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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Korean standard bisyllabic word list for adults (KS-BWL-A) used in the speech rec-
ognition threshold (SRT) test. A set of 144 bisyllabic words was first selected from previous literatures based on the familiarity, pho-
netic dissimilarity and normal sampling of Korean speech sounds. Then psychometric function tests for each word were performed 
for 90 ears of 84 young adults with normal hearing to choose a more homogeneous group of bisyllabic words with respect to audi-
bility. All test words were randomly presented to each subject at each intensity level from -10 dB HL to 24 dB HL in 2 dB steps and 
the percentage of correct responses was plotted as a function of intensity level. The slopes and levels at 50% intelligibility of the 
psychometric function curves for all test words were obtained using the logistic regression equation. The mean slope was 10.15%/dB 
(SD 1.91) and the mean level was 4.70 dB HL (SD 3.05).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intensity in each spectrum of speech sounds 
was within 10 dB. Based on the results and clinical application, 36 bisyllabic words were finally selected in terms of the criteria in-
cluding homogeneity and familiarity. We suggest that the 36 bisyllabic words be further applied to hearing-impaired people and re-
vised if needed. 
 
KEY WORDS：Speech recognition threshold (SRT)·Korean standard bisyllabic word list for adults (KS-BWL-A)·Famil-

iarity·Homogeneity with respect to audibility·Psychometric function curve. 

 
 

INTRODUCTION 
 

어음청각검사(speech audiometry)는 일상생활의 의사

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미 있는 검사방법이

다. 이 중 어음청취역치(speech reception thresholds, 

SRTs)는 제시된 이음절 단어를 50% 정도 확인할 수 있

는 가장 작은 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순음청력검사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검사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단어

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s, WRSs) 검사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20) 최근에는 어음청취역치 대신 어

음인지역치(speech recognition thresholds, SRTs)라는 

용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도 어음인지역치로 사용하고자 한다.24) 

 Katz(2002)에 의하면 어음인지역치와 기도 순음청력

검사의 평균역치(500, 1,000, 2,000 Hz)와의 차이가 ±6 

dB 이내이면 검사의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7~12 dB 

사이라면 검사의 신뢰도가 보통인 것으로 그리고 ±13 dB 

이상이면 신뢰도가 저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어음인지역치검사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어음표는 양양(강

강)격 단어(spondee word)로 구성된 이음절어표로 ① 친

숙성(familiarity) ② 음소적 비유사성(phonetic diss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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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ity) ③ 표준어의 대표성(normal sampling of English 

speech sounds) 및 ④ 단어 간 가청도의 동질성(homoge-
neity with respect to audibility) 등을 고려하여 1947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Psycho-Acoustic Laboratory(PAL)

에서 처음 개발되었다.23) 이 PAL 이음절어표의 선정기준

은 영어권의 후속 이음절어표와 영어권 이외의 다른 언어

권의 이음절어표 개발에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국

내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왔다.11-15)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어음인지역치검사에 사용

되고 있는 이음절어표의 표준화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음절어표의 선정기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즉 동일한 단어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음성적 부동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동일 음절

이 중복 채택된 사례가 있었고,19) 우리나라의 일상 회화어

음에서 종성이 없는 비율이 평균 60%대에 이르는 반면에 

기존 이음절어표에서는 약 14%로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으로 나타났다.4)6)8)18) 또한 기존 이음절어표의 초성에서 

경음[ᆩ, ㄸ, ㅃ, ᄊ]과 격음[ᄎ, ᄐ, ᄑ]이 너무 많았는데, 

이는 경음화 현상이 발생하는 단어를 너무 많이 선정한 결

과라고 한다.9) 마지막으로 회화어음은 연도별, 성별, 계층

별, 지역별, 직업별 그리고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집단별로 

분화되고 있으며,7) 사회가 변화는 과정에서 언어체계 역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음절어표 중에

