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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3:  əː(r) / R 

Sound 3 는 R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대해서는 

다른 철자 패턴을 사용합니다.  

예:    əː(r) ,    əɾ ,     əʳ  ,  etc.      

( əː(r) ) 소리를 낼때 목구멍을 닫아야 하나 

완전히 닫으면 안됩니다. 목구멍의 근육을 

사용해야 하며 혀를 이용해야 합니다. 혀의 

끝이 아닌 목구멍과 연결된 혀의 뒷쪽 부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혀를 말아 올리지 않습니다. 이 소리를 낼때 

혀를 말아 올려야 한다고 배운 사람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혀를 말아 

올리면 잘못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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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그램 2 와 3: 

올바른 위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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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위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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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를 뒤로 당기고 목구멍 쪽을 향해서 위로 

올려야 하며 혀를 말면 안됩니다. 간혹 

선생님들은 다이아그램 3 처럼 말아 올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유는 혀 끝을 컨트롤 

하기 쉽고 혀 끝을 말아 올렸을때 혀의 뒷쪽 

부분이 자동으로 위로 올라 가서 목구멍을 

조금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너무 많이 

굴리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혀를 말아 올려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굴리지 않고 다이아그램 2 의 

혀의 위치 처럼 발음 할수 있도록 

연습해보세요. 

DVD 로 이 소리를 어떻게 만들까 보세요, 

Track 7a :'service' 를 발음해보고 əː(r) 소리를 

낼때 다음과 같이 끌어보세요: 'serrrr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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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3 에 대한 발음법을 DVD 를 잘 듣고 

반복해보세요, Track 7b : 'serrrvice' 

Exercise 2 :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귀를 훈련 시키고 

목구멍에 근육을 잘 활용할수 있도록 만든 

연습법입니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DVD Track 8: 

service, bervice, service, chervice, service, 

dervice, service, fervice, service, gervice, 

service, hervice, service, jervice, service, 

kervice, service, lervice, service, mervice, 

service, nervice, service, pervice, service, 

tervice, service, vervice, service, wervice, 

service, yervice, service, zervice 

만약 ‘service’ 가 발음하기 힘들다면 ‘dirty’ 를 

가지고 연습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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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Track 9 를 보시고 잘 따라해보세요: 

dirty, birty, dirty, chirty, dirty, firty, dirty, 

girty, dirty, hirty, dirty, jirty, dirty, kirty, dirty, 

lirty, dirty, mirty, dirty, nirty, dirty, pirty, 

dirty, sirty, dirty, tirty, dirty, virty, dirty, wirty, 

dirty, yirty, dirty, zi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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