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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구조에 따른 

한국어의 소리 빈도에 대한 연구
1)

조성문*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코퍼스>를 대상으로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의 

세대별, 성별 소리 빈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코퍼스>의 구어자료를 토

대로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하여 어떤 소리가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 우선 순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 세대별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코퍼스>의 모든 구어자료가 분석된다. 이처럼 소리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은 언어생활의 패턴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국

인의 언어생활 중 음운론적 특성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코퍼스>를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생생한 구어자료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고, 구어자료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소리의 빈도를 잘 분석한다면 현대 한국인들의 발음 경향을 명확하게 파

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연구에서는 모든 구어자료를 10대부터 40대까지 세대별로 분류

하여 남녀 순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 찾

을 수 없었던 한국인의 발음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분석 결과를 하나의 음절로 나타낸다면 

그것은 ‘간’이라고 할 수 있다. 초성에서는 ‘ㄱ’을, 중성에서는 ‘ㅏ’를, 종성에서는 ‘ㄴ’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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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음절이야말로 가장 한국인이 많이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초성에서는 조음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치경음>연구개음>순음>구개음>후음’의 

순서를 보였는데, 20대 남성과 30대 남성, 여성의 경우만 ‘치경음>연구개음>구개음>순음>후

음’의 순서를 확인하였다. 중성에서는 총 음절 수를 기준으로 볼 때, 남성의 경우는 10대에서 

30대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가, 40대에 감소를 하였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10대부터 

40대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또한 중요한 점은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발화 수가 많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말이 많다고 예상해 왔는데, 이번 조사의 결과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밖에 혀의 높낮이에 따라 모음을 분류하면 대체적으로 10대

를 제외한 남성은 ‘고모음>중모음>저모음’의 순서를, 40대를 제외한 여성은 ‘중모음>고모음>
저모음’의 순서를 보였다. 초성과 중성의 분석을 종합하면 남성의 경우는 40대가 언어의 사용

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는 결정적 시기라고 판단할 근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종성에서

는 세대별, 성별 특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모두 종성에서는 ‘ㄴ’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제어]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코퍼스>, 음절구조, 세대, 성, 우선 순위, 음운론적 특성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코퍼스>를 상으로 음절구조를 중심으

로 한국의 세 별 소리 빈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음성코퍼스는 Yun et al.(2015)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코퍼스>의 구어자료를 

토 로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하여 어떤 소리가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 

빈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 세 별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려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코퍼스>의 모든 구어자료가 분석된

다. 이처럼 소리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은 언어생활의 패턴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언어생활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려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코퍼스>를 연구 상으로 삼은 것은 가장 생

생한 구어자료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고, 최근 구어 자료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소리의 빈도를 잘 분석한다면 현  한국

인들의 발음 경향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금까지 이러한 연

구는 거의 진행된 적이 없다. 음절을 구성하는 소리의 빈도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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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음 실태에 접근하려고 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시 작품에 한 연구를 본 연구의 방법처럼 분석한 경우는 조성문(2008a, 2008b, 

2010, 2012) 이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소리

의 빈도를 세 별로 파악하여 그 특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성별 

특성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연구에서 찾

지 못했던 한국인의 발음 패턴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들이 이루어진 다음 어휘적, 문법적, 의미적 연구 등 다양한 접근이 

종합되어야 본격적인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한 규명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그러

므로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음운론적 특성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들의 언어생활에 한 종합적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밝히려는 음

절구조를 중심으로 한 음운론적 특성 분석은 그 효용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2. 연구 상 및 방법

이 연구의 상은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코퍼스>로 한국인의 구어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구어자료를 10 부터 40 까지 세 별로 분류하여 남녀 

순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코퍼스>는 Yun et al.(2015)에서 소개되었듯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10 부터 40 까지의 남녀들의 실제 발음을 녹음하여 구축

한 음성 자료이다. 이 음성자료는 특별한 본을 활용한 것이 아니며, 질문자가 일정

한 주제를 갖고 자연스러운 화를 유도하여 제보자들의 생생한 구어를 녹음한 것이

다. 이 음성 자료는 각 세 별 남녀 각각 5명씩 녹음을 하여 총 40명의 실제 발음을 

녹음한 것이다. 녹음은 2012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3년 12월까지 진행되었다. 녹

음은 한양 학교에 위치한 방음시설 및 녹음기가 완비된 음성실험실에서 진행되었

다. 녹음된 자료를 분석한 뒤 구어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음성, 음소, 문자

의 세 가지로 전사를 하여 코퍼스로 완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음절을 중심으로 하여 초성, 중성, 종성의 구분을 하여 음운론적 

특성을 살펴본다. 현실 발음을 기초로 하여 혼동되고 있는 발음들은 하나로 묶어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수 7952 5819 3905 3670 3708 1805 3245 3650 977 618

비율(%) 18.3 13.4 9 8.5 8.6 4.2 7.5 8.4 2.3 1.4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합계

수 951 530 1423 1604 1171 266 1307 791 43392

비율(%) 2.2 1.2 3.3 3.7 2.7 0.6 3 1.8

<표 1> 10대 남성의 초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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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 다. 앞 음절의 받침의 경우 뒤에 모음이 오면 연음시켜서 다음 음절의 초성

으로 처리하 다. 또한 종성의 경우 중화한 것을 반 하여 7종성만 제시하 다. 그밖

에 동화나 축약, 탈락 현상 등도 모두 반 하여 말 그 로 발음 나는 것만을 반 하

다. 이러한 발음에 의한 분석은 프라트(Praat)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구어자료를 모

두 음절 단위로 결과를 추출하여 진행하 다. 본 연구는 언어학적 특성 중 가장 미세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의 특성을 분석의 중점으로 삼았다. 초성과 종성에는 

어떤 자음이 주로 사용되었고, 중성에는 어떤 모음이 주로 사용되었는지를 통계적으

로 확인함으로써 한국인의 발음 경향을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3. 세 별, 성별 분석

한국인의 발음 실태는 세 별로 분석하 다. 각 세 별로는 남녀 순으로 구체적으

로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1) 10

(1) 남성
여기에서는 10 의 발음 실태를 분석한다. 먼저 남자의 경우를 살펴보려고 하는

데, 발음의 총 음절 수는 54,688개다.

우선 초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ㅣ ㅔ/ㅐ ㅡ ㅓ ㅏ ㅜ ㅗ ㅟ ㅚ/ㅞ/ㅙ

수 7582 7334 7437 7205 12177 2953 4617 64 232

비율(%) 13.9 13.4 13.6 13.2 22.2 5.4 8.4 0.1 0.4

ㅕ ㅑ ㅠ ㅛ ㅝ ㅘ ㅖ/ㅒ ㅢ 합계

수 2747 540 153 989 156 304 182 16 54688

비율(%) 5 1 0.3 1.8 0.3 0.6 0.3 0.03

<표 2> 10대 남성의 중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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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를 보면 초성은 총 43,392개가 사용되었는데,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중성이 54,688개이므로 총 음절 비 비율은 79.4%다. 이 결과는 10  남성의 

경우 부분 초성이 있는 단어를 발음했음을 보여준다. 음운론적으로도 초성이 있는 

음절을 선호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결과는 그러한 일반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사실 언어 보편적인 측면에서 CV 음절이 가장 최적의 음절이다. 어

떠한 언어든지 CV 음절형을 허용하지 않는 언어는 없고, 언어 습득 과정에서 아이

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음절형도 CV 형이기 때문이다(Jakobson & Halle 1956). 특

히 CV 음절은 그러한 보편성 때문에 시어의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었다. 따

라서 일상어의 사용에서 CV 음절이 선호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초성에서는 ‘ㄱ’의 수와 비율이 7,952개와 18.3%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초성은 ‘ㄴ’이었다. 반면에 ‘ㅃ’은 1% 미만으

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ㅋ, ㅍ, ㅉ’ 등이 2% 미만으로 낮았다.

초성을 조음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폐쇄음 18,802개, 파찰음 5,418개, 마찰음 

5,975개, 비음 9,527개, 유음 3,670개로 나타났다. ‘폐쇄음>비음>마찰음>파찰음>유

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다.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순음 6,309개, 치경음 

20,068개, 구개음 5,418개, 연구개음 10,174개, 후음 1,423개로 나타났다. ‘치경음>

연구개음>순음>구개음>후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다. 상관 관계에 있는 평음, 

경음, 격음의 경우는 각각 20,557개, 5,139개, 3,075개로 나타났다.

중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중성에서는 총 54,688개 중 ‘ㅏ’의 수와 비율이 다른 모음에 비해 12,177개와 



ㄱ ㄴ ㄷ ㄹ ㅁ ㅂ ㅇ 합계

수 805 5015 71 2651 1873 429 3906 14750

비율(%) 5.5 34 0.5 18 12.7 2.9 26.5

<표 3> 10대 남성의 종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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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ㅏ’의 비율이 상 적으로 높은 것은 저모음으로 공명

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명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전달력이 강하

다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ㅣ, ㅡ, ㅔ/ㅐ, ㅓ’ 순이었다. ‘ㅣ’는 

가장 안정적인 전설고모음이기 때문에, ‘ㅡ’는 우리 국어의 무표적인 모음이기 때문

에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 다고 하겠다. 그런데 모음체계 상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ㅔ/ㅐ, ㅓ’가 높은 비율을 보 다. 모음체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소리는 삼원

모음인 ‘ㅣ, ㅏ, ㅜ’이다. 이 세 모음은 가장 칭적인 곳에서 발음되기 때문에 혼동

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세계 모든 언어 중에서 최소의 모음을 갖는 

경우에는 이 세 모음 ‘ㅣ, ㅏ, ㅜ’만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ㅔ/ㅐ, ㅓ’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고 한 것이다. 이것도 초성과 마찬가지로 10  남성의 

특성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ㅢ’는 거의 쓰이지 않았고, ‘ㅟ, ㅚ/ㅞ/ㅙ, ㅠ, ㅝ, ㅘ, ㅖ/ㅒ’ 등이 1% 미만

의 낮은 비율을 보 다. 부분의 이중모음이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

상이라고 볼 수 있다.

