛날 [콘날] 

배 + 놈 d 뱃놈 d 밷놈 [밴놈] 

코 + 노래 d 콧 노래 d 콛노래 [콘 노래] 

배 + 놀이 d 뱃 놀이 d 밷 놀이 [밴노리] 

아래 + 냇가 d 아랫 냇가 d 아랟 낻가 [아랜 낻까, 아랜 내까] 

2. Theâm ‘ㄴㄴㄴㄴ’ 

Töø phía tröôùc keát thuùc baèng phuï aâm vaø töø phía sau baét ñaàu baèng nguyeân 
aâm [이, 야, 여, 요, 유] thì theâm ‘ㄴ’ vaø phaùt aâm thaønh [니, 냐, 녀, 뇨, 뉴]. 

a) Sau patxim laø töø baét ñaàu baèn g ‘이이이이’ 

* Patxim ㄱㄱㄱㄱ 

Trong tröôøng hôïp naøy thì ‘ㄱ’ ñöôïc ñoàng hoùa phuï aâm tröôùc ‘ㄴ’ vaø 
phaùt aâm thaønh [ㅇ]. 

속 + 잎 d 속닢   [송닙] 

막 + 일 d 막닐   [망닐] 

부엌 + 일 d 부엌닐   [부엉 닐] 

흙 + 일 d 흙닐 d 흑닐 [흥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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삵 + 일 d 삵닐 d 삭닐 [상닐] 

* Patxim ㄴㄴㄴㄴ thì theâm “ㄴㄴㄴㄴ” 

어떤 + 일 [어떤 닐] 

논 + 일 [논닐] 

잔 + 일 [잔닐] 

맨 + 입 [맨닙] 

한 + 일 [한닐] 

* Patxim ㄷㄷㄷㄷ 

Trong tröôøng hôïp naøy thì “ㄷ” ñöôïc ñoàng hoùa phuï aâm tröôùc “ㄴ” vaø 
phaùt aâm thaønh [ㄴ]. 

못 + 잊어 d 몯 닞어 [몬 니저] 

낮 + 일 d 낟 닐 [난 닐] 

꽃 + 이름 d 꼳 니름 [꼰 니름] 

꽃 + 잎 d 꼳닢 [꼰닙] 

밭 + 이랑 d 받 니랑 [반 니랑] 

낯 + 익은 d 낟닉은 [난니근] 

홑 + 이불 d 혿니불 [혼니불] 

옷 + 입다 d 옫 닙다 [온 닙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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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xim ㄹㄹㄹㄹ 

Trong tröôøng hôïp naøy “ㄴ” ñöôïc ñoàng hoùa phuï aâm sau “ㄹ” vaø 
phaùt aâm thaønh “ㄹ” 

솔 + 잎 d 솔닙 [솔립] 

열 + 일곱 d 열 닐곱 [열 릴곱] 

할 + 일 d 할 닐 [할 릴] 

들 + 일 d 들닐 [들 릴] 

설 + 익다 d 설 닉다 [설 릭따] 

잘 + 입다 d 잘 닙다 [잘 립따, 자 립따] 

* Patxim laø ㅁㅁㅁㅁ thì theâm “ㄴㄴㄴㄴ”. 

금 + 이 d [금니] 

밤 + 일 d [밤닐] 

밤 + 이슬 d [밤니슬] 

솜 + 이불 d [솜니불] 

여름 + 이불 d [여름니불] 

* Patxim ㅂㅂㅂㅂ  

“ㅂ” ñoàng hoùa phuï aâm tröôùc “ㄴ” vaø phaùt aâm thaønh [ㅁ]. 

집 + 일 d 집닐 [짐닐] 

앞 + 일 d 앞닐 [암닐] 

앞 + 이 d 압니 [암니] 

* Patxim ㅇ thì theâm “ㄴㄴㄴㄴ” 

가랑 + 잎 d [가랑닙] 

사랑 + 이 d [사랑니] 

콩 + 잎 d [콩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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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au patxim, baêét ñaàu baèn g [야야야야, 여여여여, 요요요요, 유유유유] thì theâm [ㄴㄴㄴㄴ] bìn h thöôøng 

내복 + 약 d 내복 냑 [내봉 냑] 

무슨 + 약 d 무슨 냑 [무슨 냑] 

 

저녁 + 연기 d 저녁 년기 [저녕 년기] 

색 + 연필 d 색년필 [생년필] 

부산 + 역 d 부산녁 [부산녁] 

한 + 여름 d 한녀름 [한녀름] 

신 + 여성 d 신녀성 [신녀성] 

서른 + 여섯 d 서른 녀섯 [서른 녀섣] 

남존 + 여비 d 남존녀비 [남존녀비] 

먹은 + 엿 d 먹은 녓 [머근 녇] 

첫 + 여름 d 첫 녀름 - 첟 녀름 [천 녀름] 

늦 + 여름 d 늦녀름 [는녀름] 

꿀 + 엿 d 꿀녓 [꿀렫] 