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부정확한 단어에 대

한 재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

는 어음인지역치검사를 위한 한국표준 일반용(만 13세 이

상) 이음절어표(Korean standard-Bisyllabic word lists 

for adults, KS-BWL-A)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이음절어표의 선정기준 

 

이음절 양양격 단어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권의 양양격 단어에 완전히 부합하

는 단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

록 첫 번째, 양음절에 동일한 강세를 줄 수 있는 유의미 단

음절의 복합명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한국

어의 경우 불어나 핀란드어 등 많은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어두에 강세가 오는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강세[(강(强)-

강(强))가 음장[장(長)-장(長)]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12) 그러므로 양음절 단어의 길이가 가급적 장

(長)-장(長)의 형태이거나, 녹음 시 단어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어의 길이를 조절하여 최대한 양양격 

단어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이음절어표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단어 중 VU meter로 확인해서 음압

차가 크지 않는 단어를 선택하였다.19)  

 

친숙성 및 음소적 비유사성 

친숙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 이음절어표에 포함된 

단어 중 가능하면 평이하고 일상생활에 친숙한 유의미 이

음절 명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였고,“트럭”이나“커피” 

등의 외래어나 고유명사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이음절어표 

내에 동일한 음절어의 반복 채택을 배제하고, 단어의 각 음

소가 동일한 비율로 포함되도록 해서 음소적 비유사성을 고

려하였다.  

 

단어 간 가청도(난이도)의 동질성 및 회화 어음과 음성학적 

분포의 동질성 

정상인을 대상으로 검사 어음에 대한 심리음향기능(psy-
chometric function) 검사를 시행한 뒤, logistic regres-
sion 분석을 통해 각 단어의 역치(threshold, 50% 정반응

률 지점)와 기울기(slope, 50% 정반응률 지점의 기울기)

를 구해서 난이도를 조절한 뒤 단어 간 가청도(난이도)의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회화어음과 음성학적 분포의 

동일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논문 중 주로 성인의 

일상적인 회화어음을 대상으로 발음 표기의 음소별 빈도수

를 정리한 박찬일(1971), 박서린(2000), 변성완(2001) 

및 김진경(2004)의 자료를 이용하여 음소별 목표 빈도수

를 결정한 후 최대한 이에 근접할 수 있는 단어를 우선적으

로 선정하였다(Appendix-1). 이 외에 한국어 특성에 맞

는 주파수대 어휘와 문법 현상(ex, 종성이 없는 음절의 비

율과 경음화 등)을 고려해서 일반용 이음절어표를 개발하

고자 하였다. 

 

이음절어표의 선정과정 

어음인지역치검사를 위한 일반용 이음절어표의 개발은 총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1 단계 

이미 발표된 이음절어표의11)13-15)17-19) 단어 중 중복되거

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의미가 부정확한 단어를 정

리하였다. 그리고 뉴스 방송대본(KBS 뉴스 9, MBC 뉴스 

데스크), 드라마 방송대본(KBS 금쪽같은 내 새끼, MBC 

굳세어라 금순아) 및 어휘사용에 관련된 논문 등 다양한 

참고자료와2)3)5)16) 김광해(2003)의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

휘 중 1~2등급에 속하는 빈도수가 높고 일상생활에 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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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규 단어를 추가로 선정하여 기존 이음절어표의 단어

와 함께 일반용 이음절어 후보목록을 작성하였다.  

 

2 단계 

1단계에서 선정한 이음절어 후보목록 중 기존 이음절어

표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변성완 등(2005a)의 자료를 토

대로 사용 빈도와 친숙성이 비교적 높은 함태영(1962 & 

1986)의 이음절어표와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변성완 등

(2007)의 이음절어표에서 채택된 총 108개의 단어 중 중

복된 12개를 제외한 96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

에 각 단어의 어두 자음에 우리말의 모든 자음이 거의 포

함된 친숙한 48개 단어를 추가로 선택하여 총 144개 단어

를 다시 선정하였다.  