중성을 혀의 전후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전설모음 14,916개, 후설모음 34,389개로 

나타났다. 확실히 후설모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혀의 

높낮이에 따라 분류하면 고모음 17,972개, 중모음 19,156개, 저모음 12,177개로 나

타났다. ‘중모음>고모음>저모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다. 원순성에 따라 분류하

면 평순모음 41,735개, 원순모음 7,570개로 나타났는데 예측할 수 있는 로 당연한 

결과이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각각 49,309개, 5,383개로 나타나 단모음이 훨씬 많

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종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수 7729 5639 4042 4029 3360 1587 3253 3861 760 698

비율(%) 18.2 13.3 9.5 9.5 7.9 3.7 7.7 9.1 1.8 1.6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합계

수 913 434 1633 1590 1094 222 1096 608 42548

비율(%) 2.2 1 3.8 3.7 2.6 0.5 2.6 1.4

<표 4> 10대 여성의 초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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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은 총 14,750개 사용되었는데, 중성이 54,688개이므로 총 음절 비 비율은 

27%다. 이것은 10  남성이 70% 이상 종성이 없이 발음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종성에서는 ‘ㄴ’의 수와 비율이 5,015개와 3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ㅇ, ㄹ, ㅁ’ 순으로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 다. 이들 공명음을 모두 합치면 

13,445개로 총 비율은 91.2%로 매우 높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특성은 10  남성

은 종성이 없는 CV 음절을 선호했고, 사용하더라도 공명음을 주로 선택했다는 것이

다. 음운론적으로 보통 종성이 없는 음절과, 있더라도 공명성 자음이 오는 것이 일반

적인데, 10  남성들은 그에 잘 부합하는 성향의 발음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폐쇄음 ‘ㄱ, ㄷ, ㅂ’은 모두 1,305개로 6%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 고, 특히 

‘ㄷ’은 0.5%로 매우 낮았다. 이처럼 폐쇄음이 음절말에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음운

론적으로도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초성, 중성, 종성의 출현 빈

도를 통해서 10  남성의 발음 특성을 확인해 보았다.

(2) 여성
여기에서는 10  여성의 발음 실태를 분석하는데, 그 발음의 총 음절 수는 51,939

개다.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말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10 의 경우는 오히려 여성

이 남성보다 총 음절 수가 적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른 세 와 비교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초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위 표를 보면 초성은 총 42,548개가 사용되었는데,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ㅣ ㅔ/ㅐ ㅡ ㅓ ㅏ ㅜ ㅗ ㅟ ㅚ/ㅞ/ㅙ

수 7136 7713 7199 7469 10971 3386 3660 35 116

비율(%) 13.7 14.9 13.9 14.4 21.1 6.5 7.1 0.07 0.2

ㅕ ㅑ ㅠ ㅛ ㅝ ㅘ ㅖ/ㅒ ㅢ 합계

수 2499 551 119 455 121 309 195 5 51939

비율(%) 4.8 1.1 0.2 0.9 0.2 0.6 0.4 0.01

<표 5> 10대 여성의 중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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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이 51,939개이므로 총 음절 비 비율은 81.9%다. 이 결과는 10  여성의 경우 

부분 초성이 있는 단어를 발음했음을 보여준다. 10  남성보다 그 비율이 좀더 높

았다. 음운론적으로도 초성이 있는 음절을 선호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결과는 그러한 일반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초성에서는 ‘ㄱ’의 수와 비율이 7,729개와 18.2%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초성은 ‘ㄴ’이었다. 반면에 ‘ㅃ’은 1% 미만으

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ㅊ, ㅋ, ㅉ’ 등이 2% 미만으로 낮았는데, 이 부분에서 10

 남성과 약간의 차이를 보 다.

초성을 조음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폐쇄음 18,309개, 파찰음 5,229개, 마찰음 5,982

개, 비음 8,999개, 유음 4,029개로 나타났다. ‘폐쇄음>비음>마찰음>파찰음>유음’ 순

으로 높은 비율을 보 는데 10  남성과 같은 결과를 보 다.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하

면 순음 5,603개, 치경음 20,066개, 구개음 5,229개, 연구개음 10,017개, 후음 1,633

개로 나타났다. ‘치경음>연구개음>순음>구개음>후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는데 

역시 10  남성과 같은 결과를 보 다. 상관 관계에 있는 평음, 경음, 격음의 경우는 

각각 20,472개, 4,610개, 2,805개로 나타났다. 이 순서도 10  남성과 같았다.

중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중성에서는 총 51,939개 중 ‘ㅏ’의 수와 비율이 다른 모음에 비해 10,971개와 

21.1%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ㅏ’의 비율이 상 적으로 높은 것은 저모음으로 공명

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명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전달력이 강하

다고 하겠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ㅇ 합계

수 773 4610 79 2427 1642 348 3814 13693

비율(%) 5.7 33.7 0.6 17.7 12 2.5 27.9

<표 6> 10대 여성의 종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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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ㅔ/ㅐ, ㅓ, ㅡ, ㅣ’ 순이었다. 이 

순서는 10  남성과 달라서 그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ㅢ’는 거의 쓰이지 않았고, ‘ㅟ, ㅚ/ㅞ/ㅙ, ㅠ, ㅛ, ㅝ, ㅘ, ㅖ/ㅒ’ 등이 1%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 다. 부분의 이중모음이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

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ㅛ’가 포함된 것이 10  남성과 다른 점이었다.

중성을 혀의 전후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전설모음 14,849개, 후설모음 32,685개로 

나타났다. 확실히 후설모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 10

 남성의 경우와 같았다. 혀의 높낮이에 따라 분류하면 고모음 17,721개, 중모음 

18,842개, 저모음 10,971개로 나타났다. ‘중모음>고모음>저모음’ 순으로 높은 비율

을 보 는데 10  남성의 결과와 같았다. 원순성에 따라 분류하면 평순모음 40,488

개, 원순모음 7,046개로 나타났는데 예측할 수 있는 로 당연한 결과이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각각 47,534개, 4,405개로 나타나 단모음이 훨씬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종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종성은 총 12,493개 사용되었는데, 중성이 51,939개이므로 총 음절 비 비율은 

24.1%다. 이것은 10  여성이 70% 이상 종성이 없이 발음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종성에서는 ‘ㄴ’의 수와 비율이 4,610개와 33.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ㅇ, ㄹ, ㅁ’ 순으로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 다. 이들 공명음을 모두 합치면 

12,493개로 총 비율은 91.2%로 매우 높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특성은 10  여성

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종성이 없는 CV 음절을 선호했고, 사용하더라도 공명음을 주

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음운론적으로 보통 종성이 없는 음절과, 있더라도 공명음과 

같은 부드러운 자음이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10  여성들은 그에 잘 부합하는 성향

의 발음을 선택한 것이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수 11847 7228 5504 5296 4675 2686 4653 6057 1312 931

비율(%) 19.3 11.8 9 8.6 7.6 4.4 7.6 9.9 2.1 1.5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합계

수 1231 618 2209 2378 1781 213 1665 1025 61309

비율(%) 2 1 3.6 3.9 2.9 0.4 2.7 1.7

<표 7> 20대 남성의 초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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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폐쇄음 ‘ㄱ, ㄷ, ㅂ’은 모두 1,200개로 8.8%의 낮은 비율을 보 고, 특히 ‘ㄷ’

은 0.6%로 매우 낮았다. 이처럼 폐쇄음이 음절말에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음운론적

으로도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초성, 중성, 종성의 출현 빈도를 

통해서 10  여성의 발음 특성을 확인해 보았다.

2) 20

(1) 남성
여기에서는 20 의 발음 실태를 분석한다. 먼저 남자의 경우를 살펴보려고 하는

데, 발음의 총 음절 수는 75,606개다.

우선 초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위 표를 보면 초성은 총 61,309개가 사용되었는데,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성이 75,606개이므로 총 음절 비 비율은 81.1%다. 이 결과는 20  남성의 경우 

부분 초성이 있는 단어를 발음했음을 보여준다. 음운론적으로도 초성이 있는 음절

을 선호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결과는 그러한 일반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언어 보편적인 측면에서 CV 음절이 가장 최적의 음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어의 사용에서 CV 음절이 선호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초성에서는 ‘ㄱ’의 수와 비율이 11,847개와 19.3%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초성은 ‘ㄴ’이었다. 반면에 ‘ㅃ’은 1% 미만으

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ㅋ, ㅍ, ㅉ’ 등이 2% 미만으로 낮았다.



ㅣ ㅔ/ㅐ ㅡ ㅓ ㅏ ㅜ ㅗ ㅟ ㅚ/ㅞ/ㅙ

수 11068 10007 10740 9664 16158 4886 6351 84 299

비율(%) 14.6 13.2 14.2 12.8 21.4 6.5 8.4 0.1 0.4

ㅕ ㅑ ㅠ ㅛ ㅝ ㅘ ㅖ/ㅒ ㅢ 합계

수 3525 518 242 847 178 420 597 22 75606

비율(%) 4.7 0.7 0.3 1.1 0.2 0.6 0.8 0.03

<표 8> 20대 남성의 중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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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을 조음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폐쇄음 27,189개, 파찰음 8,394개, 마찰음 

8,527개, 비음 11,903개, 유음 5,296개로 나타났다. ‘폐쇄음>비음>마찰음>파찰음>유

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다.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순음 8,192개, 치경음 

27,358개, 구개음 8,394개, 연구개음 15,156개, 후음 2,209개로 나타났다. ‘치경음>

연구개음>구개음>순음>후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는데, 이 결과는 10 와는 다

른 모습이다. 상관 관계에 있는 평음, 경음, 격음의 경우는 각각 30,747개, 7,062개, 

4,092개로 나타났다. 이 순서는 10 와 같았다.

