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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은 교육과 재활이라는 측면

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며(Tye-Murray, 2014) 이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상에서는 순음과 어음을 활용한 검

사도구가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들은 조용한 환경에서

의 가청력(audibility)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배경소음 환경에서의 의사

소통 능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닌다(An et al., 

2002). 또한 난청인의 경우에는 보청기, 인공와우 등 다양한 보

장구의 착용을 통해 향상된 의사소통 능력을 기대할 수 있으나

(Lee, 2016), 이는 음소(phoneme)를 명확하게 분별하거나 인지

로 인한 결과가 아닌 가청력(audibility)의 향상으로 인한 결과

로 분석된다(Ching et al., 2001; Firszt et al., 2004). 일반적으

로 난청인은 건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음소 분별 및 인

지 능력을 보이며 보청기, 인공와우 등의 보장구를 착용하더라

도 배경소음 환경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지닌다(Killi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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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Han, 2019). 또한 난청인은 건청인에 비해 배경소음 환

경에서의 어음 인지 및 분별 능력은 더욱 저조하며(Wilson & 

Strouse, 2002) 배경소음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Plomp, 1986). 

따라서 배경소음 유무에 따른 난청인의 보다 세밀하고 객관화

된 어음 인지 및 분별 능력의 평가는 일상생활에서 이들이 느끼

는 어려움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착용한 보장구에 대한 실질적

인 이득(benefit)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청능재활 시의 평

가와 재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Beattie, 1989).

유사한 음소의 분별 및 인지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이라는 관점

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Miller & Nicely(1995)는 이를 오차행렬

(confusing matrix)을 통해 확인하였다. 오차행렬은 각 행과 열

에 자극음인 음소를 순차적으로 배치한 뒤 대상자의 반응에 따

른 정/오반응을 기입하는 방식으로써, 대상자의 정반응은 대각

선으로 나타나며 오반응은 대각선의 반응을 제외한 모든 반응

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Shepard(1972)는 음소 자극에 대한 

오차행렬에 유사성(similarity)과 거리(distance)의 개념을 적용

한 Shepard’s law를 통해 음소 간 분별이나 인지 시 가장 큰 오

차를 보이는 음소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유사성(similarity)

이란 오차행렬에서 나타난 오반응의 총합을 정반응의 총합으

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거리(distance)는 오반응에 대한 개념을 

다차원적인 척도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Shepard, 1972). 예

를 들어 Miller & Nicely(1955)의 연구에서는 발성 위치에 따른 

자음 분별 시 시각적 인지와 청각적 인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며 영어에서는 /t/, /s/, /d/, /z/, /n/의 5개 자음을 청각적으로 

분별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은 혼동을 보였다. Shepard(1972)의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를 Shepard’s law를 적용하여 

모델적합도(goodness of fit)를 확인하였고 99.4%의 높은 적합

도를 보고하였다. 이는 오차행렬에 기반한 유사성과 거리 분석

이 대상자의 반응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임을 지지하

였다. Johnson(2003)의 저서에서는 Shepard’s law를 적용하여 

혼동되는 음소에 대한 말지각 지도(speech-perceptual map)에 

대한 접근법을 소개한 바 있다. 즉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의 개념

을 토대로 말지각적인 측면에서도 각 음소에 대한 거리를 계산

하여 음소별 혼동되는 정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다. 최근까지도 음소 간 유사성과 거리에 대한 음향학적 모델 

혹은 말지각 지도를 제작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으나 아직까지 한국어 기반의 음소 간 유사성과 거리에 대한 연

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hepard’s law를 기

반으로 한국어 자모음의 오차행렬과 유사성,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국어의 말지각 지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정상 청력을 가진 20대 성인 20명(남녀 각각 10명; 평균 연

령: 22.05세, 표준 편차: ± 1.43)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과거 이과적 병력이 없고, 고막운동성 검사에서는 A 

유형을 나타냈다. 또한 0.5, 1, 2, 4 kHz의 4분법 순음평균역치

는 우측 1.94 dB HL, 좌측 2.56 dB HL이었으며, 기도-골도 차

는 양측 귀 모두 2.13 dB HL로 모든 대상자들은 20 dB HL 이

하의 정상 청력 기준을 충족하였다. 실험에 참여하기 전 대상자

들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자극음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18개 자음과 1개의 /a/ 모음으로 결

합된 총 18개의 자모음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음은 /p/, 

/p*/, /ph/, /t/, /t*/, /th/, /k/, /k*/, /kh/, /ts/, /ts*/, /tsh/, /s/, /s*/, 

/m/, /n/, /l/, /h/였다.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로 /p/, /p*/, /ph/, 