 

3 단계 

이음절어표의 선정기준 중 단어 간 가청도(난이도)의 동

질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이과적 병력이 없고, 순음청력검

사에서 양측 귀 모두 10 dBHL 이내의 남녀 성인 총 84명

(90귀, 평균연령 22세)을 대상으로 144개 단어에 대한 심

리음향기능검사를 2차에 걸쳐서 시행하였다. 검사방법은 전

문 여성 성우의 음성으로 각 단어를 디지털 방식으로 녹음

한 뒤 청력검사기의 VU meter 상에서 출력레벨이 오차범

위 ±3 dB 이내에 들도록 편집하여 –10 dBHL에서 24 

dBHL까지 2 dB 간격으로 피검자에게 제시하였다. 그 결과 

18개의 자극강도에서 각 단어의 심리음향기능곡선(psy-
chometric function curve)을 측정할 수 있었고,“logistic 

regression”분석을 통해 144개 단어의 역치와 기울기를 

구한 뒤 각각 평균으로부터 ±1SD 이내의 단어 중 기존 이

음절어표와 중복되는 단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단어 간

의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그리고 여러 연구 결과를4)6-8) 토

대로 음소별 목표 빈도수를 결정하여 이에 최대한 근접한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회화어음과 음성학적 분포의 동질성

을 높였고, 음소적 비유사성을 고려하여 최종 36개의 단어

로 구성된 일반용 이음절어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음절어표의 작성 

심리음향기능검사를 시행한 144개 단어 중 역치(Mean：

4.70 dB HL；SD：3.05 dB)와 기울기(Mean：10.15%/ 

dB；SD：1.91%/dB)가 평균으로부터 ±1 SD 이내인 단

어는 각각 98개와 99개였으며, 역치와 기울기가 모두 평

균으로부터 ±1 SD 이내인 단어는 총 72개였다. 이 중 기

존 이음절어표에 포함되면서 친숙도가 비교적 높은 25개 

단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72개 단어 중에서 25개

를 제외한 47개 단어에서 음절이 중복되지 않고 음소별 목

표 빈도수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11개의 신규 단어(과

일, 가위, 나무, 냄새, 등대, 목표, 문제, 안개, 자연, 토끼, 

논밭)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36개 단어로 구성된 일반용 

이음절어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어음인지역치검사를 시행할 

Table 1. 어음인지역치검사를 위한 한국표준 일반용 이음절어표(KS-BWL-A)  

KS-BWL-A1 편지 달걀 시간 육군 신발 땅콩 안개 마음 허리 욕심 노래 저녁 
KS-BWL-A2 사람 토끼 병원 등대 논밭 과일 송곳 딸기 문제 나무 극장 가위 
KS-BWL-A3 그림 아들 팥죽 동생 목표 냄새 바다 자연 접시 권투 방석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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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한국표준 일반용 이음절어표 1(KS-BWL-A1)의 심리음향기
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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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한국표준 일반용 이음절어표 2(KS-BWL-A2)의 심리음향기
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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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검사상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용 이음절어표의 36개 단어

를 3개의 목록(list)으로 다시 나누어 정리하였다(Table 1).  

 

RESULTS  
 

심리음향기능곡선에 대한 logistic regression 분석 결

과 일반용 36개 단어의 역치와 기울기의 평균은 각각 4.28 

dB HL(SD 1.56)과 10.45%/dB (SD 1.10)이었으며(Ap-
pendix-2), 각 단어의 난이도를 비교해 본 결과 36개 단

어 중에서 역치가 가장 낮은 단어는“사람(1.70 dB HL)”, 

가장 높은 단어는“노래(7.21 dB HL)”였으며, 기울기가 

가장 완만한 단어는“팥죽(8.31%/dB)”, 가장 급한 단어

는“방석(11.96%/dB)”으로 측정되었다.  