중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중성에서는 총 75,606개 중 ‘ㅏ’의 수와 비율이 다른 모음에 비해 16,158개와 

21.4%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ㅏ’의 비율이 상 적으로 높은 것은 저모음으로 공명

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명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전달력이 강하

다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ㅣ, ㅡ, ㅔ/ㅐ, ㅓ’ 순이었다. ‘ㅣ’는 

가장 안정적인 전설고모음이기 때문에, ‘ㅡ’는 우리 국어의 무표적인 모음이기 때문

에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 다고 하겠다. 그런데 모음체계 상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ㅔ/ㅐ, ㅓ’가 높은 비율을 보 다. 모음체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소리는 삼원

모음인 ‘ㅣ, ㅏ, ㅜ’이다. 이 세 모음은 가장 칭적인 곳에서 발음되기 때문에 혼동

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세계 모든 언어 중에서 최소의 모음을 갖는 

경우에는 이 세 모음 ‘ㅣ, ㅏ, ㅜ’만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ㅔ/ㅐ, ㅓ’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고 한 것이다. 이것도 초성과 마찬가지로 10 , 20  



ㄱ ㄴ ㄷ ㄹ ㅁ ㅂ ㅇ 합계

수 978 6334 117 3418 2329 510 5827 19,513

비율(%) 5 32.5 0.6 17.5 11.9 2.6 29.9

<표 9> 20대 남성의 종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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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특성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ㅢ’는 거의 쓰이지 않았고, ‘ㅟ, ㅚ/ㅞ/ㅙ, ㅑ, ㅠ, ㅝ, ㅘ, ㅖ/ㅒ’ 등이 1%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 다. 부분의 이중모음이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

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중성을 혀의 전후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전설모음 21,075개, 후설모음 47,799개로 

나타났다. 확실히 후설모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혀의 

높낮이에 따라 분류하면 고모음 26,694개, 중모음 26,022개, 저모음 16,158개로 나

타났다. ‘고모음>중모음>저모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는데, 이것은 10 와는 구

별되는 특성이다. 원순성에 따라 분류하면 평순모음 57,637개, 원순모음 11,237개로 

나타났는데 예측할 수 있는 로 당연한 결과이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각각 

68,874개, 6,732개로 나타나 단모음이 훨씬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종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종성은 총 19,513개 사용되었는데, 중성이 75,606개이므로 총 음절 비 비율은 

25.8%다. 이것은 20  남성이 70% 이상 종성이 없이 발음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종성에서는 ‘ㄴ’의 수와 비율이 6,334개와 32.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ㅇ, ㄹ, ㅁ’ 순으로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 다. 이들 공명음을 모두 합치면 

17,908개로 총 비율은 91.8%로 매우 높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특성은 20  남성

은 종성이 없는 CV 음절을 선호했고, 사용하더라도 공명음을 주로 선택했다는 것이

다. 음운론적으로 보통 종성이 없는 음절과, 있더라도 공명음과 같은 부드러운 자음

이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20  남성들은 그에 잘 부합하는 성향의 발음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폐쇄음 ‘ㄱ, ㄷ, ㅂ’은 모두 1,605개로 8.2%의 낮은 비율을 보 고, 특히 ‘ㄷ’

은 0.6%로 매우 낮았다. 이처럼 폐쇄음이 음절말에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음운론적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수 9271 6045 4281 4226 3579 1847 3807 4063 1006 675

비율(%) 19.7 12.8 9.1 9 7.6 3.9 8.1 8.6 2.1 1.4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합계

수 1102 462 1588 1628 1198 245 1432 739 47194

비율(%) 2.3 1 3.4 3.5 2.5 0.5 3 1.6

<표 10> 20대 여성의 초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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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초성, 중성, 종성의 출현 빈도를 

통해서 20  남성의 발음 특성을 확인해 보았다.

(2) 여성
여기에서는 20  여성의 발음 실태를 분석하는데, 그 발음의 총 음절 수는 57,314

개다.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말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10 와 마찬가지로 20 도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총 음절 수가 적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른 세 와 비교해

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초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위 표를 보면 초성은 총 47,194개가 사용되었는데,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중성이 57,314개이므로 총 음절 비 비율은 82.3%다. 이 결과는 20  여성의 

경우 부분 초성이 있는 단어를 발음했음을 보여준다. 20  남성보다 그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음운론적으로도 초성이 있는 음절을 선호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측면에

서 이 결과는 그러한 일반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초성에서는 ‘ㄱ’의 수와 비율이 9,271개와 19.7%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초성은 ‘ㄴ’이었다. 반면에 ‘ㅃ’은 1% 미만으

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ㅋ, ㅍ, ㅉ’ 등이 2% 미만으로 낮았는데, 이 부분에서 20

 남성과 약간의 차이를 보 다.

초성을 조음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폐쇄음 20,709개, 파찰음 5,808개, 마찰음 

6,827개, 비음 9,624개, 유음 4,226개로 나타났다. ‘폐쇄음>비음>마찰음>파찰음>유



ㅣ ㅔ/ㅐ ㅡ ㅓ ㅏ ㅜ ㅗ ㅟ ㅚ/ㅞ/ㅙ

수 7730 8140 7864 8249 12368 3861 4359 83 200

비율(%) 13.5 14.2 13.7 14.4 21.6 6.7 7.6 0.2 0.4

ㅕ ㅑ ㅠ ㅛ ㅝ ㅘ ㅖ/ㅒ ㅢ 합계

수 2810 481 125 402 146 285 203 8 57314

비율(%) 4.9 0.8 0.2 0.7 0.3 0.5 0.4 0.01

<표 11> 20대 여성의 중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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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는데 20  남성과 같은 결과를 보 다.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순음 6,133개, 치경음 22,091개, 구개음 5,808개, 연구개음 11,574개, 후음 

1,588개로 나타났다. ‘치경음>연구개음>순음>구개음>후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는데, 이 부분도 20  남성과 약간 다른 결과를 보 다. 상관 관계에 있는 평음, 경

음, 격음의 경우는 각각 23,269개, 5,242개, 2,239개로 나타났다. 이 순서도 20  남

성과 같았다.

중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중성에서는 총 57,314개 중 ‘ㅏ’의 수와 비율이 다른 모음에 비해 12,368개와 

21.6%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ㅏ’의 비율이 상 적으로 높은 것은 저모음으로 공명

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명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전달력이 강하

다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ㅓ, ㅔ/ㅐ, ㅡ, ㅣ’ 순이었다. 이 

순서는 20  남성의 경우와 달라서 그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ㅢ’는 거의 쓰이지 않았고, ‘ㅟ, ㅚ/ㅞ/ㅙ, ㅑ, ㅠ, ㅛ, ㅝ, ㅘ, ㅖ/ㅒ’ 등이 

1%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 다. 부분의 이중모음이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일반

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ㅛ’가 포함된 것이 20  남성과 다른 점이었다.

중성을 혀의 전후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전설모음 15,870개, 후설모음 36,701개로 

나타났다. 확실히 후설모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 20

 남성의 경우와 같았다. 혀의 높낮이에 따라 분류하면 고모음 19,455개, 중모음 

20,748개, 저모음 12,368개로 나타났다. ‘중모음>고모음>저모음’ 순으로 높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ㅇ 합계

수 858 5029 148 2626 1858 437 4296 15252

비율(%) 5.6 33 1 17.2 12.2 2.9 28.2

<표 12> 20대 여성의 종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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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 는데 20  남성의 결과와는 달랐다. 원순성에 따라 분류하면 평순모음 

44,351개, 원순모음 8,220개로 나타났는데 예측할 수 있는 로 당연한 결과이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각각 52,571개, 4,743개로 나타나 단모음이 훨씬 많이 사용됨

을 알 수 있다.

종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종성은 총 15,252개 사용되었는데, 중성이 57,314개이므로 총 음절 비 비율은 

26.6%다. 이것은 20  여성이 70% 이상 종성이 없이 발음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종성에서는 ‘ㄴ’의 수와 비율이 5,029개와 3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ㅇ, ㄹ, ㅁ’ 순으로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 다. 이들 공명음을 모두 합치면 

13,809개로 총 비율은 90.5%로 매우 높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특성은 20  여성

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종성이 없는 CV 음절을 선호했고, 사용하더라도 공명음을 주

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음운론적으로 보통 종성이 없는 음절과, 있더라도 공명음과 

같은 부드러운 자음이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20  여성들은 그에 잘 부합하는 성향

의 발음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폐쇄음 ‘ㄱ, ㄷ, ㅂ’은 모두 1,443개로 9.5%의 낮은 비율을 보 고, 특히 ‘ㄷ’

은 1%로 매우 낮았다. 이처럼 폐쇄음이 음절말에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음운론적으

로도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초성, 중성, 종성의 출현 빈도를 

통해서 20  여성의 발음 특성을 확인해 보았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수 14914 8190 6687 7217 5316 2777 5612 6561 1468 1279

비율(%) 20.5 11.3 9.2 9.9 7.3 3.8 7.7 9 2 1.8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합계

수 1393 719 2520 2672 1982 298 1700 1383 72688

비율(%) 1.9 1 3.5 3.7 2.7 0.4 2.3 1.9

<표 13> 30대 남성의 초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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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

(1) 남성
여기에서는 30 의 발음 실태를 분석한다. 먼저 남자의 경우를 살펴보려고 하는

데, 발음의 총 음절 수는 88,179개다.