/m/는 두 입술을 사용하여 조음하는 양순음이었으며, /t/, /t*/, 

/th/, /n/는 혀끝이나 혓날을 윗잇몸에 붙이거나 간격을 좁혀 조

음하는 치조음이었다. /k/, /k*/, /kh/는 혀의 뒷부분과 연구개 

사이에서 조음하는 연구개음이었으며, /ts/, /ts*/, /tsh/는 혀의 앞

부분과 경구개 사이에서 조음하는 경구개음이었다. 또한, /s/, /sh/, 

/l/와 /h/는 각각 치경음과 성문음이었다(Kim, 2002).

자극음은 총 4명의 화자(남녀 각각 2명)가 발화한 자모음을 

음성분석 프로그램인 Computerized Speech Lab (CSLTM; Kay-

PENTAX, Montvale, NJ, USA)을 사용하여 마이크로 녹음하

였고 Adobe Audition 프로그램(Ver. CC 2014.2; Adobe Sys-

tems Complex, San Jose, CA, USA)으로 자극음의 실효값(root-

mean square)을 조절하였다. 이를 조용한 환경과 +3, 0 dB sig-

nal-to-noise ratio (SNR)의 2가지 백색잡음(white noise) 조건

에 적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극음 제시는 두 개의 스피커와 연결된 노트북(NT910S3G-

K32B, Samsung, Seoul, Korea)과 Superlab 프로그램(version 

5.0, Cedrus Corporation, San Pedro, CA, USA)을 통해 각 대

상자가 원하는 크기의 최고 쾌적 수준(most comfortable level)

에서 재생하였다. 두 개의 스피커를 대상자의 양 옆 각각 45° 방

향에서 1 m 거리에 두었고 대상자는 의자에 앉아 제시되는 자

극음을 듣고 들은 자극음과 가장 비슷한 자모음을 18개의 보

기에서 고르도록 요청하였다. 실험 시작 전, 각 대상자에게는 

들은 자극음에 대한 반응을 기입하는 오차행렬 기록지가 제공

되었다. 실험은 배경소음 유무와 강도에 따라 쉬움(quiet), 보통

(+3 dB SNR), 어려움(0 dB SNR)으로 구분되었으며 순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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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었다. 자극음은 각 난이도에서 1개의 자모음당 20번

의 반복을 무작위(pseudo-randomized)로 제시하였으며 20명

의 연구 대상자의 총 제시 횟수는 자모음 1개당 400회였다. 

자료 분석

제시된 18개의 자모음에 대한 20명의 연구 대상자들의 응답

은 18 × 18의 오차행렬을 통해 자극음 제시 횟수와 대상자의 

정/오반응 횟수에 따른 백분율로 계산되었다. 오차행렬에서 대

각선상에 표기되는 반응은 정반응으로 간주하였으며, 대각선

상에 표기되지 않은 모든 반응은 오반응으로 간주하였다. 정반

응과 오반응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는 자극음과 대상자가 인지

한 자모음이 일치할 경우에는 정반응으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에는 오반응으로 처리하였다. 백분율로 계산한 오차행렬에서의 

반응은 Shepard’s law에 근거하여 말지각 유사성을 확인 및 분

석하였다. 

유사성(similarity, Sij)은 오반응을 보인 반응의 총합을 정반

응을 보인 전체 반응의 총합으로 나누는 것으로 계산하였고[1], 

유사성과 자극음의 혼동은 정비례 관계, 즉 유사성이 높을수록 

자극음의 혼동 역시 높게 나타나며, 유사성이 낮을수록 자극음

의 혼동은 낮게 나타난다. 

        (Pij + Pji)
Sij =  [1]
        (Pii  + Pjj)

*Sij는 i 범주와 j 범주 간 유사성을 의미하고, P는 probability

를 뜻한다.

