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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의 발음형을 대상으로 말소리 

관련 빈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사전 표제어의 발음형이 보여주는 말소리 관련 빈도 정보, 즉 

음소 및 음절 관련 빈도 정보는 한국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서, 한국어 화자들의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방법: 표제어 선정에 사용 빈도의 개념이 

반영된 ｢연세한국어사전｣의 전체 표제어 49,553개 중 잘못된 형, 방언형, 자모, 접사(접두사와 

접미사) 등과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에서 찾을 수 없는 어휘 항목을 제외한 47,401개 

표제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표제어들을 대상으로 필자가 정한 원칙에 따라 사전

의 발음형을 일일이 확인하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자료에서 음소 

및 음절 빈도를 얻기 위해 SynKDP 1.5.2(일명 깜짝새)가 사용되었다. 결과:  분석 대상이 된 

47,401개 표제어에서 관찰된 음절은 총 122,761개였고, 음소는 총 290,131개였다. 음소 중에서 

모음은 122,761(42.3%)개, 자음은 167370(57.7%)개로, 자음의 수가 약간 많았다. 자음 중에는 

초성이 110,122(65,8%)개, 종성이 57,248(34.2%)개로 초성의 빈도가 높았다. 한국어에 존재

하는 36개의 음소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음소는 /ɑ/였고,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음소는 /ɰi/였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자음은 /k/였고, 이어서 /n/, /ŋ/, /l/, /ʨ/의 순서를 

보였다.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모음은 /ɑ/였고, 이어서 /i, ʌ, o, u, ɛ, ɯ, jʌ, wɛ, wɑ, 
jo, ju, jɑ, wi, wʌ, jɛ, ɰi/의 순서를 보였다. 사전의 발음형 전체에서 관찰된 음절의 유형 

수는 총 1,283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출현 빈도가 높았던 음절은 5,413회를 보인 /hɑ/였다. 

이어서 /li, ʨi, i, ki, sɑ, ʨʌk/ 등이 그 뒤를 따랐다. /hɑ/가 고빈도를 보인 이유는 동사 파생 

접사 {-하}의 생산성과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1,283개의 유형 중에서 고빈도 82개 유형, 즉 

6.4%에 불과한 음절의 유형이 전체 자료의 50.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한국어 사전 표제어의 음소 및 음절 관련 빈도 정보는 한국어와 관련된 기초 자료로서 

음성학, 음운론은 물론, 언어 병리학, 한국어 교육, 음성 공학 분야에서도 꼭 필요한 기초 자료

로 활용될 것이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0;15;94-106.

핵심어:  사전 표제어, 음소 빈도, 자음 빈도, 모음 빈도, 음절 빈도

Ⅰ. 서 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의 

발음형을 대상으로 말소리 관련 빈도를 알아보는 것

이다. 사전 표제어의 발음형이 보여주는 말소리 관련 

빈도 정보, 즉 음소 및 음절 관련 빈도 정보는 한국어

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서, 한국어 화자들의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 지식을 정리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어 단어에 대한 말소리 관련 지식은 한국어 

화자들이 음향 신호로부터 발화 단위를 분절하는 데 

사용되는 매우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이와 관련된 지

식을 체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기초 연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 한국어 사전 표제어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어의 말소리 관련 빈도를 전면적이고 

다각적으로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전의 

어휘 항목을 대상으로 음소 빈도를 연구한 선행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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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김경일(1985), 이상억(1990), 한국방송공사(1993), 

한성우(2006)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한국방

송공사(1993)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은 모두 사전 

표제어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체 표

제어를 대상으로 한 한국방송공사(1993)은 연구서가 

아니기 때문에 음소 빈도에 대한 평면적이고 초보적

인 나열에 머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경일(1985)는 1979년 한글학회에서 간행한 ｢새

한글 사전｣에 수록된 어휘 중에서 명사(대명사 수사 

포함), 단음절 동사, 형용사, 접두사 등 37,000여 개의 

고유어 어휘를 형태소 분석하여 동음이의인 형태소

를 하나로 처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1음절 형태소 

599개와 2음절 형태소 2,230개의 발음형, 총 5,059음

절을 대상으로 말소리의 출현 빈도를 계산하였다.