우선 초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위 표를 보면 초성은 총 72,688개가 사용되었는데,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중성이 88,179개이므로 총 음절 비 비율은 82.4%다. 이 결과는 30  남성의 

경우 부분 초성이 있는 단어를 발음했음을 보여준다. 음운론적으로도 초성이 있는 

음절을 선호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결과는 그러한 일반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언어 보편적인 측면에서 CV 음절이 가장 최적의 음절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일상어의 사용에서 CV 음절이 선호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초성에서는 ‘ㄱ’의 수와 비율이 14,914개와 20.5%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초성은 ‘ㄴ’이었다. 반면에 ‘ㅃ’은 1% 미만으

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ㅋ, ㅌ, ㅍ, ㅉ’ 등이 2% 미만으로 낮았다. 이 부분이 다른 

10 나 20 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초성을 조음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폐쇄음 32,721개, 파찰음 9,412개, 마찰음 

9,832개, 비음 13,506개, 유음 7,217개로 나타났다. ‘폐쇄음>비음>마찰음>파찰음>유

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다.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순음 9,110개, 치경음 

32,781개, 구개음 9,412개, 연구개음 18,865개, 후음 2,520개로 나타났다. ‘치경음>



ㅣ ㅔ/ㅐ ㅡ ㅓ ㅏ ㅜ ㅗ ㅟ ㅚ/ㅞ/ㅙ

수 12821 11151 13943 11532 17365 5623 8016 131 374

비율(%) 14.5 12.7 15.8 13.1 19.7 6.4 9.1 0.2 0.4

ㅕ ㅑ ㅠ ㅛ ㅝ ㅘ ㅖ/ㅒ ㅢ 합계

수 4017 824 253 549 259 588 718 15 88179

비율(%) 4.6 0.9 0.3 0.6 0.3 0.7 0.8 0.02

<표 14> 30대 남성의 중성 수와 비율

음절구조에 따른 한국어의 소리 빈도에 대한 연구   29

연구개음>구개음>순음>후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는데, 이 결과는 10 와는 다

르지만 20 와는 같은 모습을 보 다. 상관 관계에 있는 평음, 경음, 격음의 경우는 

각각 36,551개, 8,035개, 4,859개로 나타났다. 이 순서는 다른 세 와 같았다.

중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중성에서는 총 88,179개 중 ‘ㅏ’의 수와 비율이 다른 모음에 비해 17,365개와 

19.7%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ㅏ’의 비율이 상 적으로 높은 것은 저모음으로 공명

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명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전달력이 강하

다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ㅣ, ㅡ, ㅔ/ㅐ, ㅓ’ 순이었다. ‘ㅣ’는 

가장 안정적인 전설고모음이기 때문에, ‘ㅡ’는 우리 국어의 무표적인 모음이기 때문

에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 다고 하겠다. 그런데 모음체계 상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ㅔ/ㅐ, ㅓ’가 높은 비율을 보 다. 모음체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소리는 삼원

모음인 ‘ㅣ, ㅏ, ㅜ’이다. 이 세 모음은 가장 칭적인 곳에서 발음되기 때문에 혼동

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세계 모든 언어 중에서 최소의 모음을 갖는 

경우에는 이 세 모음 ‘ㅣ, ㅏ, ㅜ’만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ㅔ/ㅐ, ㅓ’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고 한 것이다. 이것도 초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  남

성의 특성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ㅢ’는 거의 쓰이지 않았고, ‘ㅟ, ㅚ/ㅞ/ㅙ, ㅑ, ㅠ, ㅛ, ㅝ, ㅘ, ㅖ/ㅒ’ 등이 

1%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 다. 부분의 이중모음이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일반

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다른 세  남성과는 달리 ‘ㅛ’가 1% 미만의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ㅇ 합계

수 1113 8264 163 4021 3123 615 6224 23523

비율(%) 4.7 35.1 0.7 17.1 13.3 2.6 26.5

<표 15> 30대 남성의 종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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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인 것은 30  남성만의 특징이었다.

중성을 혀의 전후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전설모음 23,972개, 후설모음 56,479개로 

나타났다. 확실히 후설모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혀의 

높낮이에 따라 분류하면 고모음 32,387개, 중모음 30,699개, 저모음 17,365개로 나

타났다. ‘고모음>중모음>저모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는데, 이것은 10 와는 구

별되지만 20 와는 일치하는 특성이다. 원순성에 따라 분류하면 평순모음 66,812개, 

원순모음 13,639개로 나타났는데 예측할 수 있는 로 당연한 결과이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각각 80,451개, 7,728개로 나타나 단모음이 훨씬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종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종성은 총 23,523개 사용되었는데, 중성이 88,179개이므로 총 음절 비 비율은 

26.7%다. 이것은 30  남성이 70% 이상 종성이 없이 발음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종성에서는 ‘ㄴ’의 수와 비율이 8,264개와 35.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ㅇ, ㄹ, ㅁ’ 순으로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 다. 이들 공명음을 모두 합치면 

21,632개로 총 비율은 92%로 매우 높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특성은 30  남성

은 종성이 없는 CV 음절을 선호했고, 사용하더라도 공명음을 주로 선택했다는 것이

다. 음운론적으로 보통 종성이 없는 음절과, 있더라도 공명성 자음이 오는 것이 일반

적인데, 30  남성들은 그에 잘 부합하는 성향의 발음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폐쇄음 ‘ㄱ, ㄷ, ㅂ’은 모두 1,891개로 8%의 낮은 비율을 보 고, 특히 ‘ㄷ’은 

0.7%로 매우 낮았다. 이처럼 폐쇄음이 음절말에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음운론적으

로도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초성, 중성, 종성의 출현 빈도를 

통해서 30  남성의 발음 특성을 확인해 보았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수 10453 6760 4604 5341 3971 1850 3754 4814 1098 938

비율(%) 19.6 12.7 8.6 10 7.5 3.5 7.1 9 2.1 1.8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합계

수 1129 663 1885 1816 1560 207 1532 892 53267

비율(%) 2.1 1.3 3.5 3.4 2.9 0.4 2.9 1.7

<표 16> 30대 여성의 초성 수와 비율

음절구조에 따른 한국어의 소리 빈도에 대한 연구   31

(2) 여성
여기에서는 30  여성의 발음 실태를 분석하는데, 그 발음의 총 음절 수는 65,488

개다.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말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10 , 20 와 마찬가지로 

30 의 경우도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총 음절 수가 적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

른 세 와 비교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초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위 표를 보면 초성은 총 53,267개가 사용되었는데,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중성이 65,488개이므로 총 음절 비 비율은 81.3%다. 이 결과는 30  여성의 

경우 부분 초성이 있는 단어를 발음했음을 보여준다. 음운론적으로도 초성이 있는 

음절을 선호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결과는 그러한 일반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초성에서는 ‘ㄱ’의 수와 비율이 10,453개와 19.6%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초성은 ‘ㄴ, ㄹ’이었다. 다른 세 와 달리 ‘ㄹ’

이 10% 이상을 보인 것이 30  여성의 특징이었다. 반면에 ‘ㅃ’은 1% 미만으로 거

의 사용되지 않았다. ‘ㅋ, ㅍ, ㅉ’ 등이 2% 미만으로 낮았는데, 이 부분에서 남성과 

약간의 차이를 보 다.

초성을 조음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폐쇄음 23,220개, 파찰음 6,804개, 마찰음 

7,171개, 비음 10,731개, 유음 5,341개로 나타났다. ‘폐쇄음>비음>마찰음>파찰음>유

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는데 다른 세  여성과 같은 결과를 보 다.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순음 6,691개, 치경음 24,680개, 구개음 6,804개, 연구개음 13,207개, 



ㅣ ㅔ/ㅐ ㅡ ㅓ ㅏ ㅜ ㅗ ㅟ ㅚ/ㅞ/ㅙ

수 9190 9023 9605 9039 13644 4111 5096 92 232

비율(%) 14 13.8 14.7 13.8 20.8 6.3 7.8 0.1 0.4

ㅕ ㅑ ㅠ ㅛ ㅝ ㅘ ㅖ/ㅒ ㅢ 합계

수 3199 562 201 566 186 337 361 44 65488

비율(%) 4.9 0.9 0.3 0.9 0.3 0.5 0.6 0.1

<표 17> 30대 여성의 중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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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음 1,885개로 나타났다. ‘치경음>연구개음>구개음>순음>후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는데, 이 부분도 다른 세 와 약간 다른 결과를 보 다. 상관 관계에 있는 평음, 

경음, 격음의 경우는 각각 25,475개, 6,007개, 3,828개로 나타났다. 이 순서도 다른 

세 와 같았다.

중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중성에서는 총 65,488개 중 ‘ㅏ’의 수와 비율이 다른 모음에 비해 13,644개와 

20.8%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ㅏ’의 비율이 상 적으로 높은 것은 저모음으로 공명

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명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전달력이 강하

다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ㅡ, ㅣ, ㅔ/ㅐ, ㅓ’ 순이었다. 이 

순서는 다른 세 의 경우와 달라서 그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ㅟ, ㅢ’는 거의 쓰이지 않았고, ‘ㅚ/ㅞ/ㅙ, ㅑ, ㅠ, ㅛ, ㅝ, ㅘ, ㅖ/ㅒ’ 등이 

1%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 는데, 다른 세 와 다른 점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부분의 이중모음이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라고 볼 수 있다.

