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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characteristics of 583 Korean meaningful monosyllabic words were analyzed to improve understanding of speech recog-
nition ability based on the hearing configuration. Twenty Korean young adults (10 males & 10 females) with normal hearing pro-
duced 583 words in context situations.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Computerized Speech Lab (CSL 4300B) and analyzed by using 
Praat 4.3.14. The analysis according to vowels and final consonants of the Korean meaningful monosyllabic words showed frequency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initial consonants. Therefore, the words were analyzed based on the initial consonants. The mean fre-
quency of intial consonants of /ᆨ/ was 1,560.17 Hz, /ᆩ/ was 1,957.07 Hz, /ᆫ/ was 241.09 Hz, /ᆮ/ was 4,154.06 Hz, /ㄸ/ was 
4,263.33 Hz, /ᆯ/ was 288.22 Hz, /ᆷ/ was 245.04 Hz, /ᆸ/ was 1,402.02 Hz, /ㅃ/ was 1,409.95 Hz, /ᄉ/ was 4,965.60 Hz, /ᄊ/ was 
5,937.91 Hz, /ᄋ/ was 1,406.87 Hz, /ᄌ/ was 4,617.41 Hz, /ᄍ/ was 4,998.60 Hz, /ᄎ/ was 4,584.13 Hz, /ᄏ/ was 1,351.06 Hz, /ᄐ/ 
was 4,202.87 Hz, /ᄑ/ was 1,363.12 Hz, and /ᄒ/ was 1,407.43 Hz. These results can be used clinically for better audiological assess-
ment and rehabilitation. However, more data should be investigated systematically for appropriate clinical applic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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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순음청력검사는 주파수에 따라 난청을 파악할 수 있지만, 

개인의 난청정도가 의사소통능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

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어음청력검사로 회화어음에 

대한 이해능력을 평가한다. 어음변별력은 청력손실의 유형

과 손실 주파수와 강도에 의하여 달라지는데, 영어는 /m/, 

/oo/, /ah/, /ee/, /sh/, /s/의 6개 음소의 주파수와 강도를 

분석하여 주파수와 강도에 따라 청력도에 각 음소의 주파

수와 강도를 나타냈다.13) 이를 청력도 상에 나타난 음소들

의 분포 형태 때문에 speech banana라고 부른다. Speech 

banana로 난청인이 어떤 음소를 듣지 못하는지 평가 할 

수 있어 청력손실의 주파수 범위에 따라 듣지 못하는 음소

를 확인하고 이를 보청기 적합 및 청능재활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어의 음소별 주파수 분석에 대한 

자료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보청기 적합이나 청능재활에 영

어의 speech banana를 토대로 임상적 적용을 하고 있다. 

음소의 주파수 분석은 아니지만 어음청력검사 중 단음절

어검사는 청력손실에 의해 발생하는 특정음소의 듣기능력

을 평가할 수 있다. 단음절어를 이용한 단어인지도검사는 

영어권에서 PAL PB (Phonetically Balanced)-50 Word 

Lists,7) CID W-22,11) NU-4,16) NU-615)이 사용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어인지도검사에 사용되고 있는 단음

절어로 50년 가까이 널리 사용된 함태영의 어표6)와 최근 한

국표준으로 개발된 한국표준단음절어표(Korean Standard 

monosyllabic word lists, KS-MWL)가 있다.1) 이러한 

단음절어표에 사용된 단음절어는 모두 유의미 단음절어이

므로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파수 분석은 단어인지도 

검사를 할 때 청력손실에 따라 듣지 못하는 특정 음소를 확

인하며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한국형 음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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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분석으로 영어권의 speech banana 같은 자료를 작

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그러한 자료 제시에 기초 단

계로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파수 분석이 필요하다. 

단음절어의 주파수 분석은 자음과 모음으로 분류하여 실

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모음은 구어에서 대부분의 성도 

에너지를 전달하고, 모음의 특징은 포먼트 에너지에 의해

서 결정되어지므로 모음을 확인하는 데에는 제1포먼트인 

F1, 제2포먼트인 F2, 제3포먼트인 F3의 주파수 값이 평균

주파수보다 중요하다. 모음의 포먼트 주파수 값은 성별, 모

음 수집 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모음의 포먼트 주

파수는 성도의 길이와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남

성과 여성은 성도의 길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음 포먼

트 주파수 값에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기본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와 포먼트 

주파수(formant frequency)값이 더 높게 나타난다.12) 자

음은 모음에 비해 에너지가 약하지만 주파수 범위가 넓고, 

대부분의 구어 명료도에 기여한다.17) 

현재 한국어 모음의 포먼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졌으며,2)3) 종성이 없는 무의미 단음절어로 자음(con-
sonant, C)과 모음(vowel, V)의 조합인 CV형태에 대한 주

파수 연구가 이루어졌다.5) 그러나 총 583개로 이루어진 한국

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파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의 평가와 재활분야에 

주파수별 청력손실에 따른 특정음소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유의미 단음절어 583개의 주파

수를 분석하여 재활 및 평가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표준어를 사용하는 건청성인(연령범위: 20 

~ 30세, 평균연령: 24.3세, 남: 10명, 여: 10명) 20명이 어

음녹음의 화자로 참가하였다. 이 대상자들의 순음청각검사

는 방음실(starkey)에서 GSI-61 (Grason-Standler)과 

TDH-50 (Telephonics, 296D200-2)으로 이루어졌으

며 모든 대상자들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이 모두 250~ 

8,000 Hz까지 15 dB HL 이하이고, 중이검사는 Middle 

Ear Analyzer (Zodiac 901)로 검사한 결과 Type A로 중

이에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 

 

어음목록 

한국어의 유의미 단음절어는 총 583개로 조사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조사되었다. 한글 자모음 즉 초성 

