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AUDIOLOGY • 청능재활
RESEARCH PAPER

2007;3:64-73 
ISSN 1738-9399

ⓒ 2007 Korean Academy of Audiology
online © ML Comm

 

어음청력검사용 한국어 단음절 어음표 조사 
 

한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언어청각 협동과정,1 언어청각학부2 

홍  하  나1·김  진  숙2 

 
ABSTRACT 
 

The Research of Korea Monosyllabic Word Lists Using Speech Audi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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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recognition test presented at the most comfortable loudness level can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for diagnosing the degree 
of communication disability, prescribing hearing instruments and rehabilitation, planning speech therapy, and locating the site of 
les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11 word lists that were developed and utilized clinically in Korea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phonemes, familiarity, properness.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list, compared with the routine conversational frequency 
the followings were found. The initial consonants and the vowels seem to included excessively with‘ᆨ’,‘ᆸ’,‘ᄉ’,‘ᄋ’ and
‘ᅡ’ and‘ᅩ’, respectively. The final consonants seem to be included excessively with‘ᆨ’,‘ᆮ’,‘ᆸ’ and the ratio of words 
without the final consonants were much lower. Generally, the familiarity of the 11 word lists were fair since approximately 84 % of 
words were rated with fist and second in commonly used words. However, meaningless words were appeared among lists which can 
lead into hard listening situation with misunderstanding of the words for the tests. Also, negative and unpleasant words were found 
among lists. Conclusively, all these factors should considered the development of the new standardized word lists in Korea. 
 
KEY WORDS：Word recognition test·Frequency of phonemes·Familiarity·Properness. 

 
 

INTRODUCTION 
 

어음재인도 검사는 듣기에 가장 적절한 강도로 단음절어

를 제시하 을 때 정확히 확인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

로 의사소통 장애의 정도, 보청기의 적응 및 선택, 언어치

료 계획, 병변의 부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각 

50개의 음성학적으로 균형을 이룬 단음절(phonetically ba-
lanced monosyllabic word；PB word)로 구성된 어음표

들은 1) 어음표간 평균난이도 균형(equal average diffi-
culty among word lists), 2) 어음표간 난이도 범위의 균

형(equal range of difficulty among word lists), 3) 어음

표간 음소구성의 균형(equal phonetic composition am-
ong lists), 4) 표준어의 대표성(a composition represen-

tative of English speech) 및 5) 구성단어의 상용성(words 

in common usage)을 고려하여 개발된다.22) 어권에서는 

Central Institute for the Deaf의 CID W-22 검사표, 

Northwestern University의 NU Auditory test No. 4, 

No. 6 등이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동용으로 

50-item phonetically balanced kindergarten word lists, 

PBK-5020)와 그림판 검사인 Word Intelligibility by Pic-
ture Identification Test, WIPI24)가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찍이 1960년대부터 신규식,19) 함태 ,15) 

소진명,11) 이종담,12) 김창준,12) 박찬일,5) 함태 ,16) Richard,21) 

채세용,14) 변성완7) 등 여러 학자들의 단음절표가 보고되었

다.“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만 50만 표제어가 넘

는데 그 중에서 어음청력검사를 위한 단어를 선정해 어음

표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어음청력검사가 가능했던 것은 단음절어음표 제작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들고 지루한 작업과정을 거쳐 현재 

통용되고 있는 어음표들을 제작해오신 선학들의 업적이 누

적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나 아직 단일화된 표준 어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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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어 전국의 많은 대학이나 병원, 난청센터에서는 여러 

종류의 다른 단음절어음표를 사용하는 상황이다. 또한 변

성완 등10)은 현재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

국의 단음절어음표의 실태 및 어음빈도 분석에서 같은 대

학의 여러 수련 병원끼리 서로 다른 어음표를 사용하는 대

학병원도 있고, 거의 비슷하지만 3~4개의 단음절어만이 

다른 어음표가 여러 종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각 수

련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음표에 식별 번호(code) 조차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가 

서로 다른 기관들에서 어음재인도검사를 받게 되었을 때 

서로 다른 단음절표에 의한 검사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없고, 다른 단음절표를 사용한 결과 사이에 계통적 차이가 

없을 것으로 그저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재해

나 기타 법적인 문제로 인한 청력검사 항목으로 어음재인

도를 검사하고 있지만 어떤 단음절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검사 환경에서 검

사한 결과를 타 기관에서 참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표준화를 통한 통일된 단음절 

어음표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선행된 연구들에서는 주로 

한국어 음소의 빈도수에 중점을 두어 어음표의 적정성을 

보고하여 왔으나 음소의 빈도수만으로는 한국어 어음의 특

징을 충분히 기술하 다고 보기는 힘든 면이 있다. 예를 들

어, 어의 경우는 어음청력검사표의 작성에 가장 중요한 조

건으로 친숙도를 우선 순위로 선정한다. 어음청력검사용 단

음절 어음표로써 각 낱말의 친숙도와 유의미단음절어, 일

상회화체의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에 통용되

고 있는 어음표들을 위의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하여 차후 

표준화된 단음절 어음표를 제작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현재까지 발표된 단음절 어음표를 조사하여 현재 통용되