중성을 혀의 전후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전설모음 18,213개, 후설모음 41,495개로 

나타났다. 확실히 후설모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 다

른 세 의 경우와 같았다. 혀의 높낮이에 따라 분류하면 고모음 22,906개, 중모음 

23,158개, 저모음 13,644개로 나타났다. ‘중모음>고모음>저모음’ 순으로 높은 비율

을 보 는데 30  남성의 결과와는 달랐다. 원순성에 따라 분류하면 평순모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ㅇ 합계

수 809 6003 155 2691 2125 426 4760 16969

비율(%) 4.8 35.4 0.9 15.9 12.5 2.5 28.1

<표 18> 30대 여성의 종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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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1개, 원순모음 9,207개로 나타났는데 예측할 수 있는 로 당연한 결과이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각각 59,708개, 5,780개로 나타나 단모음이 훨씬 많이 사용됨

을 알 수 있다.

종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8>과 같다.

종성은 총 16,969개 사용되었는데, 중성이 65,488개이므로 총 음절 비 비율은 

25.9%다. 이것은 30  여성이 70% 이상 종성이 없이 발음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종성에서는 ‘ㄴ’의 수와 비율이 6,003개와 35.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ㅇ, ㄹ, ㅁ’ 순으로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 다. 이들 공명음을 모두 합치면 

15,579개로 총 비율은 91.8%로 매우 높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특성은 30  여성

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종성이 없는 CV 음절을 선호했고, 사용하더라도 공명음을 주

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음운론적으로 보통 종성이 없는 음절과, 있더라도 공명음과 

같은 부드러운 자음이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30  여성들은 그에 잘 부합하는 성향

의 발음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폐쇄음 ‘ㄱ, ㄷ, ㅂ’은 모두 1,390개로 8.2%의 낮은 비율을 보 고, 특히 ‘ㄷ’

은 0.9%로 매우 낮았다. 이처럼 폐쇄음이 음절말에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음운론적

으로도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초성, 중성, 종성의 출현 빈도를 

통해서 30  여성의 발음 특성을 확인해 보았다.

4) 40

(1) 남성
여기에서는 40 의 발음 실태를 분석한다. 먼저 남자의 경우를 살펴보려고 하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수 12595 7195 6278 6209 5092 2619 5011 5668 1290 898

비율(%) 19.7 11.3 9.8 9.7 8 4.1 7.8 8.9 2 1.4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합계

수 1190 593 2358 2402 1785 286 1572 897 63938

비율(%) 1.9 0.9 3.7 3.8 2.8 0.5 2.5 1.4

<표 19> 40대 남성의 초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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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발음의 총 음절 수는 79,116개다.

우선 초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9>와 같다.

위 표를 보면 초성은 총 63,938개가 사용되었는데, <표 20>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중성이 79,116개이므로 총 음절 비 비율은 80.8%다. 이 결과는 40  남성의 

경우 부분 초성이 있는 단어를 발음했음을 보여준다. 음운론적으로도 초성이 있는 

음절을 선호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결과는 그러한 일반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언어 보편적인 측면에서 CV 음절이 가장 최적의 음절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일상어의 사용에서 CV 음절이 선호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초성에서는 ‘ㄱ’의 수와 비율이 12,595개와 19.7%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초성은 ‘ㄴ’이었다. 반면에 ‘ㅍ, ㅃ’은 1% 미만

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ㅋ, ㅌ, ㅉ’ 등이 2% 미만으로 낮았다. 이 부분이 다른 

세 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초성을 조음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폐쇄음 28,646개, 파찰음 7,855개, 마찰음 

8,941개, 비음 12,287개, 유음 6,209개로 나타났다. ‘폐쇄음>비음>마찰음>파찰음>유

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다.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순음 8,590개, 치경음 

29,240개, 구개음 7,855개, 연구개음 15,895개, 후음 2,358개로 나타났다. ‘치경음>

연구개음>순음>구개음>후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는데, 이 결과는 다른 세 와 

다른 모습을 보 다. 상관 관계에 있는 평음, 경음, 격음의 경우는 각각 32,171개, 

6,942개, 3,971개로 나타났다. 이 순서는 다른 세 와 같았다.

중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20>과 같다.



ㅣ ㅔ/ㅐ ㅡ ㅓ ㅏ ㅜ ㅗ ㅟ ㅚ/ㅞ/ㅙ

수 11867 9852 12132 9527 16916 5622 6549 87 318

비율(%) 15 12.5 15.3 12 21.4 7.1 8.3 0.1 0.4

ㅕ ㅑ ㅠ ㅛ ㅝ ㅘ ㅖ/ㅒ ㅢ 합계

수 3373 559 251 856 270 476 425 36 79116

비율(%) 4.3 0.7 0.3 1.1 0.3 0.6 0.5 0.1

<표 20> 40대 남성의 중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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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에서는 총 79,116개 중 ‘ㅏ’의 수와 비율이 다른 모음에 비해 16,916개와 

21.4%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ㅏ’의 비율이 상 적으로 높은 것은 저모음으로 공명

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명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전달력이 강하

다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ㅡ, ㅣ, ㅔ/ㅐ, ㅓ’ 순이었다. ‘ㅣ’는 

가장 안정적인 전설고모음이기 때문에, ‘ㅡ’는 우리 국어의 무표적인 모음이기 때문

에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 다고 하겠다. 그런데 모음체계 상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ㅔ/ㅐ, ㅓ’가 높은 비율을 보 다. 모음체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소리는 삼원

모음인 ‘ㅣ, ㅏ, ㅜ’이다. 이 세 모음은 가장 칭적인 곳에서 발음되기 때문에 혼동

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세계 모든 언어 중에서 최소의 모음을 갖는 

경우에는 이 세 모음 ‘ㅣ, ㅏ, ㅜ’만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ㅔ/ㅐ, ㅓ’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고 한 것이다. 이것도 초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  남

성의 특성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ㅟ, ㅢ’는 거의 쓰이지 않았고, ‘ㅟ, ㅚ/ㅞ/ㅙ, ㅑ, ㅠ, ㅝ, ㅘ, ㅖ/ㅒ’ 등이 

1%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 는데 이것은 다른 세 와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 부분

의 이중모음이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중성을 혀의 전후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전설모음 21,719개, 후설모음 50,746개로 

나타났다. 확실히 후설모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혀의 

높낮이에 따라 분류하면 고모음 29,621개, 중모음 25,928개, 저모음 16,916개로 나

타났다. ‘고모음>중모음>저모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는데, 이것은 10 와는 구

별되지만 20 , 30 와는 일치하는 특성이다. 원순성에 따라 분류하면 평순모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ㅇ 합계

수 1136 7950 165 4136 2527 459 5481 21854

비율(%) 5.2 36.4 0.8 18.9 11.6 2.1 25.1

<표 21> 40대 남성의 종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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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4개, 원순모음 12,171개로 나타났는데 예측할 수 있는 로 당연한 결과이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각각 72,465개, 6,660개로 나타나 단모음이 훨씬 많이 사용됨

을 알 수 있다.

종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종성은 총 21,854개 사용되었는데, 중성이 79,116개이므로 총 음절 비 비율은 

27.6%다. 이것은 30  남성이 70% 이상 종성이 없이 발음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종성에서는 ‘ㄴ’의 수와 비율이 7,950개와 36.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ㅇ, ㄹ, ㅁ’ 순으로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 다. 이들 공명음을 모두 합치면 

20,094개로 총 비율은 92%로 매우 높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특성은 40  남성

은 종성이 없는 CV 음절을 선호했고, 사용하더라도 공명음을 주로 선택했다는 것이

다. 음운론적으로 보통 종성이 없는 음절과, 있더라도 공명음과 같은 부드러운 자음

이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40  남성들은 그에 잘 부합하는 성향의 발음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폐쇄음 ‘ㄱ, ㄷ, ㅂ’은 모두 1,760개로 8%의 낮은 비율을 보 고, 특히 ‘ㄷ’은 

0.8%로 매우 낮았다. 이처럼 폐쇄음이 음절말에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음운론적으

로도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초성, 중성, 종성의 출현 빈도를 

통해서 40  남성의 발음 특성을 확인해 보았다.

(2) 여성
여기에서는 40  여성의 발음 실태를 분석하는데, 그 발음의 총 음절 수는 73,643

개다.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말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다른 세 와 마찬가지로 

40 의 경우도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총 음절 수가 적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 

세 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수 11378 7290 5313 6075 5105 2078 4407 5021 1132 1075

비율(%) 19.2 12.3 9 10.3 8.6 3.5 7.5 8.5 1.9 1.8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합계

수 983 539 1755 2279 1893 288 1481 1063 59155

비율(%) 1.7 0.9 3 3.9 3.2 0.5 2.5 1.8

<표 22> 40대 여성의 초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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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초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위 표를 보면 초성은 총 59,155개가 사용되었는데, <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중성이 73,643개이므로 총 음절 비 비율은 80.3%다. 이 결과는 40  여성의 

경우 부분 초성이 있는 단어를 발음했음을 보여준다. 음운론적으로도 초성이 있는 

음절을 선호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결과는 그러한 일반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초성에서는 ‘ㄱ’의 수와 비율이 11,378개와 19.2%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초성은 ‘ㄴ, ㄹ’이었다. 다른 세 와 달리 ‘ㄹ’

이 10% 이상을 보인 것이 30 , 40  여성의 특징이었다. 반면에 ‘ㅍ, ㅃ’은 1% 미

만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ㅊ, ㅋ, ㅍ, ㅉ’ 등이 2% 미만으로 낮았는데, 이 부분

에서 다른 세 와 약간의 차이를 보 다.