불 + 여우 d 불녀우 [불려우] 

물 + 엿 d 물녓 [물렫] 

서울 + 역 d 서울녁 [서울력] 

스믈 + 여섯 d 스믈녀섯 [스물려섣] 

먹을 + 엿 d 먹을 녓 [머글 렫] 

암 + 여우 d 암녀우 [암녀우] 

숲 + 옆 d 숲녚 d 숩 녑 [숨 녑] 

장 + 옆 d 장 녚 d 장 녑 [장녑] 



 Baøi 12: Theâm [ㅅㅅㅅㅅ] vaø [ㄴㄴㄴㄴ] -  119 

콩 + 엿 d 콩녓 [콩녇] 

잭행 + 열차 d 직행녈차 [지캥녈차] 

 

무슨 + 요일 d 무슨 뇨일 [무슨 뇨일] 

눈 + 요기 d 눈 뇨기 [눈 뇨기] 

담 + 요 d 담뇨 [담뇨] 

영업 + 용 d 영업 뇽 [영엄 뇽] 

식용 + 유 d 식용뉴 [시굥뉴] 

휘발 + 유 d 휘발뉴 [휘발류] 

국민 + 윤리 d 국민뉸리 [궁민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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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24: Chuù yù hieän töôïng theâm [ㅅㅅㅅㅅ] vaø [ㄴㄴㄴㄴ] vaø ñoïc caùc caâu sau 

1. 바닷가에 앉아 햇빛을 쬐고 싶다. 

2. 나뭇잎이 바람에 떨어져 냇가에 가득히 쌓였다. 

3. 뱃머리에 앉아 노를 젖고 있는 여학생의 뒷모습이 영숙이 같다. 

4.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머리엣 빗물이 뚝뚝 떨어진다. 

5. 앞일을 생각하며 자리에서 곧 일어났다. 

6. 병원에서 낮일을 하는 줄 알고 찾아 갔더니 밤일을 한다고 해서 
못 만나고 돌아왔다. 

7. 부엌 일보다 바깥일이 쉽지 않을까? 

8. 논 일을 끝내 놓고 잔일을 이것 저것 하고 나니까 밤 10 시가 
되었다. 

9. 사랑이가 나느라고 잇몸이 잔뜩 부었다. 

10. 무슨 약인지 물약만 가지고 왔다. 

11. 일산 역에 내리니까 집집마다 굴뚝에서 저녁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 

12. 늦여름 장마는 농사에 이롭지 못하다. 

13. 콩엿을 만들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꿀엿이에요. 



Phaàn V 

Vò toá 
운소운소운소운소 ( ) 



Baøi 13 

Ñoä daøi, cao vaø maïnh cuûa aâm 
소리의소리의소리의소리의 길이길이길이길이, 높이높이높이높이, 세기세기세기세기 

1. Ñoä daøi cuûa a âm 

Ñoä daøi cuûa aâm chính laø thôøi gian phaùt ra aâm thanh. Tuøy theo ñoä daøi ngaén 
cuûa aâm maø nghóa cuûa töø ñöôïc phaân bieät khaùc nhau. AÂm ngaén vaø aâm daøi 
thöôøng xuaát hieän ñoái vôùi caùc nguyeân aâm vaø theå hieän ôû aâm tieát ñaàu tieân 
cuûa töø. 

Phaùt aâm keùo daøi Phaùt aâm ngaêén 

밤 나무 밤 길 

말씨 말 타기 

눈 사람 눈물 

감사하다 감사원 

과장하다 과장님 

김밥 김씨 

시장 시장하다 

거리가 멀다 거리에 나와 놀다 

차관을 얻었다 문교부 차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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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Ñoä cao cu ûa aâm 

Ñ o ä  c ao  c u ûa  a âm  ch í nh  l a ø  t a à n  s oá  ru n g  cu û a  t ha n h  q ua û n ,  n e áu  t a àn  s o á  r ung 
n h ie à u  th ì  ñ o ù  l a ø  a â m c ao ,  ta àn  s o á  r u ng  th a áp  t hì  ño ù  la ø  a âm  th a á p.  Tr o ng  ng o ân 
n g ö õ  h i eä n  ña ï i  th ì  ñ o ä  ca o  th a á p  cu û a  t ö øn g  a âm  ti e át  ñ a õ  b i e án  ma á t  v a ø  th e å  h i eän 
t h o ân g  q ua  ño ä  c ao  th a áp  cu û a t o a øn  th e å c a âu  va ê n .  