19개(/ᆨ/, /ᆫ/, /ᆮ/, /ᆯ/, /ᆷ/, /ᆸ/, /ᄉ/, /ᄋ/, /ᄌ/, /ᄎ/, /

ᄏ/, /ᄐ/, /ᄑ/, /ᄒ/, /ᆩ/, /ㄸ/, /ㅃ/, /ᄊ/, /ᄍ/), 중성 21개(/

ᅡ/, /ᅢ/, /ᅣ/, /ᅤ/, /ᅥ/, /ᅦ/, /ᅧ/, /ᅨ/, /ᅩ/, /ᅪ/, /ᅫ/, /ᅬ

/, /ᅭ/, /ᅮ/, /ᅯ/, /ᅰ/, /ᅱ/, /ᅲ/, /ᅳ/, /ᅴ/, /ᅵ/), 종성 28

개(/ᆨ/, /ᄏ/, /ᆩ/, /ᆪ/, /ᆰ/, /ᆫ/, /ᆬ/, /ᆭ/, /ᆮ/, /ᄉ/, /ᄌ/, 

/ᄎ/, /ᄐ/, /ᄒ/, /ᄊ/, /ᆯ/, /ᆳ/, /ᆴ/, /ᄚ/, /ᆷ/, /ᆱ/, /ᆸ/, /

ᄑ/, /ᆲ/, /ᆵ/, /ᆹ/, /ᄋ/, /[]/)가 만들 수 있는 유의미 및 

무의미 단음절어 11,172개(19×21×28)를 조사한 후, 7

종성으로 발음과(/ᆨ/←/ᆨ/, /ᄏ/, /ᆩ/, /ᆪ/, /ᆰ/；/ᆫ/←/

ᆫ/, /ᆬ/, /ᆭ/；/ᆮ/←/ᆮ/, /ᄉ/, /ᄌ/, /ᄎ/, /ᄐ/, /ᄒ/, /ᄊ/；/

ᆯ/←/ᆯ/, /ᆳ/, /ᆴ/, /ᄚ/；/ᆷ/←/ᆷ/, /ᆱ/；/ᆸ/←/ᆸ/, /ᄑ/, 

/ᆲ/, /ᆵ/, /ᆹ/；/ᄋ/←/ᄋ/) 무종성으로 재분류하여 구성된 

3,192개(19×21×8)의 목록 중, 유의미 단음절어를 확인

한 결과 583개였다. 이중 이미 주파수 분석으로 제시된 

CV 형태의 유의미 단음절어 88개5)-7개 단모음(/ᅡ/, /ᅵ

/, /ᅮ/, /ᅩ/, /ᅳ/, /ᅥ/, /ᅢ/)과 자음과 결합 가능한 모든 

CV형의 유의미 단음절어 가, 기, 구, 고, 그, 거, 개, 끼, 깨, 

키, 나, 니, 누, 노, 너, 내, 다, 두, 도, 드, 더, 대, 띠, 뚜, 

또, 때, 라, 리, 루, 래, 마, 미, 무, 모, 매, 바, 비, 부, 보, 

버, 배, 삐, 빼, 사, 시, 수, 소, 서, 새, 씨, 쓰, 써, 아, 우, 

오, 어, 애, 자, 지, 주, 조, 저, 재, 찌, 쩌, 째, 차, 치, 추, 

초, 처, 채, 키, 타, 티, 투, 토, 터, 태, 파, 피, 포, 패, 하, 

후, 호, 허, 해-를 제외한 유의미 단음절어 495개로 본 연

구를 위한 어음목록을 구성하였다. 

 

어음의 녹음 및 분석 

자료의 수집은 Computerized Speech Lab (Kay Pentax, 

4150)과 마이크(SHURE, SM48)를 이용하여 음성을 녹

음하였으며, 이 녹음작업은 Industrial Acoustics Company

의 방음실에서 실시하였다. 

어음목록 녹음 전‘편안하게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자연

스럽게 말해주세요’라고 화자에게 설명하였으며, 화자의 입

과 마이크와의 거리는 약 10 cm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어음

목록 녹음 시 과조음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나

는 X라 합니다”라는 carrier phrase를 사용하였다. 화자

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목록 100개를 녹음

한 뒤 쉬는 시간 5분을 가졌고 총 녹음 소요시간은 약 3

시간 정도 소요됐으며 각 단음절 저장 시 sample rate는 

11,025 Hz, 16 bit, monotype로 일정하게 녹음을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Computerized Speech Lab으로 하였고, 

Adobe Audition (Verson 2.0)을 사용하여 각 음절 파형

이 나타나지 않는 구간은 제거하였다. 그리고 남은 구간에 

대해 주파수 값을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기록하였다.  

분석방법은 유의미 단음절 495개를 초성자음(initial con-
sonant, Ci)에 따른 19개의 분류, 중성모음(vowel, V)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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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21개의 분류, 종성자음(final consonant, Cf)의 7개

와 무종성에 따른 8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Versio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어 단음절간 주파수 결과의 비교

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단음절의 남녀 간의 주파수 결

과의 비교는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RESULTS 
 

우리나라 유의미단음절어에 대한 초성·중성·종성에 따

른 주파수 분석으로 우리나라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파수 

범위를 확인 분석하였다. 중성과 종성에 따른 주파수 분석

은 중성과 종성의 종류에 따라 일관된 주파수 값이 나타나

지 않았고 사후검정에서 모든 중성과 종성은 초성 값에 의

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초성이 주파수 

값을 결정하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초성 19개를 기준으로 각 단음절의 주파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중성과 종성을 포함하는 초성의 주파수 범

위는 <Fig. 1>과 같다. 

 

초성 /ᆨ/에 따른 주파수 분석 

초성 /ᆨ/에 따른 56개의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파

분석을 실시한 결과 /ᆨ/의 평균주파수는 1,560.17 Hz였

고 각 중성에 대한 주파수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한국어 단음절 CiVCf (Ci：ᆨ, V：♤, Cf：♧)의 56개 단

어에서 주파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음절은‘Ci：ᆨ, V：

ᅱ, Cf：♧’이고, 가장 낮은 단음절은‘Ci：ᆨ, V：ᅮ, Cf：

♧’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검사를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7)=571.272*, 

p<.05]. /ᆨ/이 초성인 경우 유의미 단음절어 56개에서 나

타나는 주파수 값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중성에 따라 주파수 값이 낮은 순

서대로 8가지 군으로 분류되어 유의미한 차이는 중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다. 남녀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118)=-4.778*, p<.05]. 

 

초성 /ᆩ/에 따른 주파수 분석 

초성 /ᆩ/에 따른 20개의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

Table 1. 초성 /ㄱ/에 따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Hz) 

단 음 절 평  균 표준편차 주파수 범위 

Ci：ᆨ, V：ᅡ, Cf：♧ 1,514.11 126.84 1,123.76-1,733.43 
Ci：ᆨ, V：ᅢ, Cf：♧ 3,014.82 233.69 2,251.39-3,582.81 

Ci：ᆨ, V：ᅣ, Cf：♧ 1731.42 131.36 1,319.19-3,648.21 
Ci：ᆨ, V：ᅥ, Cf：♧ 1,132.05 101.95 0,768.31-1,532.34 
Ci：ᆨ, V：ᅦ, Cf：♧ 3,030.37 248.94 2,312.86-3,621.33 

Ci：ᆨ, V：ᅧ, Cf：♧ 1,122.76 146.64 0,767.29-1,872.85 
Ci：ᆨ, V：ᅨ, Cf：♧ 3,030.12 249.93 2,433.11-3,523.48 
Ci：ᆨ, V：ᅩ, Cf：♧ 673.84 154.88 0,487.45-1,044.29 

Ci：ᆨ, V：ᅪ, Cf：♧ 1,528.87 178.86 1,199.32-1,932.89 
Ci：ᆨ, V：ᅫ, Cf：♧ 3,276.59 154.07 2,634.98-3,451.72 
Ci：ᆨ, V：ᅬ, Cf：♧ 3,029.46 223.99 2,455.15-3,781.01 

Ci：ᆨ, V：ᅭ, Cf：♧ 835.43 76.45 0,568.13-1,203.28 
Ci：ᆨ, V：ᅮ, Cf：♧ 663.85 115.78 0,402.75-0,998.12 
Ci：ᆨ, V：ᅯ, Cf：♧ 1,251.95 143.09 0,796.09-1,632.34 

Ci：ᆨ, V：ᅱ, Cf：♧ 3,530.04 154.56 2,874.64-4,110.85 
Ci：ᆨ, V：ᅲ, Cf：♧ 819.69 122.08 0,554.87-1,134.45 
Ci：ᆨ, V：ᅳ, Cf：♧ 1,527.80 173.37 1,127.75-1,832.32 

Ci：ᆨ, V：ᅵ, Cf：♧ 3,313.07 172.19 2,684.37-3,821.31 

Ci：ᆨ, V： , C♤ f：♧ 1,560.17 929.55 0,402.75-4,110.85 
*: 모든 가능한 중성은 ♤, 종성의 경우 ♧로 표기 

Fig. 1. 초성 19개에 따른 주파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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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분석을 실시한 결과 /ᆩ/의 평균주파수는 1,957.07 Hz

였고 각 중성에 대한 주파수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

다. 한국어 단음절 CiVCf (Ci：ᆩ, V：♤, Cf：♧)의 20개

의 단어에서 주파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음절은‘Ci：ᆩ, 

V：ᅦ, Cf：♧’이고, 가장 낮은 단음절은‘Ci：ᆩ, V：ᅮ, 

Cf：♧’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

석 검사를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9)=317.556*, 

p<.05]. /ᆩ/이 초성인 경우 유의미 단음절어 20개에서 나

타나는 주파수 값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파수 

값이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Duncan 사후

검정을 실시 한 결과 주파수 값이 낮은 순서대로 5가지 군

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남녀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558)=-3.008*, p<.05]. 