이후, 유사성 결과를 근거로 말지각 거리를 분석하였다. 거리

(dij)는 계산된 유사성에 음의 자연로그(-ln)를 취하였다[2]. 유

사성과 자극음의 혼동 간의 관계와는 다르게, 거리는 자극음의 

혼동과 반비례 관계, 즉 거리가 짧을수록 자극음의 혼동은 높게 

나타나며, 거리가 멀수록 자극음의 혼동은 낮게 나타난다.

dij = -ln (Sij) [2]

RESULTS

말지각 유사성

18개의 한국어 자모음에 따른 유사성 분석 결과, 소음이 증

가함에 따라 음소 간 유사성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용한 환경에서는 /t/와 /p/ (0.14), /m/와 /p*/

(0.05), /ph/와 /p/ (0.04) 등 총 17회(평균: 0.03, 표준편차: 0.03)

의 유사성을 보였으나(Table 1), 배경소음이 제시된 +3 dB 

SNR 환경에서는 /th/와 /ph/ (1.00), /ts/와 /t/ (0.70), /t/와 /p/

(0.62), /h/와 /ph/ (0.55), /h/와 /th/ (0.50) 등 총 64회의 유사성

(평균: 0.14, 표준편차: 0.20)을 보였으며 그 정도 역시 조용한 

환경에 비해 증가되었다(Table 2). 0 dB SNR 환경에서는 /th/와 

/ph/ (0.98), /t/와 /p/ (0.88), /ts/와 /t/ (0.85), /h/와 /th/ (0.76), /s/

와 /th/ (0.57), /h/와 /ph/ (0.57) 등 총 61회의 유사성(평균: 0.18, 

표준편차: 0.23)을 보였으며(Table 3), +3 dB SNR 환경과 비교

Table 1. Results of speech perceptual similarity from 20 normal hearing listeners at quiet condition

Stimuli
Responses

p p* ph t t* th k k* kh ts ts* tsh s s* m n l h
p 1.00
p* 0.01 1.00
ph 0.04 1.00
t 0.14 1.00
t* 0.01 1.00
th 0.03 1.00
k 0.01 0.01 1.00
k* 1.00
kh 0.02 1.00
ts 1.00
ts* 1.00
tsh 1.00
s 0.02 1.00
s* 0.01 1.00
m 0.05 1.00
n 0.00 0.05 0.00 0.00 1.00
l 1.00
h 0.00 0.0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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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유사성의 발생 빈도는 미약한 감소를 보였으나, 평균적

인 유사성의 정도는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말지각 지도

18개의 한국어 자모음에 따른 유사성 결과에 근거하여 말지

각 거리를 분석한 결과를 Figure 1로 제시하였다. 말지각 거리

는 소음이 증가함에 따라 거리의 정도가 짧아지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이는 유사성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조용한 환경에서

는 /t/와 /p/ (1.96), /m/와 /p*/ (2.99) 등 평균 4.16 (표준편차: 

1.12)의 거리를 나타냈다(Figure 1A). 배경소음이 제시된 +3 

Table 2. Results of speech perceptual similarity from 20 normal hearing listeners at +3 dB SNR

Stimuli
Responses

p p* ph t t* th k k* kh ts ts* tsh s s* m n l h
p 1.00
p* 0.01 1.00
ph 0.03 1.00
t 0.62 0.01 1.00
t* 0.04 0.01 1.00
th 1.00 0.01 0.01 1.00
k 0.26 0.26 0.01 1.00
k* 0.08 0.10 1.00
kh 0.00 0.12 0.20 0.01 1.00
ts 0.23 0.70 0.01 0.11 0.03 1.00
ts* 0.15 0.02 1.00
tsh 0.17 0.31 0.07 1.00
s 0.07 0.48 0.07 0.50 0.10 0.08 0.12 1.00
s* 0.02 0.25 0.12 0.30 1.00
m 0.07 0.00 0.01 0.00 0.01 0.01 1.00
n 0.01 0.06 0.01 0.01 0.01 0.01 0.08 1.00
l 0.01 0.03 1.00
h 0.34 0.01 0.55 0.08 0.50 0.12 0.14 0.01 0.13 0.30 1.00

SNR: signal-to-noise ratio

Table 3. Results of speech perceptual similarity from 20 normal hearing listeners at 0 dB SNR

Stimuli
Responses

p p* ph t t* th k k* kh ts ts* tsh s s* m n l h
p 1.00
p* 0.02 1.00
ph 0.08 1.00
t 0.88 1.00
t* 0.08 1.00
th 0.03 0.98 1.00
k 0.26 0.03 0.36 0.02 1.00
k* 0.07 0.17 1.00
kh 0.23 0.31 0.02 1.00
ts 0.36 0.01 0.85 0.02 0.12 1.00
ts* 0.15 0.03 1.00
tsh 0.26 0.01 0.30 0.13 1.00
s 0.13 0.43 0.16 0.57 0.01 0.19 0.09 1.00
s* 0.02 0.22 0.17 0.37 1.00
m 0.01 0.08 0.02 0.02 1.00
n 0.02 0.05 0.01 0.02 0.01 0.00 0.00 0.11 1.00
l 0.00 0.01 0.07 1.00
h 0.27 0.57 0.06 0.76 0.16 0.29 0.12 0.30 1.00