고 있는 어음표들을 중심으로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

여 기존 단음절어표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 다. 첫째, 

기존의 단음절 어음표들의 어음 빈도수를 초성, 중성, 종성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일상회화체에서 종성이 없는 단

음절어의 비율이 65%라는 보고6)에 따라 기존 어음표의 종

성없는 단음절어의 빈도수도 분석하 다. 둘째, 현대 시대

에 맞는 친숙한 어휘를 중심으로 기존 어음표의 친숙도를 

분석하 다. 이는 그간 무의미 음절을 사용한 연구에서 오

청률이 높은 음절이 무의미 음절에 많았으며, 무의미 음절

을 가장 친숙한 단음절어로 잘못 듣는 비율이 높다는 보고

가 근간이 된다.14) 마지막으로 기존 어음표의 단어의 적정

성을 분석하 다. 무의미하거나 부적절한 낱말로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들을 표준어를 중심으로 분석하 다. 

 

연구 방법 

 

음소 빈도수 분석 

현재까지 발표된 한국어 단음절어음표 중 현재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는 함태 15)의 어음표를 포함해 신규식,19) 

소진명,11) 이종담,12) 김창준,2) 박찬일,5) 함태 ,16) Richard,21) 

채세용,14) 변성완의 시안 1, 27) 등의 어음표를 중심으로 분

석하 다. 최근 발표된 보고7)에 의하면, 일부 단음절어음

표는 변형이 되어 사용되고 있다. 함태 15)의 경우,“들 → 

돌, 잣 → 잠, 끌 → 끝, 논 → 눈”으로 일부 단어가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종담12)의 경우,“겁 → 검, 법 → 범, 

밥 → 밭, 솥 → 솜/손, 배 → 재, 귤 → 굴, 옆 → 열, 떡 → 먹”

으로, 함태 16)은“법 → 범”, 신규식19)의 어음표에서는 

“돈 → 돌, 귤 → 글, 돌 → 들, 용 → 응, 점 → 짐, 쪽 → 족, 태 

→ 대, 흑 → 혹”으로 변형되어 쓰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일부가 변형된 어음표와 기존 단음절어표 조사과정

에서 미쳐 자료를 찾지 못한 최창수(1963)와 백준기(1970)

의 어음표를 제외하고, 기존에 발표된 단음절어음표를 중

심으로 분석하 다(Table 1).  

 

친숙도 분석 

친숙도 분석을 위해 현대국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어휘

의 목록을 작성한“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1)를 참고하

다.“표준국어대사전”에는 508,710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지만 당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그것의 

10~15%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13) 그 중 80%에 달하

는 단어들은 사전에 실려 있기만 할 뿐 현대 국어에서 실

제로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이다. 반면 현대로 들어와서 새

로이 등록되는 단어의 양은 과거에 비해 급격히 많아졌다. 

여기서는 과거에 작성된 여러 어휘 목록을 서로 비교하여 분

포를 살피는 메타 계량이라는 방법으로 1968년부터 2000

년까지 한국어 어휘를 연구한 14건의 자료를 토대로 등재

항목의 표시를 따라 교육적 중요도에 따라 총 7등급을 제

시하 다. 총 어휘의 양은 모두 237,990어이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를 보면 Table 2와 같다. 5, 6, 7등급 저빈

도어로 분류하 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단음절어 목록의 

각 어휘들을 등급별로 분석하 다.  

 

낱말의 적정성 분석 

기존 어음표의 낱말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참

고해 유의미 및 무의미 단어를 분석하 다. 특히 유의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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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중에서도 표준어에 중점을 두어 현재 사용되지 않은 시대

에 뒤떨어진 단어와 불쾌감을 주는 단어 등을 분석하 다. 

 

RESULTS AND DISCUSSION 
 

음소 빈도수 분석 

음소 빈도수 분석은 일상회화체의 음소별 빈도를 조사하

여 음소 분포의 자료를 제시한 변성완 등7-9)의 연구를 참고

로 하 다. 변성완 등8)9)은 한국어 일상회화체에 음소 빈

도를 조사하기 위해 발음 빈도를 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뉴스와 드라마 등 표준어로 된 한국어 문서 자

료를 선정해 총 171,824음절을 분석하여 각 음소의 빈도

수를 분석하 다(Table 3).  

Table 1에서 조사된 어음표들의 초성의 개수를 분석하

면 다음과 같았다(Table 4, Fig. 1). 어음표별로 약간의 차

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ᆨ”,“ᆸ”,“ᄉ”,“ᄋ”이 초성

인 단음절어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ᄋ”은 어음표 

간의 사용 빈도수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회

화체와 비교할 때 소진명11)의 어음표에서“ㅃ”과“ᄎ”의 

출현이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었다(Fig. 2). 