이상억(1990) 역시 사전의 표제어를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을 대상으

로 하였고, 어휘의 선정 방법은 어휘의 원어정보, 품

사 등을 고려한 김경일(1985)와는 달리 사전의 각 면

의 왼쪽 맨 아래에 위치한 표제어를 무작위로 추출하

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정된 

4,370개의 단어, 총 14,053음절을 발음 나는 대로 전

사한 후에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한성우(2006)은 ｢표준국어대사전｣의 고유 

단일어 6,364개 단어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이 논문은 품사별 음소 빈도를 살펴본 데에 있어

서 기존의 연구와 약간의 차별성을 인정할 수 있으

나, 분석 대상을 고유어 단일어로만 한정한 것, 그리

고 품사 또한 명사, 동사, 형용사로만 그 대상을 한정

한 것 등을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한국방송공사(1993)은 발음 사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출된 음소 및 음절 빈도와 관련된 내용을 

부록에 싣고 있다. 표제어 65,973개의 70,113 발음 항

목이 보여 주는 음소 및 음절 빈도가 정리되어 있는

데, 발음 항목이 표제어 수보다 많은 이유는 복수 발

음을 인정한 단어가 4,139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다. 장단 음소를 포함한 총 42개 음소에 대한 통계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어말과 어두의 음소 

빈도가 함께 제공되어 있다. 또한 전체 자료에서 관

찰된 1,453개 음절 종류에 대한 빈도를 제시하였다1). 

하지만 이 자료는 발음 사전의 부록에 실린 것이어

서, 음소 빈도에 대한 평면적이로 초보적인 나열에 

그친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선행 연구가 몇 개 존

재하기는 하지만, 한국어 단어의 말소리 관련 빈도에 

대한 전면적이고 치밀하며 체계적인 기초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전의 표제어 

선정에 사용 빈도의 개념이 반영된 ｢연세한국어사전｣

의 표제어를 대상으로 한국어 말소리의 빈도와 관련

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추출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

이 한국어의 말소리 관련 빈도 정보를 체계적으로 추

출해 정리하는 것은 한국어의 특성을 밝히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응용 분야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

이다.

Ⅱ. 연구 방법

1. 자료

분석 대상이 된 사전은 ｢연세한국어사전｣이었다. 

이 사전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사전의 

표제어 선정에 사용 빈도의 개념이 반영되었기 때문

이다. 이 사전의 표제어들은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 

이상의 사용 빈도를 보이는 어휘 항목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된 예를 찾을 수 있는 단어들이다2). ｢연

세한국어사전｣의 표제어 수는 총 49,553개였는데, 이 

가운데 잘못된 형, 방언형, 자모, 접사(접두사와 접미

사) 등과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에서 찾을 수 

없는 어휘 항목들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3). 이렇게 선정된 분석 대상 자료의 

수는 총 47,401개였다.

<표 - 1>은 분석 대상 자료를 내용어와 기능어4)

로 나눈 후, 내용어를 원어정보별로 나누어 정리한 

1) 부록에 기술된 바에 따르면, 관찰된 음절의 총 종류 수가 1,453개로 되어 있으나, 전체 음절 누적빈도표에는 1,454개 음절에 

대한 빈도가 제시되어 있다.

2) ｢연세한국어사전｣은 기본적으로 4300만 어절의 말뭉치에서 빈도 14 이상을 보이는 항목을 표제어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 단, ‘-적, -하-, -되-’에 의해 파생된 파생어의 경우는 표준 사전의 등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두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4) 한국어에서 기능어는 조사의 경우는 단어이지만 어미의 경우는 단어가 아니다. 따라서 필자가 말하는 ‘기능어’란 ‘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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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5). 내용어는 총 46,529개, 기능어는 총 872개

였다. 또한, 내용어를 원어정보별로 나누어 보면, 고

유어가 11,540개, 한자어가 24,716개, 외래어가 1,302

개, 그리고 기타 복합형이 8,971개를 나타내, 각각 

24.34%, 52.14%, 2.75%, 18.92%의 비율을 보였다. 

한자어가 고유어의 2배 이상의 빈도를 보였고, 외래

어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기능어는 모두 고유어였으

며, 기능어 중에는 조사가 135개, 어미가 603개, 그리

고 기타 축약형6)이 134개였다.

<표 - 1> 분석 상 단어의 원어정보별 구성

원어정보 빈도 (%)

내용어

고유어 11,540 (24.34)

한자어 24,716 (52.14)

외래어  1,302 (2.75)

복합  8,971 (18.92)

소계 46,529 (98.16)

기능어
고유어

조사 135 (0.28)

어미 603 (1.27)

축약형 134 (0.28)

소계 872 (1.84)

총계 47,401 (100.00)

한편, 분석 대상이 된 내용어의 품사별 구성은 

<표 - 2>에 제시된 것과 같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한 품사는 66.53%를 보인 명사였고, 가장 낮은 비

율을 차지한 품사는 0.16%를 보인 수사였다. 동사가 

형용사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빈도를 보인다는 것과 

관형사의 목록이 매우 빈약한 것이 특징적이다.