 

초성 /ᆫ/에 따른 주파수 분석 

초성 /ᆫ/에 따른 36개의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

파분석을 실시한 결과 /ᆫ/의 평균주파수는 241.09 Hz였

고 각 중성에 대한 주파수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한국어 단음절 CiVCf (Ci：ᆫ, V：♤, Cf：♧)의 단어 36

개에서 주파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음절은‘Ci：ᆫ, V：

ᅣ, Cf：♧’이고, 가장 낮은 단음절은‘Ci：ᆫ, V：ᅭ, Cf：

♧’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검

사를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4)=1.320, 

p>.05]. 남녀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768)=-1.634, p>.05]. 

 

초성 /ᆮ/에 따른 주파수 분석 

초성 /ᆮ/에 따른 30개의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

파분석을 실시한 결과 /ᆮ/의 평균주파수는 4,154.06 Hz

였고 각 중성에 대한 주파수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

다. 한국어 단음절 CiVCf (Ci：ᆮ, V：♤, Cf：♧)의 30개

의 단어에서 주파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음절은‘Ci：ᆮ, 

Table 2. 초성 /ㄲ/에 따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Hz) 

단 음 절 평  균 표준편차 주파수 범위 
Ci：ᆩ, V：ᅡ, Cf：♧ 1,655.66 156.61 1,312.87-2,001.39 
Ci：ᆩ, V：ᅢ, Cf：♧ 2,891.23 437.48 2,239.37-3,545.12 
Ci：ᆩ, V：ᅥ, Cf：♧ 2,919.47 301.14 2,395.23-3,328.84 
Ci：ᆩ, V：ᅦ, Cf：♧ 3,002.79 298.46 2,432.43-3,306.73 
Ci：ᆩ, V：ᅩ, Cf：♧ 2,764.27 244.08 2,015.89-3,218.79 
Ci：ᆩ, V：ᅪ, Cf：♧ 2,047.53 543.87 1,276.37-2,945.23 
Ci：ᆩ, V：ᅫ, Cf：♧ 2,879.66 210.68 2,316.76-3,252.43 
Ci：ᆩ, V：ᅮ, Cf：♧ 0,715.42 176.42 0,543.18-1,028.69 
Ci：ᆩ, V：ᅳ, Cf：♧ 1,531.12 145.47 1,192.36-1,915.39 
Ci：ᆩ, V：ᅵ, Cf：♧ 2,931.08 231.85 2,432.37-3,301.32 
Ci：ᆩ, V： , C♤ f: ♧ 1,957.07 949.93 0,543.19-3,882.73 

*: 모든 가능한 중성은 ♤, 종성의 경우 ♧로 표기 
 
Table 3. 초성 /ㄴ/ 따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Hz) 

단 음 절 평  균 표준편차 주파수 범위 
Ci：ᆫ, V：ᅡ, Cf：♧ 238.45 45.40 173.37-298.37 
Ci：ᆫ, V：ᅢ, Cf：♧ 234.18 50.15 167.41-301.19 
Ci：ᆫ, V：ᅣ, Cf：♧ 288.58 33.69 222.34-318.67 
Ci：ᆫ, V：ᅥ, Cf：♧ 248.95 38.07 187.84-298.48 
Ci：ᆫ, V：ᅦ, Cf：♧ 239.74 37.37 156.83-284.56 
Ci：ᆫ, V：ᅧ, Cf：♧ 243.6 51.64 173.38-305.76 
Ci：ᆫ, V：ᅩ, Cf：♧ 241.15 31.32 187.19-298.51 
Ci：ᆫ, V：ᅬ, Cf：♧ 219.79 46.26 153.46-289.48 
Ci：ᆫ, V：ᅭ, Cf：♧ 179.91 71.44 129.76-264.93 
Ci：ᆫ, V：ᅮ, Cf：♧ 224.3 39.51 158.27-290.43 
Ci：ᆫ, V：ᅯ, Cf：♧ 222.05 57.26 143.95-308.87 
Ci：ᆫ, V：ᅱ, Cf：♧ 243.41 41.02 173.42-304.55 
Ci：ᆫ, V：ᅲ, Cf：♧ 257.73 44.44 173.82-312.84 
Ci：ᆫ, V：ᅳ, Cf：♧ 229.89 43.01 163.52-303.49 
Ci：ᆫ, V：ᅵ, Cf：♧ 280.45 35.18 265.38-317.24 
Ci：ᆫ, V： , C♤ f：♧ 241.09 33.17 129.76-318.67 

*: 모든 가능한 중성은 ♤, 종성의 경우 ♧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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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ᅢ, Cf：♧’이고, 가장 낮은 단음절은‘Ci：ᆮ, V：ᅩ, 

Cf：♧’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

석 검사를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8)=143.248*, 

p<.05]. /ᆮ/이 초성인 경우 유의미 단음절어 30개에서 나

타나는 주파수 값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 한 결과 주파수 값이 낮은 순서대로 4가

지 군으로 분류되었다. 남녀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598)=-8.191*, p<.05].  

 

초성 /ㄸ/에 따른 주파수 분석 

초성 /ㄸ/에 따른 14개의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

파분석을 실시한 결과 /ㄸ/의 평균주파수는 4,263.33 Hz

였고 각 중성에 대한 주파수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

다. 한국어 단음절 CiVCf (Ci：ㄸ, V：♤, Cf：♧)의 14개 

단어에서 주파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음절은‘Ci：ㄸ, 

V：ᅱ, Cf：♧’이고, 가장 낮은 단음절은‘Ci：ㄸ, V：ᅮ, 

Cf：♧’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

석 검사를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6)=90.617*, 

p<.05]. /ㄸ/이 초성인 경우 유의미 단음절어 14개에서 나

타나는 주파수 값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 한 결과 주파수 값이 낮은 순서대로 2가

지 군으로 분류되었다. 남녀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78)=-7.817*, p<.05]. 

 

Table 4. 초성 /ㄷ/에 따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Hz) 

단 음 절 평  균 표준편차 주파수 범위 

Ci：ᆮ, V：ᅡ, Cf：♧ 4,408.09 777.03 3,012.39-5,478.39 
Ci：ᆮ, V：ᅢ, Cf：♧ 4,914.9 713.21 3,919.38-5,780.18 

Ci：ᆮ, V：ᅥ, Cf：♧ 4,705.31 636.70 3,421.45-5,692.12 
Ci：ᆮ, V：ᅦ, Cf：♧ 4,051.98 612.03 2,930.96-5,001.39 
Ci：ᆮ, V：ᅩ, Cf：♧ 3,715.18 718.35 2,704.58-4,920.15 

Ci：ᆮ, V：ᅬ, Cf：♧ 4,366.66 542.05 3,349.96-5,423.19 
Ci：ᆮ, V：ᅮ, Cf：♧ 3,734.97 468.01 2,685.11-4,875.38 
Ci：ᆮ, V：ᅱ, Cf：♧ 4,879.92 564.93 4,004.85-5,754.23 

Ci：ᆮ, V：ᅳ, Cf：♧ 4,898.96 499.04 3,819.84-5,542.92 

Ci：ᆮ, V： , C♤ f：♧ 4,154.06 692.12 2,685.11-5,780.18 
*: 모든 가능한 중성은 ♤, 종성의 경우 ♧로 표기 
 
Table 5. 초성 /ㄸ/에 따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Hz) 