각 어음표의 중성의 개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았다(Ta-
ble 5, Fig. 3). 모음을 분석한 결과, 압도적으로“ᅡ”와

“ᅩ”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ᅵ”를 중성으로 가진 단음

절어가 많았다. 특히 중성은 각 어음표별로 비슷한 빈도수

를 가지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그러나“ᅥ”,“ᅩ”,“ᅳ”,

“ᅵ”는 어음표 간 차이를 보 다. 일상회화체와 비교할 때 

박찬일5)의 어음표에서“ᅭ”, 소진명11)의 어음표에서“ᅬ”

와“ᅴ”의 모음이 회화체의 빈도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 

Table 1. 한국어 단음절어음표 

어음표 구 성 표 단음절어 

Sh 40단음절 
×2표 

표1 
표2 

입눈못 외 
공돈돌 외 

H1 50단음절 
×4표 

표1 
표2 
표3 
표4 

귀힘논 외 
혀독잠 외 
눈공길 외 
글집꿈 외 

So 50단음절 
×2표 

표1 
표2 

일통쥐 외 
입창돈 외 

L 50단음절 
×4표 

표1 
표2 
표3 
표4 

혀독잠 외 
눈공길 외 
글집꿈 외 
귀힘논 외 

K 50단음절 
×4표 

표1 
표2 
표3 
표4 

들손원 외 
뜻돈비 외 
총약떡 외 
뜻피벼 외 

P 50단음절 표1 남요바 외 

H2 50단음절 
×2표 

표1 
표2 

귀딸안 외 
코떡알 외 

R 50단음절 
×8표 

표1 
표2 
표3 
표4 
표5 
표6 
표7 
표8 

돌공밤 외 
책깨줄 외 
귀입배 외 
차자팔 외 
팔뱀책 외 
장양침 외 
동표끈 외 
빵열명 외 

C 50단음절 
×2표 

표1 
표2 

보업골 외 
공움걸 외 

B1 50단음절 
×2표 

표1 
표2 

게검겨 외 
겁강계 외 

B2 50단음절 
×2표 

표1 
표2 

감강골 외 
간개겁 외 

Sh：신규식(1960), H1：함태 (1962), So：소진명(1970), L：이종담
(1976), K：김창준(1976), P：박찬일(1981), H2：함태 (1986), R：
Richard W. Harris, C：채세용(2005), B1：변성완(2006), B2：변성완
(2006) 

 

Table 2. 등급별 교육용 어휘 목록 

국어교육용 
어휘량 누계 

등 급 개  념 

01,845 01,839 1 기초어휘 

04,245 06,084 2 정규교육이전 
08,358 

 
14,442 

 
3 
 

정규교육개시-사춘기이전사고 
도구어 일부 포함 

19,337 
 

33,819 
 

4 
 

사춘기 이후-급격한 지적 성장 
사고 도구어 포함 

 
Table 3. 일상회화체의 초, 중, 종성 빈도수 

초성 빈도수(%) 중성 빈도수(%) 종성 빈도수(%) 

ᆨ 12.8 ᅡ 22.4 [  ] 64.9 

ᆩ 01.8 ᅢ 04.3 ᆨ 02.2 

ᆫ 10.5 ᅣ 01.1 ᆫ 12.1 

ᆮ 08.3 ᅤ 00.1 ᆮ 02.3 

ㄸ 01.8 ᅥ 11.5 ᆯ 06.2 

ᆯ 08.2 ᅦ 04.1 ᆷ 03.7 

ᆷ 06.3 ᅧ 04.4 ᆸ 00.8 

ᆸ 04.3 ᅨ 01.0 ᄋ 07.7 

ㅃ 00.4 ᅩ 09.9   

ᄉ 09.0 ᅪ 01.5   

ᄊ 2.0 ᅫ 00.2   

ᄋ 15.2 ᅬ 00.6   

ᄌ 07.9 ᅭ 00.8   

ᄍ 00.9 ᅮ 07.0   

ᄎ 02.3 ᅯ 00.8   

ᄏ 01.1 ᅰ 00.0   

ᄐ 01.5 ᅱ 00.5   

ᄑ 01.1 ᅲ 00.7   

ᄒ 04.7 ᅳ 11.7   

  ᅴ 01.4   

  ᅵ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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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 4). 

한국어의 종성은 /ᆨ, ᆫ, ᆮ, ᆯ, ᆷ, ᆸ, ᄋ/의 7종성 법

칙과 종성이 없는 낱말로 분류될 수 있고, 한국어 일상회

화체에서 종성이 없는 단음절어 빈도는 65%로 보고된 바 

있다.6) 기존의 단음절어음표들에서 종성이 없는 단음절의 

빈도수는 평균 24.8%로 본 연구에서 조사되었다. 종성과 

관련된 음소 빈도의 조정을 맞춘 변성완의 어음표7)에서만 

44%를 보 을 뿐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함태

의 어음표15)는 종성이 없는 음절의 빈도수가 12%에 그쳐 

일상회화체 어음과 음성학적 분포의 동일성이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 7). 빈도수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

로 각 어음표마다 비슷한 형태로 출현하 으며“ᆨ”,“ᆮ”,

“ᆸ” 종성은 어느 어음표에서나 그 출현 빈도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Figs. 5 and 6). 일상회화체보다 단음절 어

음표에서 특히“ᆨ”,“ᆮ”,“ᆸ”이 종성으로 들어가는 낱말

이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Table 6 and 7). 