<표 - 2>는 또한 각 품사에 속한 단어의 원어정보

별 구성을 보이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고유어는 모

든 품사의 단어를 구성하는 반면, 한자어는 동사와 

형용사, 즉 용언류를 제외한 모든 품사의 단어를, 외

래어는 명사만을 구성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복

합형의 대부분은 명사와 동사 및 형용사, 그리고 부

사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형 동사와 형용

사는 한자어와 외래어 명사의 어근에 동사 파생 접

사, -하-, -되-, 시키-, -내-, -롭- , -답-, 등의 접사

가 붙어서 파생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부사 또한 한

자어에 부사파생 접사 ‘-히. -이’ 등이 붙어서 파생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표 - 2> 내용어의 품사별, 원어정보별 구성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복합 계

명사 4,571 23,655 1,302 1,428 30,956 66.53%

명사 73 19 - 4 96 0.21%

수사 42 34 - - 76 0.16%

동사 3,501 - - 5,702 9,203 19.78%

형용사 1,390 - - 1,459 2,849 6.12%

형사 59 858 - 1 918 1.97%

부사 1,766 148 - 373 2,287 4.92%

감탄사 138 2 - 4 144 0.31%

계 11,540 24,716 1,302 8,971 46,529 100.00%

2. 분석 방법

음소 빈도를 살펴볼 때 이중모음을 두 음소의 결

합으로 보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단위로 보고 

분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을 준다. 특히 두 개의 

음소로 쪼개어 보는 경우에는 이중모음들 사이에 어

떠한 빈도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중모음을 한 단위로 보는 경우에는 이중모음

들 사이의 빈도 차이는 물론, 결합된 요소들을 쉽게 

쪼개어 사후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중모음을 

하나의 단위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음소 빈도의 논의에 등장하는 전체 음소의 개수는 자

음 19개, 단모음 7개, 이중모음 10개를 포함한 총 36

개가 될 것이다.

한편, 표제어의 발음형은 다음 (1)에 보인 기준을 

가지고 설정하였다.

어’가 아니라 사전의 표제어를 지칭하는 것이다.

5) 품사 설정과 원어정보 관련 내용이 ｢표준국어대사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

로 하였다.

6) 기타 축약형이란 ｢연세한국어사전｣에 ‘준꼴’로 표시된 부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냐고 한, 려고 하다가’의 축약형

인 ‘냔, 려다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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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음형 설정 기

1. /h/ 탈락7)은 인정하지 않았다.

예) 기하학[기하학], 심화[심화]

2. 조음 위치 동화 현상8)은 반영하지 않았다.

예) 신문[신문], 신발[신발]

3. 동일 위치 장애음 탈락9)은 적용한다.

예) 학교[하꾜]

4. 장애음 뒤 /jɛ/의 /j/ 탈락은 적용한다.

예) 계단[kjɛtɑn]
5. 자립 형태소 2음절 이하의 /ㅢ/는 [i]를, 조사의  

/ㅢ/는 [ɛ]를 발음형으로 한다.

예) 주의[주이], 의[에]

6. 용어 어간의 발음형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예) 놓다[녿], 예쁘다[예쁘], 아름답다[아름답]

7. 어미의 음소 시작형은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되, 종

성으로 취급하고, 음절 수와 음절형의 비율을 셀 

때는 음소형을 제외한다.

예) ㄴ지: 음소 수는 3개, 자음 2(초성 1, 종성 1), 

모음 1. 음절 수 1음절

8. 이 이외의 것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형을 따

른다.

이러한 분석 기준을 가지고 사전의 발음형을 일일

이 확인하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자료에서 음소 및 음절 빈도를 얻기 위해 

SynKDP 1.5.210)(일명 깜짝새)가 사용되었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분석 대상이 된 47,401개 표제어에서 관찰된 음절

은 총 122,761개였고, 음소는 총 290,131개였다. 음소 

중에서 모음은 122,761(42.3%)개, 자음은 167370

(57.7%)개로, 자음의 수가 약간 많았다. 자음 중에는 

초성이 110,122(65,8%)개, 종성이 57,248(34.2%)개

로 초성의 빈도가 높았다.