단 음 절 평  균 표준편차 주파수 범위 

Ci：ㄸ, V：ᅡ, Cf：♧ 4,346.36 678.54 3,458.47-5,429.48 
Ci：ㄸ, V：ᅢ, Cf：♧ 4,593.59 914.25 3,395.32-5,546.15 
Ci：ㄸ, V：ᅥ, Cf：♧ 4,624.55 654.93 3,536.48-5,489.58 
Ci：ㄸ, V：ᅦ, Cf：♧ 4,605.68 676.13 3,612.94-5,400.43 
Ci：ㄸ, V：ᅩ, Cf：♧ 4,297.27 784.25 3,048.95-5,412.43 
Ci：ㄸ, V：ᅮ, Cf：♧ 3,811.67 781.88 2,985.11-5,021.47 
Ci：ㄸ, V：ᅱ, Cf：♧ 4,631.26 763.98 3,495.86-5,512.35 

Ci：ㄸ, V： , C♤ f：♧ 4,263.33 754.70 2,985.11-5,546.15 
*: 모든 가능한 중성은 ♤, 종성의 경우 ♧로 표기 
 
Table 6. 초성 /ㄹ/에 따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Hz) 

단 음 절 평  균 표준편차 주파수 범위 

Ci：ᆯ, V：ᅡ, Cf：♧ 280.98 68.09 197.47-361.48 
Ci：ᆯ, V：ᅣ, Cf：♧ 306.69 44.97 241.91-371.45 
Ci：ᆯ, V：ᅥ, Cf：♧ 300.33 34.18 224.95-370.56 
Ci：ᆯ, V：ᅦ, Cf：♧ 266.77 68.53 179.43-367.29 
Ci：ᆯ, V：ᅨ, Cf：♧ 287.44 51.68 194.54-350.93 
Ci：ᆯ, V：ᅩ, Cf：♧ 291.96 44.08 221.78-345.22 
Ci：ᆯ, V：ᅳ, Cf：♧ 291.35 33.44 201.96-359.28 
Ci：ᆯ, V：ᅵ, Cf：♧ 309.20 18.48 259.56-354.12 

Ci：ᆯ, V： , C♤ f：♧ 288.22 45.01 179.43-371.45 
*: 모든 가능한 중성은 ♤, 종성의 경우 ♧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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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 /ᆯ/에 따른 주파수 분석 

초성 /ᆯ/에 따른 12개의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

파분석을 실시한 결과 /ᆯ/의 평균주파수는 288.22 Hz였

고 각 중성에 대한 주파수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한국어 단음절 CiVCf (Ci：ᆯ, V：♤, Cf：♧)의 12개의 

단어에서 주파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음절은‘Ci：ᆯ, 

V：ᅵ, Cf：♧’이고, 가장 낮은 단음절은‘Ci：ᆯ, V：ᅦ, 

Cf：♧’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

석 검사를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7)= 

1.203, p>.05]. 남녀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18)=-.645, p>.05].  

 

초성 /ᆷ/에 따른 주파수 분석 

초성 /ᆷ/에 따른 22개의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파

분석을 실시한 결과 /ᆷ/의 평균주파수는 245.04 Hz였고 

각 중성에 대한 주파수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한

국어 단음절 CiVCf (Ci：ᆷ, V：♤, Cf：♧)의 22개 단어

에서 주파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음절은‘Ci：ᆷ, V：ᅵ, 

Cf：♧’이고, 가장 낮은 단음절은‘Ci：ᆷ, V：ᅩ, Cf：♧’

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검사

를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9)=1.006, 

p>.05]. 남녀의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438)=-.726, p>.05].  

 

초성 /ᆸ/에 따른 주파수 분석 

초성 /ᆸ/에 따른 32개의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

파분석을 실시한 결과 /ᆸ/의 평균주파수는 1,402.02 Hz

였고 각 중성에 대한 주파수 분석결과는 <Table 8>과 같

다. 한국어 단음절 CiVCf (Ci：ᆸ, V：♤, Cf：♧)의 32개 

단어에서 주파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음절은‘Ci：ᆸ, 

V：ᅵ, Cf：♧’이고, 가장 낮은 단음절은‘Ci：ᆸ, V：ᅡ, 

Cf：♧’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

석 검사를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9)=204.362*, 

p<.05]. /ᆸ/이 초성인 경우 유의미 단음절어 32개에서 나

타나는 주파수 값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 한 결과 주파수 값이 낮은 순서대로 4가

지 군으로 분류되었다. 남녀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638)=-4.404*, p<.05].  

 

초성 /ㅃ/에 따른 주파수 분석 

초성 /ㅃ/에 따른 19개의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

파분석을 실시한 결과 /ㅃ/의 평균주파수는 1,409.95 Hz

Table 7. 초성 /ㅁ/에 따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Hz) 

단 음 절 평  균 표준편차 주파수 범위 
Ci：ᆷ, V：ᅡ, Cf：♧ 249.08 35.04 191.48-312.97 
Ci：ᆷ, V：ᅢ, Cf：♧ 250.61 47.98 289.17-320.95 
Ci：ᆷ, V：ᅥ, Cf：♧ 233.39 43.95 168.75-318.84 
Ci：ᆷ, V：ᅦ, Cf：♧ 261.97 52.05 175.91-324.19 
Ci：ᆷ, V：ᅧ, Cf：♧ 240.65 42.03 182.09-315.23 
Ci：ᆷ, V：ᅩ, Cf：♧ 220.97 24.03 188.58-274.88 
Ci：ᆷ, V：ᅬ, Cf：♧ 252.16 49.93 178.41-319.67 
Ci：ᆷ, V：ᅭ, Cf：♧ 230.26 51.97 164.49-310.97 
Ci：ᆷ, V：ᅮ, Cf：♧ 226.14 48.04 161.47-301.77 
Ci：ᆷ, V：ᅵ, Cf：♧ 267.89 41.98 201.45-325.22 
Ci：ᆷ, V： , C♤ f：♧ 245.04 23.02 161.47-325.22 

*: 모든 가능한 중성은 ♤, 종성의 경우 ♧로 표기 
 
Table 8. 초성 /ㅂ/에 따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Hz) 

단 음 절 평  균 표준편차 주파수 범위 

Ci：ᆸ, V：ᅡ, Cf：♧ 1042.82 412.05 0,600.17-1,911.42 
Ci：ᆸ, V：ᅢ, Cf：♧ 1750.23 298.93 1,004.41-2,731.89 
Ci：ᆸ, V：ᅥ, Cf：♧ 1169.71 178.03 0,789.48-1,839.09 
Ci：ᆸ, V：ᅦ, Cf：♧ 1825.12 243.01 1,141.84-1,597.94 
Ci：ᆸ, V：ᅧ, Cf：♧ 1068.02 251.96 0,712.85-1,984.27 
Ci：ᆸ, V：ᅩ, Cf：♧ 1205.22 303.93 0,874.91-2,009.04 
Ci：ᆸ, V：ᅬ, Cf：♧ 1709.67 312.02 1,034.83-3,612.86 
Ci：ᆸ, V：ᅮ, Cf：♧ 1215.23 167.05 0,799.17-1,854.99 
Ci：ᆸ, V：ᅵ, Cf：♧ 2383.36 349.98 1,765.43-3035.28 

Ci：ᆸ, V： , Cf♧ ：♧ 1402.02 218.26 0,600.17-3035.29 
*: 모든 가능한 중성은 ♤, 종성의 경우 ♧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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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각 중성에 대한 주파수 분석결과는 <Table 9>와 같

다. 한국어 단음절 CiVCf (Ci：ㅃ, V：♤, Cf：♧)의 19개 

단어에서 주파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음절은‘Ci：ㅃ, 

V：ᅵ, Cf：♧’이고, 가장 낮은 단음절은‘Ci：ㅃ, V：ᅣ, 

Cf：♧’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

석 검사를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7)=102.673*, 

p<.05]. /ㅃ/이 초성인 경우 유의미 단음절어 19개에서 나

타나는 주파수 값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 한 결과 주파수 값이 낮은 순서대로 4가

지 군으로 분류되었다. 남녀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88)=-3.398*, p<.05]. 