Table 4. 각 어음표의 초성 개수 

 ᆨ ᆩ ᆫ ᆮ ㄸ ᆯ ᆷ ᆸ ㅃ ᄉ ᄊ ᄋ ᄌ ᄍ ᄎ ᄏ ᄐ ᄑ ᄒ 

Sh 009 04 02 006 04 0 005 008 01 006 03 005 005 01 03 04 04 06 04 

H1 024 08 12 012 08 0 020 024 04 028 04 016 016 00 04 04 04 04 08 

So 009 03 05 005 03 0 005 004 03 005 03 019 006 02 09 02 04 05 08 

L 022 08 12 012 08 0 020 023 03 029 04 016 015 01 07 03 04 04 08 

K 024 04 8 012 08 0 015 030 04 016 04 028 014 04 08 04 04 04 08 

P 008 01 005 004 00 0 003 002 00 004 01 013 004 00 01 01 00 00 03 

H2 014 02 06 008 02 0 006 008 00 012 00 014 010 00 04 02 02 04 06 

R 036 12 16 021 15 2 038 028 07 045 04 052 030 01 24 07 19 18 25 

C 013 03 06 007 00 0 006 008 00 011 01 011 011 01 04 04 04 03 07 

B1 014 02 12 010 02 0 006 004 00 010 02 016 008 00 02 02 02 02 06 

B2 014 02 12 010 02 0 006 004 00 010 02 016 008 00 02 02 02 02 06 

총계 187 49 96 107 52 2 130 143 22 176 28 206 127 10 68 35 49 52 89 

Norm 028 04 24 020 04 0 012 008 00 020 04 032 016 00 04 04 04 04 12 
Norm：변성완 등7)의 연구에서 제시한 일상회화체에 근거한 음소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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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각 어음표의 초성 빈도수(%).
Norm：변성완 등7)의 연구에서 제시
한 일상회화체에 근거한 음소 빈도수
100%이다. 

Fig. 1. 각 어음표의 초성 개수. Norm：
변성완 등7)의 연구에서 제시한 일상
회화체에 근거한 음소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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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도 분석 

기존 어음표를“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1)의 등급별로 

분석한 결과, Fig. 8, Table 8과 같았다. 총 낱말수와 등급

별 낱말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각 어음표마다 표간 

중복된 낱말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김창준 어음표2)의 경

우, 총 낱말수는 200개인데 등급별 낱말수의 합이 52개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존 어음표들을 모두 1등급 낱말

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8). 함

태 의 어음표16) 경우, 1등급 어휘가 89%의 비율을 보여 

가장 기초어휘가 많이 포함된 어음표로 나타났고, 박찬일,5) 

채세용14)의 어음표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 는데 이는 무

의미 음절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까닭으로 보인다.  

정규교육 이전에 사용하는 어휘를 나타낸 2등급까지에서

는 김창준2)과 함태 의 어음표16)가 각각 96%, 95%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2등급까지의 어휘는 84.8%

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쉽고, 많이 쓰이는 낱말들 

Table 5. 각 어음표의 중성 개수 

 ᅡ ᅢ ᅣ ᅤ ᅥ ᅦ ᅧ ᅨ ᅩ ᅪ ᅫ ᅬ ᅭ ᅮ ᅯ ᅰ ᅱ ᅲ ᅳ ᅴ ᅵ 

Sh 017 06 02 0 003 00 003 00 020 02 0 01 03 008 00 0 01 01 03 0 010 

H1 044 12 02 0 020 02 012 00 032 04 0 04 00 024 00 0 04 04 024 0 020 

So 017 04 02 0 009 01 009 00 013 03 2 03 02 009 02 0 04 02 008 3 007 

L 042 14 02 0 019 03 011 00 035 04 0 03 00 023 00 0 04 04 015 0 021 

K 040 08 04 0 024 00 015 04 024 04 4 04 04 016 04 0 04 04 008 4 025 

P 012 02 01 0 006 02 001 01 004 01 0 00 02 003 00 0 00 01 006 0 008 

H2 022 06 02 0 010 00 008 00 013 02 0 00 02 009 02 0 02 00 008 0 014 

R 088 24 06 0 045 01 028 02 053 07 2 04 11 038 4 0 08 08 029 0 042 

C 022 06 02 0 014 00 007 00 015 01 0 01 02 007 01 0 01 01 010 0 010 

B1 022 04 02 0 012 04 004 02 010 02 0 00 00 008 00 0 02 00 012 0 016 

B2 022 04 02 0 012 04 004 02 010 02 0 00 00 008 00 0 02 00 012 0 016 

총계 348 90 27 0 174 17 102 11 229 32 8 20 26 153 13 0 32 25 135 7 189 

Norm 044 08 04 0 024 08 008 04 020 04 0 00 00 016 00 0 04 00 024 0 032 
Norm：변성완 등7)의 연구에서 제시한 일상회화체에 근거한 음소 빈도수 
 

Fig. 3. 각 어음표의 중성 개수. Norm：
변성완 등7)의 연구에서 제시한 일상
회화체에 근거한 음소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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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각 어음표의 초성 빈도수(%).
Norm：변성완 등7)의 연구에서 제시
한 일상회화체에 근거한 음소 빈도수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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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Fig. 9). 그러

나 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낱말들을 많게는 28%까지 포함

한 어음표가 있어 무의미 음절이거나 시대에 맞는 어음청

력검사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낱말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Table 8).  