초성을 조음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폐쇄음 25,826개, 파찰음 7,216개, 마찰음 

7,643개, 비음 12,395개, 유음 6,075개로 나타났다. ‘폐쇄음>비음>마찰음>파찰음>유

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는데 다른 세 와 같은 결과를 보 다.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순음 8,010개, 치경음 27,442개, 구개음 7,216개, 연구개음 14,732개, 후음 

1,755개로 나타났다. ‘치경음>연구개음>순음>구개음>후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는데, 이 부분도 다른 세 와 약간 다른 결과를 보 다. 상관 관계에 있는 평음, 경

음, 격음의 경우는 각각 28,197개, 7,004개, 3,729개로 나타났다. 이 순서도 다른 세

와 같았다.

중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ㅣ ㅔ/ㅐ ㅡ ㅓ ㅏ ㅜ ㅗ ㅟ ㅚ/ㅞ/ㅙ

수 10199 9606 11649 9446 15481 5567 4951 80 271

비율(%) 13.9 13 15.8 12.8 21 7.6 6.7 0.1 0.4

ㅕ ㅑ ㅠ ㅛ ㅝ ㅘ ㅖ/ㅒ ㅢ 합계

수 3924 698 149 538 184 291 585 24 73643

비율(%) 5.3 1 0.2 0.7 0.3 0.4 0.8 0.03

<표 23> 40대 여성의 중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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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에서는 총 73,643개 중 ‘ㅏ’의 수와 비율이 다른 모음에 비해 15,481개와 

21%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ㅏ’의 비율이 상 적으로 높은 것은 저모음으로 공명도

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명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전달력이 강하다

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ㅡ, ㅣ, ㅔ/ㅐ, ㅓ’ 순이었다. 이 

순서는 30 와는 같지만 다른 세 의 경우와 달라서 그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ㅢ’는 거의 쓰이지 않았고, ‘ㅟ, ㅚ/ㅞ/ㅙ, ㅠ, ㅛ, ㅝ, ㅘ, ㅖ/ㅒ’ 등이 1%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 는데, 다른 세 와 다른 점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다만 부분의 이중모음이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고 볼 수 있다.

중성을 혀의 전후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전설모음 19,805개, 후설모음 47,094개로 

나타났다. 확실히 후설모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 다

른 세 의 경우와 같았다. 혀의 높낮이에 따라 분류하면 고모음 27,415개, 중모음 

24,003개, 저모음 15,481개로 나타났다. ‘고모음>중모음>저모음’ 순으로 높은 비율

을 보 는데 다른 세  여성의 결과와는 달랐다. 원순성에 따라 분류하면 평순모음 

56,381개, 원순모음 10,518개로 나타났는데 예측할 수 있는 로 당연한 결과이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각각 66,899개, 6,744개로 나타나 단모음이 훨씬 많이 사용됨

을 알 수 있다.

종성에 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24>와 같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ㅇ 합계

수 932 6510 196 3426 2334 492 4957 18847

비율(%) 5 34.5 1 18.2 12.4 2.6 26.3

<표 24> 40대 여성의 종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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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은 총 18,847개 사용되었는데, 중성이 73,643개이므로 총 음절 비 비율은 

25.6%다. 이것은 40  여성이 70% 이상 종성이 없이 발음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종성에서는 ‘ㄴ’의 수와 비율이 6,510개와 34.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ㅇ, ㄹ, ㅁ’ 순으로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 다. 이들 공명음을 모두 합치면 

17,227개로 총 비율은 91.4%로 매우 높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특성은 40  여성

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종성이 없는 CV 음절을 선호했고, 사용하더라도 공명음을 주

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음운론적으로 보통 종성이 없는 음절과, 있더라도 공명음과 

같은 부드러운 자음이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40  여성들은 그에 잘 부합하는 성향

의 발음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폐쇄음 ‘ㄱ, ㄷ, ㅂ’은 모두 1,620개로 8.6%의 낮은 비율을 보 고, 특히 ‘ㄷ’

은 1%로 매우 낮았다. 이처럼 폐쇄음이 음절말에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음운론적으

로도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초성, 중성, 종성의 출현 빈도를 

통해서 40  여성의 발음 특성을 확인해 보았다.

5) 종합 분석

지금까지 세 별로 남녀를 구분하여 초성, 중성, 종성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그 결과를 비교, 조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부터 살펴본 통계자료의 빈도는 한국인의 세 별 언어생활의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이러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 별로 없

어서 추가적인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기 어렵지만, 한국어 사전에 등재된 형태소들의 

음운 구조와 비교하여 논의를 진행한다면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사전에 관한 분석은 방 한 작업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기는 어렵고, 또 다른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고자 한다.



세 10 20 30 40

남 녀 79.4 81.9 81.1 82.3 82.4 81.3 80.8 80.3

비율(%) 80.6 81.6 82 80.6

<표 25> 음절 대비 초성 사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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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성
먼저 초성에 해 분석을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세 별 음절 비 

초성 사용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 25>와 같다. 이 결과는 한국인들은 부분 초

성이 있는 음절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초성이 있는 CV 음절을 선호한다는 

보편성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위 표를 보면 30  남성이 82.49%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10  남성이 

79.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세 별로 점점 증가하다가 40 에 조금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것은 남성도 마찬가지 다. 다만 여성의 경우는 30  이후

에 조금 낮아지고 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8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초성을 사용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세 별 초성 선택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미 앞에서 확인했지만 모든 세 와 

성별을 막론하고 ‘ㄱ’을 제일 높은 비율로 선택했다. 폐쇄음은 ‘ㄱ’이 음절 초성에 

오는 것은 보편적이고 당연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폐쇄음이 없는 언어는 없고, 가장 

강한 소리인 폐쇄음이 음절 초에 오는 것은 발음 상 편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왜 폐쇄

음 중 ‘ㄱ’이 선호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폐쇄음이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소리는 비음은 

‘ㄴ’이기 때문이다. 이 선택도 세 와 성별에 상관없이 일정했다. 어쨌든 폐쇄음 중 

연구개음인 ‘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 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초성에서 경음과 격음의 선택 비율이 부분 4% 미만으로 낮았다는 것은 세 와 

성별에 상관없이 일치하는 특성이었다. 특히 ‘ㅃ’의 선택은 전체적으로 보면 0.5%로 

제일 낮았다. 그러므로 부분의 한국인들은 경음과 격음을 초성에 잘 사용하지 않

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초성을 조음방법에 따라 분류했을 때 일반적으로 ‘폐쇄음>비음>마찰음>파찰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수 47308 28432 22374 22392 18791 9887 18521 21936 5047 3726

비율(%) 19.6 11.8 9.3 9.3 7.8 4.1 7.7 9.1 2.1 1.5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합계

수 4765 2460 8510 9056 6719 1063 6244 4096 241327

비율(%) 2 1 3.5 3.8 2.8 0.4 2.6 1.7

<표 26> 남성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수 38831 25734 18240 19671 16015 7362 15221 17759 3996 3386

비율(%) 19.2 12.7 9 9.7 7.9 3.6 7.5 8.8 2 1.7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합계

수 4127 2098 6861 7313 5745 962 5541 3302 202164

비율(%) 2 1 3.4 3.6 2.8 0.5 2.7 1.6

<표 27> 여성의 초성 수와 비율

음절구조에 따른 한국어의 소리 빈도에 대한 연구   41

음>유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 다. 세 와 성별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했다. 조음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세 와 성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체적으로 ‘치경음>

연구개음>순음>구개음>후음’의 순서를 보 는데, 20  남성과 30  남성, 여성의 경

우만 ‘치경음>연구개음>구개음>순음>후음’의 순서를 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

음위치에 따른 초성의 사용에서 세 별, 성별 차이의 근거를 찾았다고 하겠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치경음>연구개음>순음>구개음>후음’의 순서가 발견되었다.

초성의 사용을 남성과 여성의 경우로 정리하면 다음 <표 26>, <표 27>과 같다. 

약간의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성별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했다.

또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세 별로 초성의 사용과 그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 

28>, <표 29>, <표 30>, <표 31>과 같다. 성별로 차이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 별로도 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수 15681 11458 7947 7699 7068 3392 6498 7511 1737 1316

비율(%) 18.3 13.3 9.3 9 8.2 4 7.6 8.7 2 1.5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합계

수 1864 964 3056 3194 2265 488 2403 1399 85940

비율(%) 2.2 1.1 3.6 3.7 2.6 0.6 2.8 1.6

<표 28> 10대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수 21118 13273 9785 9522 8254 4533 8460 10120 2318 1606

비율(%) 19.5 12.2 9 8.8 7.6 4.2 7.8 9.3 2.1 1.5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합계

수 2333 1080 3797 4006 2979 458 3097 1764 108503

비율(%) 2.2 1 3.5 3.7 2.8 0.4 2.9 1.6

<표 29> 20대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수 25367 14950 11291 12558 9287 4627 9366 11375 2566 2217

비율(%) 20.1 11.9 9 10 7.4 3.7 7.4 9 2 1.8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합계

수 2522 1382 4405 4488 3542 505 3232 2275 125955

비율(%) 2 1.1 3.5 3.6 2.8 0.4 2.6 1.8

<표 30> 30대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수 23973 14485 11591 12284 10197 4697 9418 10689 2422 1973

비율(%) 19.5 11.8 9.4 10 8.3 3.8 7.7 8.7 2 1.6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합계

수 2173 1132 4113 4681 3678 574 3053 1960 123093

비율(%) 1.8 0.9 3.3 3.8 3 0.5 2.5 1.6

<표 31> 40대의 초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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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수 86139 54166 40614 42063 34806 17249 33742 39695 9043 7112

비율(%) 19.4 12.2 9.2 9.5 7.9 3.9 7.6 9 2 1.6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합계

수 8892 4558 15371 16429 12464 2025 11785 7398 443491

비율(%) 2 1 3.5 3.7 2.8 0.5 2.7 1.7

<표 32> 한국인의 초성 수와 비율

세 10 20 30 40

남 녀 54,688 51,939 75,606 57,314 88,179 65,488 79,116 73,643

총 음절 106,627 132,920 153,667 152,759

<표 33> 세대별 총 음절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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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한 초성의 사용을 전체적으로 모두 정리하면 다음 <표 32>와 같다. 