 

초성 /ᄉ/에 따른 주파수 분석 

초성 /ᄉ/에 따른 36개의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

파분석을 실시한 결과 /ᄉ/의 평균주파수는 4,965.60 Hz

였고 각 중성에 대한 주파수 분석결과는 <Table 10>과 

같다. 한국어 단음절 CiVCf (Ci：ᄉ, V：♤, Cf：♧)의 36

개 단어에서 주파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음절은‘Ci：ᄉ, 

V：ᅦ, Cf：♧’이고, 가장 낮은 단음절은‘Ci：ᄉ, V：ᅩ, 

Cf：♧’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

석 검사를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9)=102.790*, 

p<.05]. /ᄉ/이 초성인 경우 유의미 단음절어 36개에서 나

타나는 주파수 값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 한 결과 주파수 값이 낮은 순서대로 6가

지 군으로 분류되었다. 남녀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718)=-3.958*, p<.05]. 

 

초성 /ᄊ/에 따른 주파수 분석 

초성 /ᄊ/에 따른 13개의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

파분석을 실시한 결과 /ᄊ/의 평균주파수는 5,937.91 Hz

였고 각 중성에 대한 주파수 분석결과는 <Table 11>과 

같다. 한국어 단음절 CiVCf (Ci：ᄊ, V：♤, Cf：♧)의 13

개 단어에서 주파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음절은‘Ci：ᄊ, 

V：ᅳ, Cf：♧’이고, 가장 낮은 단음절은‘Ci：ᄊ, V：ᅩ, 

Cf：♧’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

석 검사를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7)=98.071*, 

p<.05]. /ᄊ/이 초성인 경우 유의미 단음절어 13개에서 나

타나는 주파수 값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 한 결과 주파수 값이 낮은 순서대로 5가

지 군으로 분류되었다. 남녀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58)=-2.377*, p<.05]. 

Table 9. 초성 /ㅃ/에 따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Hz) 

단 음 절 평  균 표준편차 주파수 범위 

Ci：ㅃ, V：ᅡ, Cf：♧ 1,258.12 312.97 0,905.75-1,975.93 
Ci：ㅃ, V：ᅢ, Cf：♧ 1,669.39 141.96 1,042.26-2,014.69 
Ci：ㅃ, V：ᅣ, Cf：♧ 1,204.31 287.06 0,903.45-2,058.42 
Ci：ㅃ, V：ᅥ, Cf：♧ 1,314.44 223.94 0,956.23-1,894.97 
Ci：ㅃ, V：ᅧ, Cf：♧ 1,262.69 145.96 0,901.51-1,856.78 
Ci：ㅃ, V：ᅩ, Cf：♧ 1,322.75 276.93 0,964.36-2,312.49 
Ci：ㅃ, V：ᅮ, Cf：♧ 1,248.33 341.05 0,901.99-2,048.66 
Ci：ㅃ, V：ᅵ, Cf：♧ 2,102.61 364.02 1,422.38-2,787.28 

Ci：ㅃ, V： , C♤ f：♧ 1,409.95 356.25 0,901.51-2,787.28 
*: 모든 가능한 중성은 ♤, 종성의 경우 ♧로 표기 
 
Table 10. 초성 /ㅅ/에 따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Hz) 

단 음 절 평  균 표준편차 주파수 범위 

Ci：ᄉ, V：ᅡ, Cf：♧ 6,025.64 1,123.98 4,442.64-7,312.97 
Ci：ᄉ, V：ᅢ, Cf：♧ 5,463.38 1,345.03 3,312.45-7,128.92 
Ci：ᄉ, V：ᅥ, Cf：♧ 5,774.25 1,034.97 4,012.93-7,288.74 
Ci：ᄉ, V：ᅦ, Cf：♧ 6,404.82 0,921.99 4,412.58-7,405.87 
Ci：ᄉ, V：ᅩ, Cf：♧ 3,900.75 0,761.03 2,799.82-5,612.43 
Ci：ᄉ, V：ᅬ, Cf：♧ 4,698.77 1,218.04 2,841.96-6,512.88 
Ci：ᄉ, V：ᅮ, Cf：♧ 4,026.71 1,143.01 2,794.13-5,918.08 
Ci：ᄉ, V：ᅱ, Cf：♧ 4,856.14 0,781.96 3,491.48-6,148.92 
Ci：ᄉ, V：ᅳ, Cf：♧ 6,232.60 1,101.97 4,568.58-7,400.19 
Ci：ᄉ, V：ᅵ, Cf：♧ 4,840.05 1,087.09 3,391.48-6,591.19 

Ci：ᄉ, V： , C♤ f：♧ 4,965.60 1,059.53 2,794.13-7,405.87 
*: 모든 가능한 중성은 ♤, 종성의 경우 ♧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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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 /ᄋ/에 따른 주파수 분석 

초성 /ᄋ/에 따른 54개의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

파분석을 실시한 결과 /ᄊ/의 평균주파수는 1,406.87 Hz

였고 각 중성에 대한 주파수 분석결과는 <Table 12>와 같

다. 한국어 단음절 CiVCf (Ci：ᄋ, V：♤, Cf：♧)의 54개 

단어에서 주파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음절은‘Ci：ᄋ, 

V：ᅱ, Cf：♧’이고, 가장 낮은 단음절은‘Ci：ᄋ, V：ᅮ, 

Cf：♧’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

석 검사를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7)=942.350*, 

p<.05]. /ᄋ/이 초성인 경우 유의미 단음절어 54개에서 나

타나는 주파수 값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 한 결과 주파수 값이 낮은 순서대로 12

가지 군으로 분류되었다. 남녀의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078)=-7.157*, p<.05]. 

 

초성 /ᄌ/에 따른 주파수 분석 

초성 /ᄌ/에 따른 35개의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

파분석을 실시한 결과 /ᄌ/의 평균주파수는 4,617.41 Hz

였고 각 중성에 대한 주파수 분석결과는 <Table 13>과 같

다. 한국어 단음절 CiVCf (Ci：ᄌ, V：♤, Cf：♧)의 35개 

단어에서 주파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음절은‘Ci：ᄌ, 

V：ᅢ, Cf：♧’이고, 가장 낮은 단음절은‘Ci：ᄌ, V：ᅩ, 

Cf：♧’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

석 검사를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9)=48.766*, 

p<.05]. /ᄌ/이 초성인 경우 유의미 단음절어 35개에서 나

타나는 주파수 값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Duncan 

Table 11. 초성 /ㅆ/에 따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Hz) 

단 음 절 평  균 표준편차 주파수 범위 

Ci：ᄊ, V：ᅡ, Cf：♧ 6,366.02 1,023.06 4,612.57-7,684.49 
Ci：ᄊ, V：ᅢ, Cf：♧ 6,579.18 1,032.96 4,441.48-7,892.48 
Ci：ᄊ, V：ᅥ, Cf：♧ 5,215.63 0,962.93 3,649.98-7,012.47 
Ci：ᄊ, V：ᅩ, Cf：♧ 4,172.81 0,978.06 3,014.47-5,782.24 
Ci：ᄊ, V：ᅪ, Cf：♧ 6,312.48 1,203.94 4,012.35-7,759.49 
Ci：ᄊ, V：ᅫ, Cf：♧ 6,724.53 1,002.03 4,987.67-7,878.01 
Ci：ᄊ, V：ᅮ, Cf：♧ 4,489.19 1,004.01 3,286.95-6,047.68 
Ci：ᄊ, V：ᅳ, Cf：♧ 6,766.57 0,878.96 4,875.72-7,912.73 