 

낱말의 적정성 분석 

기존 어음표의 유의미 음절어 및 무의미 음절어를 50만 

단어를 수록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해 기본

의미의 유무를 기준으로 분석해본 결과,“까,5) 났,14) 는,11) 

든,14) 디,5) 머,5) 몰,14) 빰,23) 스,5) 쑈,11) 쓰,5) 앋,5) 으,5) 짜,14) 

큼14)” 등이 조사 어음표에서 무의미 음절어로 나타났다. 이

러한 무의미 음절어들이 각 어음표 별로 출현하고 있는데 

그 중 박찬일5)과 채세용의 어음표14)에서는 각각 14%, 5%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각 어음표별로 부적절한 

낱말을 정리하면 약 30개로 예를 들면,“갇,5), 걸,5) 굿,15) 

긴,14) 까,5) 꼴,12) 났,14) 놈,23) 니,5) 든,14) 머,5) 몰,14) 빰,23) 

솟,15) 숫,15) 스,5) 써,14) 쓰,5) 업,5) 욕,23) 으,5) 읻,5) 젓,15) 

Table 6. 각 어음표의 종성 개수 

 [  ] ᆨ ᆫ ᆮ ᆯ ᆷ ᆸ ᄋ 
Sh 019 008 008 007 016 009 04 009 
H1 024 028 020 028 036 032 12 020 
So 026 011 015 003 021 011 03 010 
L 022 028 021 028 038 033 10 020 
K 036 020 028 016 036 026 18 020 
P 030 001 007 003 004 002 01 002 
H2 024 010 018 006 020 010 04 008 
R 082 045 047 029 074 047 14 062 
C 030 009 014 002 017 008 02 018 
B1 044 004 012 006 010 008 04 012 
B2 044 004 012 006 010 008 04 012 
총계 381 168 202 134 282 194 76 193 
Norm 088 008 024 012 020 016 08 024 
Norm：변성완 등4)의 연구에서 제시한 일상회화체에 근거한 음소
빈도수, [  ]：종성이 없는 경우 
  

Fig. 5. 각 어음표의 종성 개수. Norm：변성완 등7)의 연
구에서 제시한 일상회화체에 근거한 음소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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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5) 질,14) 짜,14) 큼,14) 흠,7) 흥,7) 히5)”와 같다.“굿”,“업” 

등은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로,“놈”,“욕”,“젓”,“질”,“흠”

과 같이 현실적으로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낱말로 분

류할 수 있었다. 무의미 음절어는 친숙도가 떨어질 뿐만 아

니라 어감 상으로도 단음절어로 분류하기에 적절하지 않았

다. 예를 들면, 함태 의 어음표15)에서는“굿”,“젓”,“질” 

등을 포함하고 있었고, Harris의 어음표23)에서는“놈”, 

“욕”,“흠” 등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낱말들이 포함되어 있

었다.  

어음청력검사용 한국어 단음절어음표를 연구한 기존의 

보고들에 의하면, 주로 음성적 구성과 초중종성의 출현율 

및 각 리스트 당 난이도와 빈도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

루었다. 그러나 음성학적 균형이 어음청력검사용 단음절어

음표의 제작에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25) 또한 빈도수 중심의 음성학적 분포가 치우침없

이 다양하다면 각 표간 완전한 균형을 이루지 않아도 검사 

결과에는 큰 향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18) 본 연구의 결과

에 따르면 각 어음표별로 일상회화체의 근거에 따른 빈도

수를 꽤 벗어나 있어 기존의 어음표들이 현대 일상회화체

의 음성적 구성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초중종성의 과도한 출현때문으로 이러한 현

상이 나타난 것으로 새로운 어음표 제작시 특히 고려할 부

분으로 사료된다.  

각 어음표의 종성이 없는 단음절어 및 빈도수를 조사해

본 결과, 무의미 음절을 다수 포함한 박찬일5)과 종성의 빈

도수에 초점을 맞춘 변성완의 어음표7)가 종성이 없는 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종담의 어음표12)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Fig. 7). 그러나 단음절의 경우, 연음으로 발생하

는 종성의 탈락 현상이 없으므로 문장이나 이음절과 달리 

일상회화체에서 종성이 없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게 된다. 