Figs. 1-3은 36개 단어에 대한 심리음향기능곡선을 3

개의 목록별로 나누어 나타내고 있는데, 목록 간의 가청도, 

즉 난이도를 살펴본 결과 역치와 기울기 모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5). 

 

음소별 빈도수 분석 결과 

반용 이음절어표의 36개 단어에 대한 음소별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초성의 음소별 빈도수는 /ᆯ, ᄎ, ᄒ/이 목표 

빈도수보다 조금 작았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양

상을 보였다. 중성(모음)은 /ᅡ/가 목표 빈도수보다 많았고 

/ᅥ, ᅦ/가 목표 빈도수보다 조금 작았던 것을 제외하면 나

머지 음소는 비슷했으며, 종성의 경우 받침이 없는 음소의 

비율이 41.7% 정도였다(Figs. 4-6). 3개 목록의 음소별 

빈도수 역시 최대한 목표 빈도수에 근접할 수 있도록 단어

를 정리하였다. 

 

문법현상 및 주파수 분석결과 

일반용 이음절어표의 36개 단어에 대한 문법현상을 분

석한 결과 맞춤법 표기와 발음 표기가 다른 경우는 총 7개

로 이 중 음절의 종성이 7종성 법칙에 의해서 표기가 달라

지는 단어는“논밭[논받]”,“송곳[송곧]”,“팥죽[팓쭉]”등

의 3개 단어였다. 그리고 앞 음절 종성과 뒤 음절 초성이 

충돌하여 음운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는 전체 36개 단어 중 

“팥죽[팓쭉], 육군[육꾼], 욕심[욕씸], 극장[극짱], 접시[접

씨]”등의 5개로 13.9%에서 경음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Computerized Speech Lab(CSL)을 이용하여 일반용 

이음절어표의 36개 단어에 대한 주파수 분석을 시행한 결

과 평균적으로 저주파수 대역이 강조된 특성을 나타내었고, 

주파수 특성의 편차는 약 10 dB 이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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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한국표준 일반용 이음절어표(KS-BWL-
A)의 음소별 빈도수(N)와 목표 빈도수(Tar-
get)-초성. 
 

Pe
rc

en
t c

or
re

ct
io

n 
(%

) 

0

20

40

60

80

100

-10   -6     -2      2      6      10      14      18     22 

Presentation level (dBHL) 

그림 

아들 

팥죽 

동생 

목표 

냄새 

바다 

자연 

접시

권투

방석

느낌

Fig. 3. 한국표준 일반용 이음절어표 3(KS-BWL-A3)의 심리음향기
능곡선. 



 
 
 
 
 
 

 

AUDIOLOGY • 청능재활  2008;4:28-36 32 

기존 이음절어표와의 비교  

함태영(1962) 이음절어표 중 본 연구의 일반용 이음절

어표에 포함되는 단어는 총 10개(극장, 권투, 달걀, 땅콩, 

방석, 송곳, 욕심, 육군, 접시, 팥죽)였고, 이에 포함되지 않

은 26개 단어를 분석한 결과 역치가 심리음향기능곡선을 

측정한 144개 단어의 평균(4.70 dB HL)보다 낮은 단어

는 21개(합격, 학생, 약국, 연필, 책상, 꽃병, 찰떡, 뚜껑, 

발톱, 엽서, 목욕, 톱밥, 전차, 양복, 독약, 석탄, 빛깔, 콩팥, 

필통, 찹쌀, 까치), 역치가 평균보다 높은 단어는 5개(눈물, 

딱총, 국수, 색칠, 폭발)였다. 그리고 함태영(1986) 이음

절어표 중 본 연구의 일반용 이음절어표에 포함되는 단어

는 12개(그림, 노래, 달걀, 동생, 땅콩, 마음, 바다, 사람, 

시간, 신발, 아들, 편지)였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24개 단

어를 분석한 결과 역치가 평균(4.70 dB HL)보다 낮은 단

어는 17개(연필, 전화, 머리, 단추, 약국, 안경, 꽃병, 장갑, 

책상, 과자, 학교, 기차, 양말, 거울, 수도, 점심, 친구), 역

치가 평균보다 높은 단어는 7개(우유, 눈물, 글씨, 밥통, 고

향, 하늘, 비누)였다.  