Ci：ᄊ, V： , C♤ f：♧ 5,937.91 0,922.56 3,014.47-7,912.73 
*: 모든 가능한 중성은 ♤, 종성의 경우 ♧로 표기 

 
Table 12. 초성 /ㅇ/에 따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Hz) 

단 음 절 평 균 표준편차 주파수 범위 

Ci：ᄋ, V：ᅡ, Cf：♧ 1,551.57 274.93 0,659.09-2,314.52 
Ci：ᄋ, V：ᅢ, Cf：♧ 2,802.08 166.02 1,894.55-3,421.49 

Ci：ᄋ, V：ᅣ, Cf：♧ 1,879.04 102.05 1,256.92-2,245.21 
Ci：ᄋ, V：ᅥ, Cf：♧ 0,944.52 224.01 0,487.58-1,529.48 
Ci：ᄋ, V：ᅦ, Cf：♧ 2,721.35 241.06 2,012.47-3,241.04 

Ci：ᄋ, V：ᅧ, Cf：♧ 1,304.64 147.93 0,885.15-1,829.68 
Ci：ᄋ, V：ᅨ, Cf：♧ 2,890.97 113.03 2,065.93-3,285.54 
Ci：ᄋ, V：ᅩ, Cf：♧ 0,559.51 130.97 0,400.74-0,901.37 

Ci：ᄋ, V：ᅪ, Cf：♧ 1,443.60 219.97 0,909.82-1,985.69 
Ci：ᄋ, V：ᅫ, Cf：♧ 2,792.58 161.05 2,382.98-3,154.54 
Ci：ᄋ, V：ᅬ, Cf：♧ 2,930.25 124.01 2,051.29-3,219.19 

Ci：ᄋ, V：ᅭ, Cf：♧ 0,774.12 288.96 0,407.86-1,794.58 
Ci：ᄋ, V：ᅮ, Cf：♧ 0,359.66 021.03 0,284.03-0,519.53 
Ci：ᄋ, V：ᅯ, Cf：♧ 0,895.50 162.01 0,509.88-1,492.26 

Ci：ᄋ, V：ᅱ, Cf：♧ 3,307.01 086.96 2,842.48-3,387.56 
Ci：ᄋ, V：ᅲ, Cf：♧ 0,828.74 209.93 0,515.99-1,452.82 
Ci：ᄋ, V：ᅳ, Cf：♧ 1,674.44 181.06 1,009.47-2,138.92 

Ci：ᄋ, V：ᅵ, Cf：♧ 3,208.89 112.97 2,046.85-3,367.47 

Ci：ᄋ, V： , C♤ f：♧ 1,406.87 369.64 0,284.03-3,387.56 
*: 모든 가능한 중성은 ♤, 종성의 경우 ♧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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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정을 실시 한 결과주파수 값이 낮은 순서대로 6가

지 군으로 분류되었다. 남녀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698)=-4.816*, p<.05].  

 

초성 /ᄍ/에 따른 주파수 분석 

초성 /ᄍ/에 따른 13개의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

파분석을 실시한 결과 /ᄍ/의 평균주파수는 4,998.60 Hz

였고 각 중성에 대한 주파수 분석결과는 <Table 14>와 

같다. 한국어 단음절 CiVCf (Ci：ᄍ, V：♤, Cf：♧)의 13

개 단어에서 주파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음절은‘Ci：ᄍ, 

V：ᅡ, Cf：♧’이고, 가장 낮은 단음절은‘Ci：ᄍ, V：ᅩ, 

Cf：♧’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

석 검사를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7)=118.991*, 

p<.05]. /ᄍ/이 초성인 경우 유의미 단음절어 13개에서 나

타나는 주파수 값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 한 결과 주파수 값이 낮은 순서대로 3가

지 군으로 분류되었다. 남녀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58)=-2.276*, p<.05]. 

 

 초성 /ᄎ/에 따른 주파수 분석 

초성 /ᄎ/에 따른 24개의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

파분석을 실시한 결과 /ᄎ/의 평균주파수는 4,584.13 Hz

였고 각 중성에 대한 주파수 분석결과는 <Table 15>와 

같다. 한국어 단음절 CiVCf (Ci：ᄎ, V：♤, Cf：♧)의 24

개 단어에서 주파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음절은‘Ci：ᄎ, 

V：ᅡ, Cf：♧’이고, 가장 낮은 단음절은‘Ci：ᄎ, V：ᅩ, 

Cf：♧’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

석 검사를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0)=155.623*, 

p<.05]. /ᄎ/이 초성인 경우 유의미 단음절어 24개에서 나

타나는 주파수 값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 한 결과 주파수 값이 낮은 순서대로 4가

지 군으로 분류되었다. 남녀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478)=-3.121*, p<.05]. 

 

초성 /ᄏ/에 따른 주파수 분석 

초성 /ᄏ/에 따른 7개의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파

분석을 실시한 결과 /ᄏ/의 평균주파수는 1,351.06 Hz였고 

각 중성에 대한 주파수 분석결과는 <Table 16>과 같다. 

한국어 단음절 CiVCf (Ci：ᄏ, V：♤, Cf：♧)의 7개 단어

에서 주파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음절은‘Ci：ᄏ, V：ᅫ, 

Cf：♧’이고, 가장 낮은 단음절은‘Ci：ᄏ, V：ᅩ, Cf：♧’

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검사

Table 13. 초성 /ㅈ/에 따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Hz) 

단 음 절 평  균 표준편차 주파수 범위 

Ci：ᄌ, V：ᅡ, Cf：♧ 4,838.50 1,326.99 3,051.71-6,512.49 
Ci：ᄌ, V：ᅢ, Cf：♧ 5,615.25 0,997.03 3,821.48-7,012.37 
Ci：ᄌ, V：ᅥ, Cf：♧ 4,277.04 0,793.01 3,012.84-5,795.27 
Ci：ᄌ, V：ᅦ, Cf：♧ 5,011.80 1,176.03 3,395.09-6,894.48 
Ci：ᄌ, V：ᅩ, Cf：♧ 4,065.73 1,146.01 2,726.37-5,893.67 
Ci：ᄌ, V：ᅪ, Cf：♧ 5,131.82 1,239.96 3,495.95-6,988.06 
Ci：ᄌ, V：ᅮ, Cf：♧ 4,458.23 1,412.93 2,851.91-6,342.04 
Ci：ᄌ, V：ᅱ, Cf：♧ 5,369.12 1,009.02 3,695.84-6,998.84 
Ci：ᄌ, V：ᅳ, Cf：♧ 5,175.83 0,886.03 3,795.91-6,439.75 
Ci：ᄌ, V：ᅵ, Cf：♧ 5,368.15 0,979.97 3,411.58-6,982.74 

Ci：ᄌ, V： , C♤ f：♧ 4,617.41 0,690.20 2,726.37-7,012.37 
*: 모든 가능한 중성은 ♤, 종성의 경우 ♧로 표기 
 
Table 14. 초성 /ㅉ/에 따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Hz) 

단 음 절 평 균 표준편차 주파수 범위 

Ci：ᄍ, V：ᅡ, Cf：♧ 5,554.51 0,765.96 4,495.47-6,918.58 
Ci：ᄍ, V：ᅢ, Cf：♧ 5,411.96 1,023.97 3,911.93-6,712.85 
Ci：ᄍ, V：ᅥ, Cf：♧ 4,954.89 1,132.03 3,334.61-6,595.24 
Ci：ᄍ, V：ᅩ, Cf：♧ 3,340.02 1,092.03 2,127.57-5,541.95 
Ci：ᄍ, V：ᅪ, Cf：♧ 5,338.51 1,143.95 3,591.99-6,893.48 
Ci：ᄍ, V：ᅮ, Cf：♧ 4,910.35 0,775.98 3,829.91-6,001.04 
Ci：ᄍ, V：ᅳ, Cf：♧ 5,322.96 1,182.05 3,409.45-6,811.92 
Ci：ᄍ, V：ᅵ, Cf：♧ 5,348.25 0,987.87 3,748.85-6,612.95 

Ci：ᄍ, V： , C♤ f：♧ 4,998.60 0,770.69 2,127.57-6,918.58 
*: 모든 가능한 중성은 ♤, 종성의 경우 ♧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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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299.163*, p<.05]. 