그러므로 단음절어 종성의 출현 빈도수를 일상회화체의 종

성 출현율 65%에 무리하게 맞추고자 한다면 무의미한 음

절어나 비친숙어가 포함될 것이다. 더욱이 유의미 단음절

어를 기본 조건으로 어음표를 개발한다면 일상회화체의 종

성이 없는 단음절의 빈도수에는 못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친숙도와 음성학적 분포의 균형을 맞추어 새로운 어음표를 

제작할 때는 표준어의 대표성, 구성 단위의 상용성을 고려

하여 어음표간의 난이도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무의미 음절을 사용한 연구에서 오청률이 높은 음

절이 무의미 음절이 많았다는 보고3)4)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기존에 발표된 한국어 단음절어음표의 친숙도를 표준

어를 바탕으로 분석하 다.“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1)에

제시된 기초어휘부터 사고 도구어까지 4등급으로 분류된 

어휘 목록을 참고해 기존의 단음절어음표를 4등급으로 분

류한 결과, 기초어휘에 해당하는 1등급은 72.3%의 낱말

이 속해 있었으며, 정규교육 이전에 사용하는 어휘까지 포

함한 2등급은 84.8%로 친숙한 낱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Table 8). 그러나 몇 개의 어음표는 

표간 중복단어가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포괄적인 

낱말을 가진 어음표로써 친숙도를 평가했다고 볼 수는 없 

Table 7. 각 어음표의 종성이 없는 단음절어 

어음표 종성이 없는 단음절어 

Sh 개귀깨띠묘배비쇠씨조채초코키태파표피해 

H1 개귀깨뇌되뒤매무배벼뼈새서소쇠시씨죄쥐코키터해혀 

So 쥐비해의씨이개뇌뭐왜야초표귀쇠쑈죄혀코위체피하 

L 귀깨뇌뒤매무배뼈새서소쇠시씨죄취코터해혀 

K 귀꾀배벼비뼈예왜재피 
P 
 

거계과그까네누니대동디머바보세스쓰애야여오요유으이자 
조죠처키히 

H2 개겨구귀기나너도뒤배비새소시요이자차코키터표해혀 
R 
 

개구귀그깨나너도뒤때리매묘미배벼비뼈사새서소쇠수시예 
오왜요위이자죄주쥐차초코키터티파표피해혀회효 

C 
 

개귀그깨끼나너누대보비새서소써야오재짜차초코키타토표 
하혀회 

B1 
 

게겨구귀기끼나너네노대더도때마모무미배벼비서세소시씨 
예오위이자저조주차체초코키터티피해혀 

B2 
 

개구귀그기끼나너네노다더도뒤떼마모무미배비사서세소시 
씨애예오이자저조주차초코키터폐피해혀 

 

Fig. 8. 각 어음표 등급별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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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각 어음표의 등급별 낱말 

어음표 총낱말수 등급 개수(%) 단  음  절  어 
1등급 
 

062 (77.4) 
 

강개공귀금길김꿀꿈끈낮눈달닭돈돌딸땅떡말목못물밤배벗벽별북불비뺨산손솜쇠술쌀양옷용입 
점조종집쪽채초침칼코콩키통파팔표풀피해활 

2등급 011 (13.9) 광귤깨독띠연잣탑톱팥혼 

3등급 001 (01.2) 묘 

4등급 002 (02.5) 쌈씨 

Sh 40단음절 
×2표 

등급없음 003 (03.7) 솟태흑 
1등급 
 
 
 

142 (71) 
 
 
 

감강개겁겉곰곳공국귀글금길김꼴꽃꿀꿈끈끝남낫낯넷논눈단달닭담돈돌뒤들등딸땀땅떡뜰뜻만 
말맛매멋명목몸못무문물밑박반발밤밥방밭배백뱀벌법벗벽별복봄북불빗빛뺨뼈산살삼삽상새 
색선설섬셋소속손솜쇠술숨숲쉰시신실싹쌀안알앞역열옆옷왕운육은잎잔잠장적절점좀종죄쥐 
짐집책춤침칼코콩키터통틈팔풀해혀흙힘 

2등급 037 (18.5) 갓광굴굿귤극깃깨끌납농뇌답독되뚝막맥멋범벼붓뽕뿔샘서솔연엿윷잣죽총틀폭품활 

3등급 009 (04.5) 겹골녹뜸망면향흉흠 

4등급 007 (03.5) 널묵쌈씨인젓질 

H1 50단음절 
×4표 

등급없음 005 (02.5) 곽님멍솟숫 
1등급 
 

071 (74.7) 
 

간감강개곰귀금꽃꿈끈날눈닭돈돌동뜰말문뭐벽별북비빵뺨상선손쇠신알야역열 옆왕왜월위은 
을의이일입잠절젖죄쥐쪽창책철초촌코콩털통틈편표풀피해혀현흙 

2등급 011 (11.5) 검귤납뇌뚝뺨뿔체턱팥활 

3등급 001 (01) 촌 

4등급 006 (06) 묵쌈씨찬하황 

So 50단음절 
×2표 

등급없음 006 (06) 는쑈율쨈첨흰 
1등급 
 
 

108 (69.6) 
 
 

감강겉곰곳공귀글길김꼴꽃꿀꿈끝넷논눈단달담돈돌뒤들딸땀땅떡뜰뜻만말맛매명목못무문박밤 
밥방밭배백뱀벌벗벽별복빗빛뺨삽상새색선설섬셋소속손쇠술숨숲쉰시신싹안알앞양옷왕운육 
은잎잠장적절점좀종죄짐집창책춤침칼콩털틈팔해혀흙힘 