또한 20명의 정상 성인 남녀 각각 10명(20귀, 평균연

령 22.7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음인지역치검사의 비교에

서는 기존 이음절어표 중 사용빈도가 높은 함태영(1962) 

이음절어표를 이용해서 측정한 어음인지역치의 평균이 약 

4.75 dB HL(SD 3.02)로 본 연구의 일반용 이음절어표를 

이용해서 측정한 7.50 dB HL(SD 3.4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낮게 측정되었다(p<.05). 

 

6 

1 
0 

4 

1 

4 

0 

8 

1 
0 0 

2 

5 

2 

0 
1 1 

6 

11 

19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0

8

18

N 
Target 

20

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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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음소별 빈도수(N)와 목표 빈도수(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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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AND CONCLUSIONS 
 

어음인지역치검사는 일상생활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로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이 이음

절어표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으로 해 

왔다. 이음절어표의 작성에 있어 중요한 선정기준은“친숙

도 > 단어 간 가청도(난이도)의 동질성 > 음성학적 부동

성 > 음소균형”의 순으로 알려져 있지만,20)23) 최근 들어 

단어 간 가청도(난이도)의 동질성 및 친숙성에 대한 중요

성이 재 강조되고 있는3)26) 반면에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

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이음절어표의 선정기준 중 단어 간 가청도(난이도)의 

동질성과 친숙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기존 이음절어표

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한국어 특성에 맞는 어음인지역

치검사를 위한 일반용 이음절어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단어 간 가청도(난이도)의 동

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리음향기능곡선의 형태와 위

치가 같아야 하는데, 각 단어의 역치와 그 역치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3)22) 특히 심리음향기능곡

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어음인지역치를 측정하는데 필요

한 단어의 개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개체 간의 변이성(inter-
subject variability)과 검사를 받는 환자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으며, 단어 간 가청도(난이도)의 동질성이 높아진다고 

한다.25)26) 그리고 몇몇 학자들에 의하면 가청도(난이도)의 

동질성이 높은 단어는 50%의 정반응률 지점인 역치와 50% 

정반응률 근처의 기울기 혹은 20%에서 80%까지 정반응

률의 기울기가 모두 평균으로부터 ±1SD 이내에 포함되

는 단어라고 정의한 바 있다.25)26) 이런 의미에서 어음인지

역치검사를 위한 이음절어표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

은 시도가 이루어져 왔는데, Hirsh 등(1952)은 CID W-

1에 사용된 단어의 심리음향기능곡선을 측정한 뒤 기울기

를 분석한 결과 평균 8%/dB 정도로 측정되었다고 한다. 

그 후 Young 등(1982)도 CID W-1에 사용된 36개 단

어의 역치와 기울기를 재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역치와 기

울기가 각각 평균 18.7 dB HL와 10%/dB 정도였으며, 그 

중 역치와 기울기가 모두 평균으로부터 ±1SD 이내에 속

하는 동질성이 높은 15개 단어를 다시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국어의 경우 함태영(1962)에 의하면 심리음향기능곡

선의 기울기가 단음절은 4%/dB, 이음절은 8%/dB 정도라

고 한다. 또한 Harris 등(2003)은 한국어 중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90개의 이음절어를 여성 화자에 의해 디

지털로 녹음한 뒤 정상인 20명을 대상으로 역치와 기울기

를 측정한 결과 각각 평균 6.7 dB HL과 9.3%/dB 였으며, 

90개 단어 중 동질성이 높은 36개의 단어를 다시 측정한 

결과 기울기가 10.4%/dB로 나타났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144개 단어에 대