Ñoä cao thaáp cuûa phaàn cuoái caâu vaên chính laø theå hieän thaùi ñoä cuûa ngöôøi 
noùi, trong tröôøng hôïp laø caùc caâu traû lôøi, quyeát ñònh hoaëc sai baûo, ngaên caûn 
moät vieäc gì ñoù thì ñoä cao cuûa phaàn cuoái caâu vaên laø thaáp xuoáng. Ví duï: vôùi 
nhöõng caâu hoûi yeâu caàu traû lôøi phaûi duøng töø “아니오” thì ñoä cao cuûa phaàn 
cuoái caâu ñöôïc naâng leân, vôùi nhöõng caâu hoûi khoâng phaûi traû lôøi baèng töø ñoù 
thì ñoä cao cuûa phaàn keát thuùc caâu ñi xuoáng. Coøn trong tröôøng hôïp caâu vaên 
ñöôïc tieáp noái thì ñoä cao cuûa cuoái caâu ôû möùc trung bình. 

Ñoä cao cuûa aâm ñöôïc chia baèng 3 hình thöùc, theå hieän baèng caùc hình muõi 
teân, leân cao (↑), xuoáng (↓) vaø trung bình (→) nhö sau: 

Leân (↑): laø nhöõng caâu nghi vaán yeâu caàu traû lôøi coù hoaëc khoâng. 

Xuoáng (↓): coù yù nghi vaán, yeâu caàu, meänh leänh, traàn thuaät. 

Trung bình (→): coù yù nghóa caâu tieáp tuïc tieáp dieãn. 

 

편지를 쓰십니까? ↑ (leân) 

어디에 가십니까? ↑ (leân) ↓ (xuoáng) 

공항에 나갑니다. ↓ (xuoáng) 

먼저 드십시오. ↓ (xuoáng) 

같이 갑시다. ↓ (xuoáng) 

지금 바쁜데... → (ngang, trung bì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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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ng tröôøng hôïp laø caâu hoûi löïa choïn thì leân gioïng (↑) ôû cuoái caâu ñaàu 
tieân vaø xuoáng gioïng ôû cuoái caâu thöù hai (↓) 

 

이것이 술입니까, ↑ 물입니까? ↓ 

음악회에 갈까요, ↑ 연극을 볼까요? ↓ 

3. Ñoä maï nh cuûa aâm (n haán maï nh) 

Do daây thanh aâm rung, ñoä roäng cuûa aâm phaùt ra neáu lôùn thì ñoù laø aâm thanh 
lôùn, ñoä roäng cuûa aâm phaùt ra nhoû thì aâm thanh nhoû, cuõng coù nghóa laø söùc 
maïnh cuûa aâm lôùn hoaëc nhoû. Trong ngoân ngöõ noùi cuûa chuùng ta coù luùc 
chuùng ta nhaán maïnh, coù luùc nheï töø ñoù gaây ra ngöõ ñieäu phaùt aâm. Nhôø ngöõ 
ñieäu maø chuùng ta coù theå theå hieän cuõng nhö naém baét ngöõ nghóa cuûa caâu töø 
deã daøng hôn. 

a. Nhòp ñieäu tieâu chuaån cuûa tieáng Haøn Quoác xuaát phaùt töø aâm phaùt 
thanh daøi vaø ngaén. Hình thöùc cuûa nhòp ñieäu naøy coù theå chia thaønh 
“ maïnh - yeáu - yeáu” hoaëc “yeáu - maïnh - yeáu”. 

•••• Maïnh - yeáu - yeáu: 

쇠고기 

사람들 

교육 

전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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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áu - maïnh - yeáu 

화장실 

저전거 

문학 

기차 

전합니다. 

방학입니다. 

 

b. Ñoä maïnh yeáu phaùt aâm trong tieáng Haøn khaùc vôùi ngöõ ñieäu trong 
tieáng Anh vaø khoâng nhaán maïnh vaøo moät töø ñaëc bieät naøo ñoù trong 
caâu. Cuõng khoâng ñöôïc phaân bieät moät caùch ñaëc bieät vaø chæ xuaát hieän 
duøng nhaán maïnh moät boä phaän naøo ñoù veà maët tình caûm hoaëc thaùi ñoä 
maø thoâi. 

‘우리는 ‘밥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삽니다. 

 

‘저기 가서 그 ‘앨  데리고 오십시오. 

‘저기 가서 그  앨 ‘데리고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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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yeän  taäp 25: Haõy ñoïc caùc caâu sau theo nhòp ngaén (– ) vaø theo n hòp 
daøi (=) 

1. 어제 밤에 늦게까지 책을 읽었다. 

대보름에도 호도, 잣 땅콩, 밤 등을 먹는다. 

2. 발이 아파서 혼났다. 

문은 열어 놓고 발을 쳐. 

3. 김치에 굴을 넣어야 맛이 있다. 

신촌으로 가려면 굴을 지나야 간다. 

4. 눈이 아프면 병원에 가. 

밖에 눈이 온다. 

5.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벌이 손등을 쏘았어. 

6. 거리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 

거기는 거리가 멀어서 걸어갈 수 없다. 

7.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8. 밥을 국에다 말아 먹었다. 

길에서 놀지 말고 집에서 놀아라. 

9. 애기를 업어 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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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가 없어서 걱정이야. 

10. 비가 오니 빨래를 걷어요. 

빨리 걷지, 늦겠다. 

11. 일하는 김씨는 김밥을 가지고 다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