SNR: signal-to-noi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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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SNR 환경에서는 /th/와 /ph/ (-0.01), /ts/와 /t/ (0.36), /t/와 

/p/ (0.48), /h/와 /ph/ (0.59) 등 평균 2.97(표준편차: 1.59)의 거

리를 보였다(Figure 1B). 0 dB SNR 환경에서는 /th/와 /ph/ 

(0.02), /t/와 /p/ (0.13), /ts/와 /t/ (0.16), /h/와 /th/ (0.28), /h/와 

/ph/ (0.55) 등 평균 2.60(표준편차: 1.54)의 거리를 보였다(Fig-

ure 1C). 유사성 결과와 마찬가지로 거리 결과에서도 소음이 증

가함에 따라 음소별 거리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DISCUSSIONS 

본 연구는 20대의 정상 청력을 가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오차행렬과 Shepard’s law에 근거하여 배경소음 정도에 따른 

한국어 자모음의 유사성과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말

지각 지도를 제시하였다. 음소 간 유사성을 확인한 결과, 배경

소음이 증가함에 따라 음소 간 유사성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배경소음이 증가함에 따라 정상 청력 성인의 어음인지 오

류율이 증가함을 보고한 Chun et al.(2015)의 연구 결과가 뒷받

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p/-/t/의 유사성은 조용한 환경, +3 

dB SNR, 0 dB SNR에서 각각 0.14, 0.62, 0.88을 보였으며, 이

는 배경소음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음소의 분별 또는 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Chun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폐쇄음과 마찰음이 배경소음에 관계없이 

높은 오류율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

서도 양순음에 해당하는 /p/와 치조음에 해당하는 /t/ 음소가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는 상이하나, 조음 방식에 따른 음소 분

류에서 폐쇄음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t/-/ts/ 

음소 간 유사성 결과에서도 +3과 0 dB SNR에서 각각 0.70과 

0.85로 높은 유사성을 보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치조음

인 /t/ 음소가 폐쇄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혼동되기 

쉬운 음소이기 때문에 높은 유사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배경소음이 제시됨에 따라 조음 방식뿐 아니라, 조음 위치

에 따라서도 음소 간 혼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

세히 두 가지 배경소음 환경에 대한 음소 간 유사성 결과에서

는, /ph/-/th/ (1.00, 0.98), /t/-/ts/ (0.70, 0.85), /ph/-/h/ (0.55, 

0.76), /th/-/s/ (0.50, 0.57), /th/-/h/ (0.50, 0.76), /ph/-/s/ (0.48, 

0.43)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음소 간 결

과는 모두 폐쇄음 혹은 마찰음에 해당하는 음소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Chun et al., 2015). 그러나 Han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폐쇄음에 비해 비음으로 인한 음소의 오류

율이 더 높음을 보고한 바 있으나 이는 본 연구와의 자극음에 

대한 차이로 여길 수 있다. 즉, Han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자

음-모음-자음 형태의 단음절어가 포함된 자극음을 제시한 반면

에 본 연구에서는 18개의 한국어 자음과 1개의 동일한 모음 /a/

를 결합한 형태의 자극음을 제시했기 때문에 음소 간 분별 혹

은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의 차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난청은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저하시키며 나아가 개인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Katz 

& White, 2001) 난청인 대상의 음소 간 유사성, 거리, 그리고 

말지각 지도에 대한 적용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평가에 대한 필

요성과 중요성이 요구된다(Yoon, 2007).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

가자가 모두 20대의 정상 청력을 가진 성인이었으며 이는 음소 

간 유사성과 거리 및 말지각 지도 결과에 대한 연령과 난청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정상 청력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

로 음소 간 분별 및 인지에 대한 결과를 오차행렬과 Shepard’s 

law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한국어 기반의 최초 연구

라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향후 난청인 대상으로의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난청인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말지각 지

도를 시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객관화하고 청능사들이 보

다 손쉽게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공학적 접목을 통해 사용

    0 ≤ d < 1
    1 ≤ d < 2
    2 ≤ d < 3
    3 ≤ d < 4
    4 ≤ d < 5
    5 ≤ d

A B C
Figure 1. Speech perceptual-map for 18 Korean consonants as a function of SNR. A: Quiet. B: +3 dB SNR. C: 0 dB SNR. SNR = signal-to-
noise ratio, d =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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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친화적 도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심 단어0:0�음소지각 유사성·음소지각 거리·혼동 음소· 

소음 속 말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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