2등급 030 (19.3) 갓광굴굿귤극깨납낫낯농답독돛뚝막먹뿔샘서연엿윷죽총틀폭품혼활 

3등급 006 (03.8) 겹골녹망면흠 

4등급 007 (04.5) 널묵쌈씨인젓취 

L 50단음절 
×4표 

등급없음 004 (02.5) 님밀숫솟 
1등급 
 

044 (84.6) 
 

강겁곳귀길남눈댁돈들떡뜻맛멋물밤밥배법봄분비뼈산섬손실쌀약열예왕왜용원잠재적집쪽춤칼 
피형 

2등급 006 (11.5) 검귤꾀벼총탑 

3등급  - 

4등급  - 

K 50단음절 
×4표 

등급없음 020 (03.8) 밀흰 

1등급 025 (50) 간계군그남네늘단대동만문선세실애야여오유이자장조키 

2등급 004 (08) 바요처학  

3등급 002 (04) 보음  

4등급 004 (08) 걸누업인  

P 50단음절 

등급없음 015 (30) 갇거과까니디머스쓰앋으읻죠할히  
1 등급 
 
 

089 (89) 
 
 

간강개구국군귀금기길김꽃끝나날낮너눈달담도돈돌동뒤들딸떡만말목못문물밭배법별병붓비산 
살상새색선설소손솜시신안알약양역원월은이입자잔장적절정좀죽짐집차책철침코키터팔편표 
풀한해혀형힘 

2등급 006 (06) 극연요읍틀활  

3등급 003 (03) 겨관음  

4등급 001 (01) 볼  

H2  50 단음절 
×2 표  

등급없음 001 (01) 님  
1등급 
 
 
 
 

184 (78.6) 
 
 
 
 

간감강개겁곰곳공구국군귀그금길김꽃꿀꿈끈끝나날남너넷놈눈늘달닭댁도돈돌동둘뒤등딸땀땅 
때떡뜰뜻리만말맛매멋명목몸못문물미밑박반발밤밥방밭배백뱀벌법벗벽별병봄북비빵뼈사산 
살삼상새색서선설섬성소속손솥쇠수술숨쉰시식신실십싹쌀안알앞약양억역열 옆예오옷왕왜 
용원월위육은이일입자잔잠장적전절점종죄주줄중쥐짐집쪽차창책천철초촌총춤층칠침칼코콩 
키탓터털통틈파팔편표풀피한해혀형회흙힘   

2등급 032 (13.6) 광굴귤깨끌답독뚝맥먹벼뽕서솔연요욕윷잣죽총탈탑탕턱틀팥평품핵활효 

3등급 011 (04.7) 골관뜸망면묘촌티향흉흠  

4등급 003 (01.2) 널묵쌈 

R  50단음절  
×8표  

등급없음 004 (01.7) 님멍밀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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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일부 어음표를 제외하고 등급에 없는 낱말들이 

5% 미만으로 나타나 무의미 음절이거나 비친숙한 낱말이 

소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낱말 중“님”은 

등급에는 없었지만 현대 인터넷 시대에서 가장 많이 쓰이

는 낱말 중 하나로 비친숙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된다. 반면에“굿, 업” 등은 현대 시대에는 잘 쓰이지 않는 

낱말들로 등급에서도 각각 2등급, 4등급으로 나타나 친숙

도가 떨어지고,“젓, 질, 욕, 흠” 등은 각각 국어 교육용 어

휘의 3, 4등급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어감이 좋지 않은 낱

말들로 친숙도 및 표준어를 기본으로 하는 단음절어음표 

제작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무의미 단음절어가 개인의 기억력이나 학습 경험의 향

을 덜 받기 때문에 검사 자료로 더 적합하다는 주장17)이 있

지만 어음청력검사용 단음절어음표는 단음절어를 제시하

을 때 정확히 확인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유의미 음절어로 구성된 어음표가 검사에 더 적절하다. 이

는 그간 무의미 음절을 사용한 연구에서 오청률이 높은 음

절이 무의미 음절에 많았으며, 무의미 음절을 가장 친숙한 

단음절어, 주로 명사로 잘못 듣는 비율이 높다는 보고가 

근간이 된다.14) 또한 사용 빈도가 높은 낱말이 명료도가 높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낱말들을 많이 포함할수록 알

아듣기 쉬운 어음표가 된다.17) 기존의 단음절어음표에서 무

의미 음절의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났, 든, 쑈, 앋”등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낱말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정상인 및 난청인에게도 오청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낱말

들로 검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검사의 목적

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한국어 단음절

어음표 개발에서 유의미 단음절어의 구성은 기본 조건이 되

야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음절어의 음소 빈도수와 표준어를 바탕

으로 한 친숙도 및 유의미 음절어에 기초한 낱말의 적정성

을 기준으로 기존의 어음표들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기존의 분석 방법인 음소의 빈도수나 난이도

뿐만 아니라 현대 국어와 회화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

한 표준화된 단음절어음표의 개발을 제안하며 본 연구가 

차후 어음청력검사표의 표준화 제작에 기본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중심 단어：단어인지검사·음소빈도·친숙도·적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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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inued 