/ᄏ/이 초성인 경우 유의미 단음절어 7개에서 나타나는 주

파수 값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

정을 실시 한 결과 주파수 값이 낮은 순서대로 4가지 군으

로 분류되었다. 남녀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38)=-2.207*, p<.05].  

 

 초성 /ᄐ/에 따른 주파수 분석 

초성 /ᄐ/에 따른 18개의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

파분석을 실시한 결과 /ᄐ/의 평균주파수는 4,202.87Hz였

고 각 중성에 대한 주파수 분석결과는 <Table 17>과 같

다. 한국어 단음절 CiVCf (Ci：ᄐ, V：♤, Cf：♧)의 18개 

단어에서 주파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음절은‘Ci：ᄐ, 

V：ᅳ, Cf：♧’이고, 가장 낮은 단음절은‘Ci：ᄐ, V：ᅩ, 

Cf：♧’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

석 검사를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7)=98.367*, 

p<.05]. /ᄐ/이 초성인 경우 유의미 단음절어 18개에서 나

타나는 주파수 값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 한 결과 주파수 값이 낮은 순서대로 5가

지 군으로 분류되었다. 남녀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Table 15. 초성 /ㅊ/에 따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Hz) 

단 음 절 평  균 표준편차 주파수 범위 

Ci：ᄎ, V：ᅡ, Cf：♧ 5,517.71 0,965.97 4,098.56-6,852.75 

Ci：ᄎ, V：ᅢ, Cf：♧ 5,006.11 1,089.96 3,091.82-6,722.83 

Ci：ᄎ, V：ᅥ, Cf：♧ 4,346.71 1,321.97 2,594.01-6,102.46 

Ci：ᄎ, V：ᅦ, Cf：♧ 5,382.57 1,128.96 3,395.69-6,718.85 

Ci：ᄎ, V：ᅧ, Cf：♧ 5,014.35 0,768.94 3,756.96-6,269.47 

Ci：ᄎ, V：ᅩ, Cf：♧ 2,931.03 0,901.03 2,001.47-4,451.92 

Ci：ᄎ, V：ᅬ, Cf：♧ 4,858.22 1,231.97 3,044.57-6,549.82 

Ci：ᄎ, V：ᅮ, Cf：♧ 4,080.83 0,912.96 2,665.87-5,461.28 

Ci：ᄎ, V：ᅱ, Cf：♧ 4,331.42 1,204.87 2,820.41-6,334.98 

Ci：ᄎ, V：ᅳ, Cf：♧ 5,201.45 1,007.98 3,744.68-6,452.07 

Ci：ᄎ, V：ᅵ, Cf：♧ 5,191.73 1,243.03 3,192.48-6,812.42 

Ci：ᄎ, V： , C♤ f：♧ 4,584.13 1,084.28 2,001.47-6,852.75 
*: 모든 가능한 중성은 ♤, 종성의 경우 ♧로 표기 

 
Table 16. 초성 /ㅋ/에 따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Hz) 

단 음 절 평  균 표준편차 주파수 범위 

Ci：ᄏ, V：ᅡ, Cf：♧ 1,527.36 263.01 0,909.84-2,038.96 

Ci：ᄏ, V：ᅧ, Cf：♧ 1,275.29 165.96 0,900.76-1,788.95 

Ci：ᄏ, V：ᅩ, Cf：♧ 0,712.61 101.94 0,513.08-1,000.23 

Ci：ᄏ, V：ᅫ, Cf：♧ 3,019.56 238.03 2,459.41-3,617.54 

Ci：ᄏ, V：ᅮ, Cf：♧ 0,800.92 107.12 0,612.41-1,432.48 

Ci：ᄏ, V： , C♤ f：♧ 1,351.06 715.73 0,513.08-3,617.54 
*: 모든 가능한 중성은 ♤, 종성의 경우 ♧로 표기 

 
Table 17. 초성 /ㅌ/에 따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Hz) 

단 음 절 평  균 표준편차 주파수 범위 

Ci：ᄐ, V：ᅡ, Cf：♧ 4,567.83 541.01 3,694.28-5,691.82 

Ci：ᄐ, V：ᅢ, Cf：♧ 4,059.67 931.06 2,998.21-5,592.58 

Ci：ᄐ, V：ᅥ, Cf：♧ 4,382.86 615.05 3,019.48-5,366.31 

Ci：ᄐ, V：ᅦ, Cf：♧ 4,652.07 712.89 3,595.48-5,988.77 

Ci：ᄐ, V：ᅩ, Cf：♧ 3,801.18 518.98 2,959.64-4,928.53 

Ci：ᄐ, V：ᅬ, Cf：♧ 4,646.40 809.97 3,674.58-5,998.01 

Ci：ᄐ, V：ᅮ, Cf：♧ 3,978.65 604.03 2,999.06-5,192.27 

Ci：ᄐ, V：ᅳ, Cf：♧ 5,122.04 887.03 3,874.57-6,238.48 

Ci：ᄐ, V： , C♤ f：♧ 4,202.87 550.25 2,959.64-6,238.48 
*: 모든 가능한 중성은 ♤, 종성의 경우 ♧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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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58)=-5.559*, p<.05].  

 

초성 /ᄑ/에 따른 주파수 분석 

초성 /ᄑ/에 따른 16개의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

파분석을 실시한 결과 /ᄑ/의 평균주파수는 1,363.12 Hz

였고 각 중성에 대한 주파수 분석결과는 <Table 18>과 같

다. 한국어 단음절 CiVCf (Ci：ᄑ, V：♧, Cf：♧)의 16개 

단어에서 주파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음절은‘Ci：ᄑ, 

V：ᅵ, Cf：♧’이고, 가장 낮은 단음절은‘Ci：ᄑ, V：ᅥ, 

Cf：♧’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

석 검사를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8)=106.003*, 

p<.05]. /ᄑ/이 초성인 경우 유의미 단음절어 16개에서 나

타나는 주파수 값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 한 결과 주파수 값이 낮은 순서대로 6가

지 군으로 분류되었다. 남녀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18)=-7.138*, p<.05]. 

 

초성 /ᄒ/에 따른 주파수 분석 

초성 /ᄒ/에 따른 38개의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

파분석을 실시한 결과 /ᄒ/의 평균주파수는 1,407.43 Hz

였고 각 중성에 대한 주파수 분석결과는 <Table 19>와 

같다. 한국어 단음절 CiVCf (Ci：ᄒ, V：♤, Cf：♧)의 38

개 단어에서 주파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음절은‘Ci：ᄒ, 

V：ᅵ, Cf：♧’이고, 가장 낮은 단음절은‘Ci：ᄒ, V：ᅩ, 

Cf：♧’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들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

석 검사를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5)=687.265*, 

p<.05]. /ᄒ/이 초성인 경우 유의미 단음절어 38개에서 나

타나는 주파수 값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 한 결과 주파수 값이 낮은 순서대로 6가

지 군으로 분류되었다. 남녀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Table 18. 초성 /ㅍ/에 따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Hz) 