<표 - 3> 사  체 자료의 음   음소 수

표제어 수 47,401

음  수 122,761

음소 수

모음 122,761(42.3%)

자음

성 110,122(65.8%)

종성 57,248(34.2%)

소계 167,370(57.7%)

총계 290,131

1. 음소 빈도

가.  음소 전체 빈도

<표 - 4>와 <그림 - 1>은 음소 전체 출현 빈도를 

보인 것이다11). 한국어에 존재하는 36개의 음소 중

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음소는 /ɑ/였고,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음소는 /ɰi/였다. 표와 그림에서 

보듯이 어휘 항목의 발음형에 나타난 음소 빈도는 매

우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성은 

<그림 - 1>을 통해 훨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빈

도 상위 4개 음소의 출현 빈도 합은 30.90%나 되었

7) 비격식 발화, 빠른 발화 등에서 공명음 사이에 위치한 /h/는 자주 탈락한다.

8) 조음 위치 동화 현상이란 치경음이 후행하는 연구개음이나 양순음의 영향으로 조음 위치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치경음

의 변화보다는 적게 나타나지만, 양순음이 후행하는 연구개음에 의하여 조음 위치가 연구개음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9) 장애음과 장애음의 연쇄에서 두 장애음의 조음 위치가 같은 경우, 선행하는 장애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학+교/는 

장애음 뒤에 위치한 평장애음이 경음으로 변하여 ‘학꾜’가 된 다음, 두 장애음의 조음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선행하는 

장애음이 탈락하여 [하꾜]가 된 것으로 분석할 것이다. 표준발음법에는 이 둘이 수의적인 실현을 보인다고 하였지만, 실제

로 한국어 화자들에게 [학꾜]와 [하꾜]의 대립은 무의미하며, 특히, 마찰음이 후행하는 경우 동일 위치 장애음 탈락이 필수

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은 이 규칙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웃+소/는 ‘욷소 → 욷쏘 → 우쏘’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욷쏘]는 한국어 화자들에게서 관찰 불가능한 표면형이다. 하지만 표준 발음법에는 /웃+소/의 표면형으로 [욷

쏘]와 [우쏘]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 위치 장애음 탈락이 적용된 형을 발음형으로 

삼았다.

10) SynKDP 1.5.2는 공개된 프로그램으로, 한글로 입력된 자료를 대상으로 어절 빈도, 음절 빈도, 자소 빈도 등을 계산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발음형을 한글로 입력한 후에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자소 빈도가 곧 음소 빈도였다.

11) 표에 제시된 음소 기호는 신지영(2000)을 따랐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0;15;94-106

98

고, 고빈도 상위 8개의 음소의 출현 빈도 합이 50% 

이상, 더 정확히는 51.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고빈도 상위 20개 음소의 출현 빈도 합이 

90.19%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나머지 

하위 16개의 음소의 출현 빈도 합은 9.81%에 불과하

여,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4> 음소 체 빈도

순 음

소

출  

빈도

출  

빈도 

(%)

 

빈도 

(%)

순 음

소

출  

빈도

출  

빈도 

(%)

 

빈도 

(%)

1 ɑ 28846 9.94 9.94 19 ʨh 5291 1.82 89.06 

2 k 22311 7.69 17.63 20 ph 3289 1.13 90.19 

3 n 19384 6.68 24.31 21 ʨ* 2909 1.00 91.19 

4 i 19134 6.59 30.90 22 k* 2778 0.96 92.15 

5 ŋ 16727 5.76 36.67 23 wɛ 2772 0.96 93.11 

6 l 16092 5.55 42.21 24 s* 2714 0.94 94.04 

7 ʌ 14784 5.09 47.31 25 wɑ 2662 0.92 94.96 

8 ʨ 13218 4.56 51.86 26 th 2608 0.90 95.86 

9 s 12831 4.42 56.29 27 kh 2358 0.81 96.67 

10 o 12817 4.42 60.70 28 t* 1819 0.63 97.30 

11 u 12558 4.33 65.03 29 jo 1529 0.53 97.82 

12 m 11804 4.07 69.10 30 ju 1329 0.46 98.28 

13 h 11228 3.87 72.97 31 jɑ 1232 0.42 98.71 

14 p 10169 3.50 76.47 32 p* 1213 0.42 99.12 

15 ɛ 9309 3.21 79.68 33 wi 998 0.34 99.47 

16 t 8660 2.98 82.67 34 wʌ 997 0.34 99.81 

17 ɯ 6882 2.37 85.04 35 jɛ 314 0.11 99.92 

18 jʌ 6373 2.20 87.23 36 ɰi 230 0.08 100.00

<그림- 1> 음소 체 빈도(그림 의 % 표시는 

 빈도를, 호 안의 숫자는 36개 음소  

해당  빈도를 보인 음소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나.  자음 빈도

36개 음소에 대한 전체적인 빈도 경향을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자음과 모음의 빈도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음 빈도는 자음의 전체 

빈도는 물론, 자음을 음절 내 위치에 따라 초성과 종

성으로 나누어 각각의 위치에서 보이는 빈도도 알아

보았다. 그럼 먼저 자음의 전체 빈도를 알아보도록 

하자.