한 심리음향기능검사를 시행한 결과 역치와 기울기가 각각 

평균 4.70 dB HL과 10.15%/dB로 나타났고, 144개 단어 

중 동질성이 높은 36개 단어의 기울기는 Harris 등(2003)

의 결과와 비슷한 수치인 10.45%/dB로 측정되었다. 검사

어음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연구

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단

어의 기울기는 영어와 한국어가 평균 10%/dB 근처로 서로 

비슷했지만, 초기 연구인 Hirsh(1952)와 함태영(1962)의 

경우 기울기가 모두 평균 8%/dB 대로 조금 완만하게 나타

났다. 특히 본 연구와 함태영(1962) 연구 결과를 비교한 결

과 본 연구에서 기울기가 조금 더 급한 것으로 나타나 단어 

간 가청도(난이도)의 동질성이 더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 중 하나는 단

어의 친숙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이음절어표 중에서 선

정기준에 부합하는 단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함태영(1962 & 1986) 이음절어표의 경우 본 연

구의 일반용 이음절어표에 포함되는 단어는 각각 10개와 

12개였고, 포함되지 않는 단어(26개와 24개)를 분석한 결

과 단어의 역치가 평균보다 더 낮은 단어는 각각 21개와 

17개로 나타나 본 연구의 일반용 이음절어표보다 난이도가 

더 쉬운 단어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어음인지역치검사의 비교에서 

기존 이음절어표를 사용했을 때가 본 연구의 일반용 이음

절어표를 사용했을 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역

치가 더 낮게 측정되었다는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또 다른 사항은 기존 

이음절어표의 한계점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기존 이음절어표에

는 양양격 단어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종성이 있는 음절이 

일반 회화체에 비해 너무 많아 상대적으로 종성이 없는 비

율이 함태영(1962) 이음절어표의 경우 약 14% 정도에 그

쳐 일반 회화체의 평균 60%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음절의 경우 단음절에 비해서 어휘선택의 범위

가 비교적 넓은 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선정과정

에서 채택된 144개 단어를 대상으로 심리음향기능곡선을 

분석한 후 단어 간 가청도(난이도)의 동질성을 고려했기 때

문에 종성이 없는 음소의 비율을 회화체의 평균인 60%대

까지는 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

의4)6-8) 평균치인 57.5%(72개 음절 중 41개 음절에 해

당)를 종성이 없는 음소의 목표 빈도수로 결정하였고, 초

성과 중성(모음)의 음소별 목표 빈도수 역시 종성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 뒤 최대한 이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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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ix-1). 본 연구 결과에서 일반용 이음절어표의 종성

이 없는 음소의 비율은 41.7%(30개 음절)로 음소별 목표 

빈도수인 57.5%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지만, 함

태영(1962) 이음절어표의 13.9%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

히 증가한 수치였다(Fig. 7).  

여러 가지 문법현상 중 경음화 현상은 함태영(1962) 이

음절어표의 경우 36개 단어 중 14개(38.9%)에서 발생하며, 

일반 회화체의 전체 음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2.9%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9)10) 하지만 이런 결과는 이음절어표 

선정기준 중“양 음절에 동일한 강세가 있는 양양격 단어”

에 중점을 둔 시대적 반영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외국에서

도 선정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

다. 연구 결과 맞춤법 표기와 발음 표기가 달라지는 7개의 

단어 중 5개(13.9%)에서 경음화 현상을 보였는데, 이 결

과는 함태영(1962) 이음절어표 보다 빈도수가 낮은 편이

었지만 변성완(2005b)에서 발표한 일상 회화체 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였다(Fig. 7). 