단 음 절 평  균 표준편차 주파수 범위 

Ci：ᄑ, V：ᅡ, Cf：♧ 1,303.88 433.95 0,833.81-2,003.44 
Ci：ᄑ, V：ᅢ, Cf：♧ 1,621.54 198.98 1,010.69-2,421.42 
Ci：ᄑ, V：ᅥ, Cf：♧ 1,196.46 365.01 0,820.81-1,928.47 
Ci：ᄑ, V：ᅧ, Cf：♧ 1,242.43 187.06 0,891.04-1,722.68 
Ci：ᄑ, V：ᅨ, Cf：♧ 1,805.70 337.05 1,192.32-2,511.71 
Ci：ᄑ, V：ᅩ, Cf：♧ 1,287.61 247.89 0,912.29-2,042.49 
Ci：ᄑ, V：ᅭ, Cf：♧ 1,437.03 097.98 1,005.63-1,998.82 
Ci：ᄑ, V：ᅮ, Cf：♧ 1,308.25 168.98 0,908.64-2,009.91 
Ci：ᄑ, V：ᅵ, Cf：♧ 2,364.65 240.04 1,622.31-2,699.78 

Ci：ᄑ, V： , C♤ f：♧ 1,363.12 346.91 0,820.81. –2,699.78 
*: 모든 가능한 중성은 ♤, 종성의 경우 ♧로 표기 

 
Table 19. 초성 /ㅎ/에 따른 주파수 평균과 표준편차                                                                              (Hz) 

단 음 절 평  균 표준편차 주파수 범위 

Ci：ᄒ, V：ᅡ, Cf：♧ 1,218.18 541.98 0,667.12-2,423.28 
Ci：ᄒ, V：ᅢ, Cf：♧ 2,194.85 669.04 1,194.27-3,030.85 

Ci：ᄒ, V：ᅣ, Cf：♧ 2,074.06 308.01 1,344.77-2,785.33 
Ci：ᄒ, V：ᅥ, Cf：♧ 1,011.25 97.96 0,812.14-1,512.58 
Ci：ᄒ, V：ᅧ, Cf：♧ 1,160.14 134.97 0,831.84-1,827.09 

Ci：ᄒ, V：ᅨ, Cf：♧ 2,234.72 812.09 0,915.49-3,533.82 
Ci：ᄒ, V：ᅩ, Cf：♧ 0,977.32 187.06 0,662.6-1,582.47 
Ci：ᄒ, V：ᅪ, Cf：♧ 1,242.26 287.96 0,749.68-2,044.99 

Ci：ᄒ, V：ᅫ, Cf：♧ 2,202.3 491.93 1,446.92-3,285.68 
Ci：ᄒ, V：ᅬ, Cf：♧ 2,008.29 658.06 1,008.49-3,001.54 
Ci：ᄒ, V：ᅭ, Cf：♧ 1,023.89 254.94 0,668.03-1,857.07 

Ci：ᄒ, V：ᅮ, Cf：♧ 1,002.73 099.03 0,728.39-1,928.48 
Ci：ᄒ, V：ᅱ, Cf：♧ 3,027.33 658.01 1,844.8--3,705.66 
Ci：ᄒ, V：ᅲ, Cf：♧ 1,214.74 308.96 0,800.93-1,991.47 

Ci：ᄒ, V：ᅳ, Cf：♧ 1,535.46 367.94 0,914.67-2,746.02 
Ci：ᄒ, V：ᅵ, Cf：♧ 3,096.66 471.03 2,005.38-3,671.48 

Ci：ᄒ, V： , C♤ f：♧ 1,407.43 593.35 0,662.60-3,705.66 
*: 모든 가능한 중성은 ♤, 종성의 경우 ♧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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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758)=-4.532*, p<.05]. 

 

DISCUSSIONS AND CONCLUSIONS 
 

청력 손실의 유형과 주파수에 의하여 청각장애인의 어음 

변별력은 달라지므로 한국어 자음과 모음으로 조합될 수 

있는 단어 583개의 유의미 단음절어를 주파수를 분석하여 

청각장애의 평가와 재활분야에 주파수별 청력손실에 따른 

특정음소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자 하였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생성된 유의미 단음절어는 초성

에 /ᆨ/, /ᆩ/, /ᆮ/, /ㄸ/, /ᆸ/, /ᄉ/, /ᄋ/, /ᄌ/, /ᄍ/, /ᄎ/, /ᄏ/, 

/ᄐ/, /ᄑ/, /ᄒ/이 위치하는 유의미 단음절어는 통일된 주파

수 값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초성에 /ᆫ/, /ᆯ/, /ᆷ/이 위

치하는 유의미 단음절어의 경우 중성과 종성의 영향을 받

지 않고 통일된 주파수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의 원인은 /ᆫ/과 /ᆷ/은 비음이고 /ᆯ/은 유음이므로 이들

의 공통점인 유성성인 것으로 사료된다. 

초성에 따른 분류에서 /ᆫ/, /ᆯ/, /ᆷ/을 제외한 모든 16

개의 초성은 주파수에서 통일된 값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검정에서 19개의 모든 초성에 따른 분류는 중

성 값의 여러 개 군이 합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초성에 따른 분류를 한 본 연구 결

과는 중성인 모음에 의해 꽤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선행된 연구결과5)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495개 단음절에서 초성이 /ᆫ/, /ᆯ/, 

/ᆷ/인 단음절을 제외한 초성이 /ᆨ/, /ᆩ/, /ᆮ/, /ㄸ/, /ᆸ/, /

ᄉ/, /ᄋ/, /ᄌ/, /ᄍ/, /ᄎ/, /ᄏ/, /ᄐ/, /ᄑ/, /ᄒ/인 유의미 단

음절어의 주파수 값과 모든 중성, 중성에 따른 단음절어의 

주파수 값에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

자의 기본주파수는 80~150 Hz이고 여자의 기본주파수는 

160~250 Hz4)로 남녀 간의 기본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파수 값이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생각된다.  

초성이 /ᄉ/과 /ᄌ/인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파수 

범위가 2,794.13~7,045.87 Hz, 2,726.37~7,012.37 Hz

로 분석된 본 연구에서와 /s/와 /z/의 주파수 범위를 3,500~ 

8,000 Hz로 분석한 Skinner의 연구14)와 비교할 때 주파

수 범위가 좁게 나타났다. 하지만 초성이 /ᆸ/과 /ᄑ/인 한

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파수 범위는 600.17~3,035.29 

Hz, 820.81~2,699.78 Hz로 분석된 본 연구와 /b/와 /p/

의 주파수 범위가 500~1,500 Hz로 분석한 Halle 등의 

연구10)와 비교하여 주파수 범위가 넓게 나타났으며, 초성

이 /ᆮ/과 /ᄐ/인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파수 범위는 

2,685.11~5,780.18 Hz, 2,959.64~6,238.48 Hz로 나타

난 본 연구와 /d/와 /t/가 4,000 Hz 이상에서 나타난다는 

Halle 등의 연구10)와 비교하여 주파수 범위는 더 넓게 나타

났다. 초성이 /ᆫ/, /ᆯ/, /ᆷ/인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어의 

주파수 평균은 241.09 Hz, 288.22 Hz, 245.04 Hz로 영

어 /n/, /r/, /m/의 주파수 평균 240 Hz, 280 Hz, 240 Hz

와 비슷하게 나타났다.8)9) 

일상생활에 건청인이나 난청인들은 단음절로서 의사소

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음

절이상의 단어들에게서는 자음동화, 모음동화, 두음법칙 등

으로 인하여 주파수 값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일반적인 대화상황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힌 각 음소

의 주파수 값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음소의 일반적 대화상황에서 강도에 대한 연구를 더 많

은 대상자로 실시하여 한국어 유의미 단음절의 주파수 분

석과 음소의 주파수 분석이 이루어져 음소평가와 재활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제시되기를 바란다. 
 

중심 단어：주파수 분석·주파수 특성·한국어 유의미 단

음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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