이 결과는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종합한 것인데 한국인의 초성 사용 모습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2) 중성
이번에는 중성에 해 분석을 하겠다. 중성은 음절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단어를 발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결과는 다음 <표 

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세 별 총 음절 수를 나타낸 것이다.

위 표를 세부적으로 보면 총 음절 수는 세 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다가 40 에 와

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녀가 각각 다른 측면을 보이

고 있다. 남성의 경우는 10 에서 30 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가, 40 에 감소를 

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10 부터 40 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화에서 발화 수가 10 에서 30 까지는 꾸준

한 증가를 보이다가 40  이후에는 감소한다고 경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

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다만 여성의 경우는 40  이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



세 10 20 30 40

남 녀
ㅣㅡ

ㅔ/ㅐㅓ

ㅔ/ㅐㅓ

ㅡㅣ

ㅣㅡ

ㅔ/ㅐㅓ

ㅓㅔ/ㅐ
ㅡㅣ

ㅣㅡ

ㅔ/ㅐㅓ

ㅡㅣ

ㅔ/ㅐㅓ

ㅡㅣ

ㅔ/ㅐㅓ

ㅡㅣ

ㅔ/ㅐㅓ

10% 이상의 
중성 순서

ㅔ/ㅐㅣㅓㅡ ㅣㅡㅔ/ㅐㅓ ㅡㅣㅓㅔ/ㅐ ㅡㅣㅓㅔ/ㅐ

<표 34> 중성 선택 순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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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서 발화의 수가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앞의 표에서 발견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여성보다 남성

이 훨씬 발화 수가 많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말이 많다고 

예상해 왔는데, 이번 조사의 결과는 그 반 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좀 더 다각적

으로 분석해 봐야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실제 구어를 분석한 자료에서 

얻은 결과이므로 이번 자료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들은 세 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중성에

서는 ‘ㅏ’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다른 모음에 비해 115,080개와 

21.1%로 가장 높았던 것이다. 이처럼 ‘ㅏ’의 비율이 상 적으로 높은 것은 저모음으

로 공명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명도가 높다는 것은 전달

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원할함을 위해서 ‘ㅏ’를 선택

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의 순서에서 세 별 성별 선택이 

조금씩 달랐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 <표 34>와 같다.

위 표를 보면 중성 선택 순서의 비교에서 남성과 여성에서 차이가 보인다. 남성은 

10 에서 30 까지 일정하게 ‘ㅣ>ㅡ>ㅔ/ㅐ>ㅓ’의 순서를 보이다가 40 에 들어서서 

여성과 같은 ‘ㅡ>ㅣ>ㅔ/ㅐ>ㅓ’의 순서를 보 다. 다른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여기에

서도 남성의 경우는 40 가 언어의 사용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는 결정적 시기라고 

판단할 근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여성은 10 와 20 는 제각각의 모습

을 보이다가 30 와 40 에 와서 일정한 ‘ㅡ>ㅣ>ㅔ/ㅐ>ㅓ’의 순서를 보 다.

세 별로 보면 10 , 20 , 그리고 30, 40 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0 는 

‘ㅔ/ㅐ>ㅣ>ㅓ>ㅡ’, 20 는 ‘ㅣ>ㅡ>ㅔ/ㅐ>ㅓ’, 30, 40 는 ‘ㅡ>ㅣ>ㅓ>ㅔ/ㅐ’의 순서



ㅣ ㅔ/ㅐ ㅡ ㅓ ㅏ ㅜ ㅗ ㅟ ㅚ/ㅞ/ㅙ

수 43338 38344 44252 37928 62616 19084 25533 366 1223

비율(%) 14.6 12.9 14.9 12.8 21 6.4 8.6 0.1 0.4

ㅕ ㅑ ㅠ ㅛ ㅝ ㅘ ㅖ/ㅒ ㅢ 합계

수 13662 2441 899 3241 863 1788 1922 89 297589

비율(%) 4.6 0.8 0.3 1.1 0.3 0.6 0.7 0.03

<표 35> 남성의 중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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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적인 자료를 토 로 하면 ‘ㅡ>ㅣ>ㅔ/ㅐ>ㅓ’의 순서를 

보이기 때문에 모음의 순서는 한국인을 성별과 세 별로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근거

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인은 세 별 성별에 상관없이 ‘ㅢ’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ㅕ’를 제

외한 부분의 이중모음을 1% 이하의 낮은 비율로 사용하 다. 이중모음이 낮은 비

율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혀의 높낮이 따라 분류한 경우 그 순서에 두 가지 경향이 보인다. ‘중모음>고

모음>저모음’의 순서를 보이는 경우와 ‘고모음>중모음>저모음’의 순서를 보이는 경

우가 그것이다. ‘중모음>고모음>저모음’의 순서는 10  남성, 10  여성, 20  여성, 

30  여성의 경우이다. ‘고모음>중모음>저모음’의 순서는 20  남성, 30  남성, 40

 남성, 40  여성의 경우이다. 일관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체적으로 10 를 제외

한 남성은 ‘고모음>중모음>저모음’의 순서를, 40 를 제외한 여성은 ‘중모음>고모

음>저모음’의 순서를 보인다고 하겠다. 이것도 성별 분류 기준으로 포함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고모음>중모음>저모음’의 순서가 발견되었다.

중성의 사용을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35>, <표 36>과 같다. 

약간의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10% 이상의 선택에서 남성은 ‘ㅏ>ㅡ>ㅣ>ㅔ/ㅐ>ㅓ’의 

순서를, 여성은 ‘ㅏ>ㅡ>ㅔ/ㅐ>ㅣ>ㅓ’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ㅣ ㅔ/ㅐ ㅡ ㅓ ㅏ ㅜ ㅗ ㅟ ㅚ/ㅞ/ㅙ

수 34255 34482 36317 34203 52464 16925 18066 290 819

비율(%) 13.8 13.9 14.6 13.8 21.1 6.8 7.3 0.1 0.3

ㅕ ㅑ ㅠ ㅛ ㅝ ㅘ ㅖ/ㅒ ㅢ 합계

수 12432 2292 594 1961 637 1222 1344 81 248384

비율(%) 5 0.9 0.2 0.8 0.3 0.5 0.5 0.03

<표 36> 여성의 중성 수와 비율

ㅣ ㅔ/ㅐ ㅡ ㅓ ㅏ ㅜ ㅗ ㅟ ㅚ/ㅞ/ㅙ

수 14718 15047 14636 14674 23148 6339 8277 99 348

비율(%) 13.8 14.1 13.7 13.8 21.7 6 7.8 0.1 0.3

ㅕ ㅑ ㅠ ㅛ ㅝ ㅘ ㅖ/ㅒ ㅢ 합계

수 5246 1091 272 1444 277 613 377 21 106627

비율(%) 4.9 1 0.3 1.4 0.3 0.6 0.4 0.02

<표 37> 10대의 중성 수와 비율

ㅣ ㅔ/ㅐ ㅡ ㅓ ㅏ ㅜ ㅗ ㅟ ㅚ/ㅞ/ㅙ

수 18798 18147 18604 17913 28526 8747 10710 167 499

비율(%) 14.1 13.7 14 13.5 21.5 6.6 8.1 0.1 0.4

ㅕ ㅑ ㅠ ㅛ ㅝ ㅘ ㅖ/ㅒ ㅢ 합계

수 6335 999 367 1249 324 705 800 30 132920

비율(%) 4.8 0.8 0.3 0.9 0.2 0.5 0.6 0.02

<표 38> 20대의 중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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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세 별로 중성의 사용과 그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 

37>, <표 38>, <표 39>, <표 40>과 같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0 , 20 , 

30, 40 의 세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 다.



ㅣ ㅔ/ㅐ ㅡ ㅓ ㅏ ㅜ ㅗ ㅟ ㅚ/ㅞ/ㅙ

수 22011 20174 23548 20571 31009 9734 13112 223 606

비율(%) 14.3 13.1 15.3 13.4 20.2 6.3 8.5 0.2 0.4

ㅕ ㅑ ㅠ ㅛ ㅝ ㅘ ㅖ/ㅒ ㅢ 합계

수 7216 1386 454 1115 445 925 1079 59 153667

비율(%) 4.7 0.9 0.3 0.7 0.3 0.6 0.7 0.04

<표 39> 30대의 중성 수와 비율

ㅣ ㅔ/ㅐ ㅡ ㅓ ㅏ ㅜ ㅗ ㅟ ㅚ/ㅞ/ㅙ

수 22066 19458 23781 18973 32397 11189 11500 167 589

비율(%) 14.5 12.7 15.6 12.4 21.2 7.3 7.5 0.1 0.4

ㅕ ㅑ ㅠ ㅛ ㅝ ㅘ ㅖ/ㅒ ㅢ 합계

수 7297 1257 400 1394 454 767 1010 60 152759

비율(%) 4.8 0.8 0.3 0.9 0.3 0.5 0.7 0.04

<표 40> 40대의 중성 수와 비율

ㅣ ㅔ/ㅐ ㅡ ㅓ ㅏ ㅜ ㅗ ㅟ ㅚ/ㅞ/ㅙ

수 77593 72826 80569 72131 115080 36009 43599 656 2042

비율(%) 14.2 13.3 14.8 13.2 21.1 6.6 8 0.1 0.4

ㅕ ㅑ ㅠ ㅛ ㅝ ㅘ ㅖ/ㅒ ㅢ 합계

수 26094 4733 1493 5202 1500 3010 3266 170 545973

비율(%) 4.8 0.9 0.3 1 0.3 0.6 0.6 0.03

<표 41> 한국인의 중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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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한 중성의 사용을 전체적으로 모두 정리하면 다음 <표 41>과 같다. 