어음표 총낱말수 등급 개수(%) 단  음  절  어 
1등급 
 

053 (53.5) 
 

강개경공국귀그끝나너달담대덕들등말명뭐박발방복분비상새생선성소속순알야 오잘재적절점 
정차창초코키편표혀현회  

2등급 012 (12.1) 광굴깨놀범서욕징총토틀학  

3등급 009 (09) 골끼난보올윤음함향  

4등급 006 (06) 걸격누업질하  

C 50단음절 
×4표 

등급없음 019 (19.1) 긴났든몰민밀송심써언잡준증짜큰큼타탄필  
1등급 
 

073 (73) 
 

강겁게계구귀글금기길꽃나남낮너네노늘단달담대더도돈등때뜻마만멍모무미방배비산살상세소 
순시신안알앞약 예오옷왕위은이일자저점정조주차코키터풀피한해혀  

2등급 011 (11) 검극늪닻벼서숯악체활흥  

3등급 011 (11) 겨궁끼난능덤음진즙티향  

4등급 004 (04) 널쑥씨인  

B1  50단음절  
×2표  

등급없음 001 (01) 님  
1등급 
 

074 (74) 
 

간감강개겁구군귀그기길끈나난낫낮너네노눈다달더덕도둘뒤들등뜻마맛멍모무미방배비사상선 
세셈소시신실안알앞약예오옷왕은이일자저점조주짐차초코키터피해혀형 

2등급 013 (13) 굴늪떼범서쌍악연엿탕폐흠흥 

3등급 008 (08) 골관끼능즙진향흠 

4등급 003 (03) 널씨음 

B2 50단음절 
×2표 

등급없음 002 (02) 님애 

 

Fig. 9. 각 어음표의 2등급까지의 누적출현 빈도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
 

Sh     H1    So     L     K     P     H2    R     C    B1    B2 



 
 
 
 
 
 

 

HN Hong, et al：Korea Monosyllabic Word ListG 73

과 검증.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의학과 이비인후과학; 2003. 
4. 노혜일, 채세용. 고음역 난청에서 분별하기 어려운 단음절어의 음

향분석.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2001;44(7):700-706. 
5. 박찬일. 한국 어음청력검사 단음절어음표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1985;28(3):269-278. 
6. 변성완. 단음절어표의 제작에서 종성과 관련된 음소 빈도의 조정.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2007;50(7):573-578. 
7. 변성완. 어음표 제작위원회 활동 보고와 토론. 한림성심병원 청각

세미나 발표자료; 2006. 
8. 변성완. 한국어의 발음 음소별 빈도로 본 한국어 PB Word의 타

당성. 대한청각학회지. 2001;10(1):76-81. 
9. 변성완. 한국어의 음절빈도와 단음절 어음표의 음절분포. 대한이

비인후학회지. 2003;46(9):737-744. 
10. 변성완, 정성민, 김한수, 고영민. 전국의 수련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단음절어음표의 실태 및 어음 빈도 분석. 대한이비
인후과학회지. 2005;48(9):1086-1090. 

11. 소진명. 강강격 단어와 유의 단음절어에 대한 통계학적 고찰. 대
한이비인후과학회지. 1970;32(2):912-927.  

12. 이종담. 한국 어음청력검사 어집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이비인

후과학회지. 1976;39(1):821-833. 
13. 정호성.『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생활; 

1999. 
14. 채세용, 노혜일. 청각적, 음소적으로 조화된 한국어 한음절어표. 

최신의학지. 2005;19(1). 
15. 함태영, 한국어음청력검사 어표와 명료도 검사 성적에 관한 연구. 

대한이비인후학회지. 1962;25(2):721-741. 
16. 함태영. 한국언어청력검사 어표의 제작에 관한 연구. 대한이비인

후학회지. 1986;29(2):317-326. 
17. Bell TS, Wilson RH. Sentence recognition materials based on frequ-

ency of word use and lexical confusabili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Audiology. 2001;12:514-522. 

18. Carhart R. Problems in the measure of speech discrimination. Archives 
of Otolaryngolory. 1965;82;253-260. 

19. Cynn KS. On speech audiometry in Korean language. Korean Journal 
of Otolaryngology and Head and Neck Surgery. 1960;3:1-5. 

20. Haskin A. Phonetically balanced test of speech discrimination for 
children, Unpublished MS degree thesis;1949. 

21. Hudgins CV, Hawkins TE, Stevens SS. The development of recorded 
auditory tests for measuring hearing loss for speech. Laryngoscope. 
1949;57:57-89. 

22. Katz D, Elliot L. Development of a new children’s test of speech dis-
crimination, St. Louis, Auditec;1980. 

23. Richard W. Harris, Psychometrically Equivalent Korean Monosyllabic 
Speech Discrimination Materials Spoken by Male and Female Ta-
lkers, 언어청각장애연구 2003;15(2):209-216. 

24. Ross M, Lerman J. A picture identification test for hearing impaired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1970;13:44-53. 

25. Tobias JV. On phonemic analysis of speech discrimination tests. Jour-
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1964;7:102-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