이상의 여러 개발과정을 거쳐서 어음인지역치검사를 위

한 일반용 이음절어표의 36개 단어를 최종 선정한 상태이

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도 이음절어표의 선정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어처럼 언어체계가 영어와 다

른 상황에서 선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도 있게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와 난청 

그룹을 대상으로 한 검증 및 수정작업이 동시에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어음인지역치·한국표준 일반용 이음절어표

(KS-BWL-A)·친숙성·가청도의 동질성·심리음향기

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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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종성이 없는 음소의 비율과 경음화 현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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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ES □ 
 

<Appendix 1> 한국표준 일반용 이음절어표(KS-BWL-A)의 음소별 빈도수(N) 

 
 
 
 
 
 
 
 
 
 
 
 
 
 
 
 
 

초성 
목표 

빈도수(N) 

초성 

빈도수(N) 

중성

(모음)

목표 

빈도수(N) 

중성 

빈도수(N) 
종성

목표 

빈도수(N) 

종성 

빈도수(N) 

ᄋ 10 09 ᅡ 14 19 none 41 30 

ᆨ 10 10 ᅵ 10 11 ᆫ 10 11 

ᆫ 07 06 ᅳ 08 06 ᄋ 05 08 

ᄉ 06 07 ᅥ 08 04 ᆯ 06 06 

ᄌ 06 06 ᅩ 08 08 ᆷ 03 06 

ᆯ 06 04 ᅮ 05 05 ᆨ 03 07 

ᆮ 05 06 ᅧ 04 04 ᆮ 03 03 

ᆷ 05 04 ᅢ 03 06 ᆸ 01 01 

ᄒ 04 01 ᅦ 03 01    

ᆸ 03 05 ᅪ 01 01    

ᄎ 02 00 ᅴ 01 00    

ᄊ 01 02 ᅭ 01 01    

ᆩ 02 03 ᅣ 01 01    

ᄐ 01 02 ᅨ 01 00    

ㄸ 01 02 ᅲ 01 01    

ᄑ 01 03 ᅯ 01 02    

ᄏ 01 01 ᅱ 01 01    

ᄍ 01 01 ᅫ 00 00    

ㅃ 00 00 ᅬ 01 01    

   ᅤ 00 00    

   ᅰ 00 00    

합계 72 72 합계 72 72 합계 72 72 
 
*목표 빈도수：박찬일(1971), 박서린(2000), 변성완(2001), 김진경(2004)에서 제시한 음소별 출현빈도의 평균치 

 



 
 
 
 
 
 

 

36 AUDIOLOGY • 청능재활  2008;4:28-36 

<Appendix 2> 한국표준 일반용 이음절어표(KS-BWL-A) 36개 단어에 대한 역치 및 기울기 

 
 
 
 
 
 
 
 

 

 

 

 

 

 단어 역치(dBHL) Slope (%/dB)  단어 역치(dBHL) Slope (%/dB)

1 편지 5.37 11.81 19 송곳 5.79 10.11 

2 달걀 3.25 11.01 20 딸기 2.97 11.30 

3 시간 4.03 11.91 21 문제 5.82 09.25 

4 육군 5.46 10.75 22 나무 2.07 10.60 

5 신발 2.62 10.56 23 극장 7.11 09.08 

6 땅콩 2.14 10.32 24 가위 2.79 08.75 

7 안개 3.54 09.89 25 그림 6.74 11.91 

8 마음 4.92 09.97 26 아들 4.46 11.44 

9 허리 4.03 11.59 26 팥죽 4.94 08.31 

10 욕심 4.49 11.69 28 동생 4.15 11.27 

11 노래 7.21 09.96 29 목표 3.77 10.80 

12 저녁 2.00 10.85 30 냄새 4.59 09.63 

13 사람 1.70 08.60 31 바다 3.69 11.26 

14 토끼 6.21 09.41 32 자연 2.31 09.28 

15 병원 3.18 10.67 33 접시 3.63 08.83 

16 등대 6.05 09.62 34 권투 3.30 11.42 

17 논밭 4.04 11.20 35 방석 3.08 11.96 

18 과일 6.21 09.12 36 느낌 6.51 11.93 

평균 역치(dB HL) 4.28±1.56 평균 기울기(%/dB) 10.45±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