이 결과는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종합한 것인데 한국인의 중성 사용 모습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세 10 20 30 40

남 녀 27 24.1 25.8 26.6 26.7 25.9 27.6 25.6

비율(%) 26.7 26.2 26.4 26.6

<표 42> 음절 대비 종성 사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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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성
이번에는 종성에 해 분석을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세 별 음절 

비 종성 사용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 42>와 같다. 이 결과는 한국인들은 부

분 종성이 없는 음절을 선호했음을 보여준다. 

<표 42>를 보면 음절 비 종성 사용 비율이 26% 내외이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

면 26.5%의 비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세 나 성별에 상관없이 한국인들은 음절을 

발화할 때 70% 이상 종성이 없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CV 음절을 선호한

다는 보편성과도 일치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들은 세 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종성에

서는 ‘ㄴ’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다른 자음에 비해 49,715개와 

34.4%로 가장 높았던 것이다. 여기에 다른 공명음인 ‘ㄹ, ㅁ, ㅇ’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91.5%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특성은 부분의 한국들은 세 , 

성별에 상관없이 종성이 없는 CV 음절을 선호했고, 종성을 사용하더라도 음악적 특

성을 가진 공명음을 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음운론적으로 보통 종성이 없는 음절

과, 있더라도 공명음과 같은 부드러운 자음이 오는 것이 보편적인데, 부분의 한국

인들은 그에 잘 부합하는 성향의 소리를 선택한 것이다.

한편 초성, 중성에 비해 종성은 세 별, 성별 특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본다. 함께 분류할 수 있는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성의 사용을 남성과 여성의 경우로 정리하면 다음 <표 43>, <표 44>와 같다. 

약간의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성별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ㅇ 합계

수 4032 27563 516 14226 9852 2013 21438 79640

비율(%) 5.1 34.6 0.7 17.9 12.4 2.5 26.9

<표 43> 남성의 종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ㅇ 합계

수 3372 22152 578 11170 7959 1703 17827 64761

비율(%) 5.2 34.2 0.9 17.3 12.3 2.6 27.5

<표 44> 여성의 종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ㅇ 합계

수 1578 9625 150 5078 3515 777 7720 28443

비율(%) 5.6 33.8 0.5 17.9 12.4 2.7 27.1

<표 45> 10대의 종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ㅇ 합계

수 1836 11363 265 6044 4187 947 10123 34765

비율(%) 5.3 32.7 0.8 17.4 12 2.7 29.1

<표 46> 20대의 종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ㅇ 합계

수 1922 14267 318 6712 5248 1041 10984 40492

비율(%) 4.8 35.2 0.8 16.6 13 2.6 27.1

<표 47> 30대의 종성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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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세 별로 종성의 사용과 그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 

45>, <표 46>, <표 47>, <표 48>과 같다. 성별로 차이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 별로도 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ㅇ 합계

수 2068 14460 361 7562 4861 951 10438 40701

비율(%) 5.1 35.5 0.9 18.6 11.9 2.3 25.7

<표 48> 40대의 종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ㅇ 합계

수 7404 49715 1094 25396 17811 3716 39265 144401

비율(%) 5.1 34.4 0.8 17.6 12.3 2.6 27.2

<표 49> 한국인의 종성 수와 비율

50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8집

지금까지 논의한 종성의 사용을 전체적으로 모두 정리하면 다음 <표 49>와 같다. 

이 결과는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종합한 것인데 한국인의 종성 사용 모습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코퍼스>를 상으로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한국

의 세 별, 성별 소리 빈도를 분석하 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하여 어떠한 소

리들이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조사하고, 세 별, 성별 내용을 종합적

으로 비교, 조해 보았다. 그 결과를 음절로 나타낸다면 ‘간’이라고 할 수 있다. 초

성에서는 ‘ㄱ’을, 중성에서는 ‘ㅏ’를, 종성에서는 ‘ㄴ’을 가장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

다. 이 음절이야말로 가장 한국인이 많이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런데 이러한 결과에 해 음절구조 요소 각각이 제일 빈도가 높다고 하여 그 합의 

빈도가 높다는 것은 합성의 오류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형태소의 출현 

빈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절구조라는 측면과는 근거가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문제는 종합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형태소의 음운 구조를 보이는 

사전의 분석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어 사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본 연구의 이과 같은 결론은 신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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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어서 오류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초성에서는 세 별, 성별 특징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조음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변별 특징을 찾아냈다. 체적으로는 ‘치경음>연구개음>순음>구개음>후음’의 순서

를 보 는데, 20  남성과 30  남성, 여성의 경우만 ‘치경음>연구개음>구개음>순

음>후음’의 순서를 보 다는 것을 확인하 다.

중성에서는 초성보다 변별적 특징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우선 총 음절 수를 기준

으로 볼 때, 남성의 경우는 10 에서 30 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가, 40 에 감

소를 하 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10 부터 40 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 다. 또한 

중요한 점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발화 수가 많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말이 많다고 예상해 왔는데, 이번 조사의 결과는 

그 반 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10% 이상의 출현 빈도를 보인 모음의 순서

에서 세 별, 성별 구분 기준을 확인하 다. 남성은 10 에서 30 까지 일정하게 

‘ㅣ>ㅡ>ㅔ/ㅐ>ㅓ’의 순서를 보이다가 40 에 들어서서 여성과 같은 ‘ㅡ>ㅣ>ㅔ/ㅐ>

ㅓ’의 순서를 보 다. 반면에 여성은 10 와 20 는 제각각의 모습을 보이다가 30

와 40 에 와서 일정한 ‘ㅡ>ㅣ>ㅔ/ㅐ>ㅓ’의 순서를 보 다. 그밖에 혀의 높낮이에 

따라 모음을 분류하면 체적으로 10 를 제외한 남성은 ‘고모음>중모음>저모음’의 

순서를, 40 를 제외한 여성은 ‘중모음>고모음>저모음’의 순서를 보 다.

한편 초성과 중성의 분석을 종합하면 남성의 경우는 40 가 언어의 사용에서 새

로운 변화를 보이는 결정적 시기라고 판단할 근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인 변인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또 다른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종성에서는 세 별, 성별 특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모두 종성에서는 ‘ㄴ’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른 공명음인 ‘ㄹ, ㅁ, ㅇ’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91.5%에 해당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음절구조에 해 세부적인 모습에 따른 빈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즉 한국어의 음절구조가 CVC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인 V, 

CV, VC, CVC에 따라 각각의 빈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그러한 유형별 통계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그 빈도를 보여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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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그 통계는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코퍼스>에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자료를 추출해서 재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CVC라는 한국어 

음절구조의 종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유형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분석이 한국인의 모든 발음 습관을 완벽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하

지는 않는다. 특히 언어 습관을 충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화자들이 드러내고자 

했던 내용의 측면과 그것을 담은 형식의 측면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

은 한 연구자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문제는 아니며, 음운의 측면뿐만 아니라 어휘, 

형태, 통사, 의미 연구 등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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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in phonemic frequencies on the basis of

Korean syllable structure 
by the variation across Generation and Gender

Cho, Sung-Moon*

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in phonemic 

frequencies on the basis of syllable structure by the variation across generation and 

gender.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each generation and gender 

have its peculiar features and tendencies when making pronunciation. As a 

methodology, I have divided the syllables of sound into onset, nuclear, and coda, then 

investigated the phonemic frequencies of each element. Because sounds are 

hierarchically arranged in languages, patterns can reveal the priority order within this 

hierarchy. So, with respect to the phonological patterns of Korean, I have analyzed 

all of the Korean corpus of spontaneous speech. At last I find the priority order of 

sound hierarchy. Most common are syllables with no onset and no coda pairs. With 

respect to acoustic features, the most frequent syllable utilize the sonorant feature. 

This pattern remains consistent over time. If analysis results are represented by one 

syllable, it can be said to ‘간’. I can conclude that this syllable is the most used by 

Korean. And in chronological order, order of ‘alveolar>velar>labial>palatal>guttural’ 

was shown in classification according to articulation position. Based on the total 

number of syllables in the vowel, the male group showed a steady increase from the 

10th to the 30th group and degreased to the 40th group. On the other h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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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women increased steadily from 10th to 40th. The important point is that 

males are much more ignorant than females. In general, woman usually expect more 

words than men, but results of the research show the opposite. In addition, if the 

vowel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height of the tongue, men except for the 

teenager showed the order of ‘high>middle>low’. But women except for 40th showed 

the order of ‘middle>high>low’. The combination of onset and vowel analysis 

provides a basis for men to consider that 40th are the decisive generation for new 

change in the use of language. In coda,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tion and sex were 

not found, and all of them confirmed that ‘ㄴ’ was the most selected.

Keywords: generation, gender,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syllable structure, 
the Korean corpus of spontaneous speech, priority or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