(1) 체 빈도

<그림 - 2>는 자음의 전체 빈도를 고빈도순으로 

보인 것이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자음은 /k/였고, 

이어서 /n/, /ŋ/, /l/, /ʨ/의 순서를 보였다. 그림 안에 

상자로 표시한 것과 같이 고빈도 5개 자음의 출현 빈

도 합은 52.4%를 보인 반면, 저빈도 7개 자음의 출현 

빈도 합은 9.8%를 보였다. 자음 전체 빈도에서 연구

개 평폐쇄음 /k/ 과 연구개 비음 /ŋ/이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k/와 /ŋ/의 빈도는 

각각 13.3%와 10.0%를 보였다. 특히, 연구개 비음이 

음절의 종성에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음 전체 빈도에서 3위를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은 자음의 하위 분류별 출현 빈도 특성을 알

아보았다. 유형 빈도를 고려해 볼 때, 공명음이 장애

음에 비하여 높은 빈도를 보였고(<그림 - 3>). 또한, 

장애음 중에는 평음이 압도적인 빈도를 보였다(<그

림 - 4>). 조음 방법별로 보면, <그림 - 5>에 보인 

바와 같이 폐쇄음의 출현 빈도가 33.0%를 보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유형 빈도를 고려할 

때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것은 비음이었다. 조

음 위치별로는 유형 빈도를 고려할 때, <그림 - 6>

에 보인 것과 같이 양순음의 출현 빈도가 낮고, 연구

개음의 출현 빈도가 높았다.

<그림-2> 자음 체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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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장애음  공명음의 출  빈도와 유형 빈도

(자음 체)

<그림-4> 발성 유형별 출  빈도와 유형 빈도

(자음 체)

<그림-5> 조음 방법별 출  빈도와 유형 빈도

(자음 체)

<그림-6> 조음 치별 출  빈도와 유형 빈도

(자음 체)

(2) 성 빈도

다음은 자음의 음절 내 위치에 따른 출현 빈도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음절의 초성에서 관

찰되는 18개 자음의 출현 빈도를 알아보았다. <그

림 - 7>은 초성에 쓰인 자음의 출현 빈도를 보인 것

이다. 초성에서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자음은 

/k/였고, 가장 낮은 출현 빈도를 보인 자음은 /p
*
/였

다. 출현 빈도가 급격히 차이를 보이는 지점을 주목

하여 고빈도, 중빈도, 저빈도를 보이는 초성의 유형

을 나누어 보았다. 고빈도 유형에 속하는 초성 자음

은 /k, ʨ, s, h/였는데, 최고 빈도를 보인 /k/를 제외

하면 마찰음과 파찰음이 고빈도군을 이루었다. 중빈

도 유형에 속하는 초성 자음은 /t, p, m, l, n, ʨh
/로, 

/ʨh
/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 폐쇄음과 공명음이었다. 

/p
h
, ʨh

, k*, s*, t
h
, k

h
, t

*
, p

*
/는 저빈도 유형에 속

했는데, 이 자음들은 공통적으로 격음 혹은 경음이

었다.

<그림-7> 성 빈도 

초성의 하위 분류별 출현 빈도 특성도 알아보았다. 

<그림 - 8>에 보인 것과 같이 초성에는 공명음보다

는 장애음이 압도적인 비율로 사용되었다. 초성에 쓰

인 장애음의 비율은 82.7%로, 공명음의 비율 17.3%

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다. 자음의 전체 빈도에

서 장애음의 출현 비율이 61.8%였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대체로 초성에서 장애음의 비율이 높고, 종성

에서는 공명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유형 빈도와 출현 빈도가 크게 다르지 않

은 것도 특징적이다. 발성 유형 중에는 평음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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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장애음  공명음의 출  빈도와 유형 빈도

( 성)

<그림-9> 발성 유형별 출  빈도와 유형 빈도

( 성)

<그림-10> 조음 방법별 출  빈도와 유형 빈도( 성) <그림-11> 조음 치별 출  빈도와 유형 빈도( 성)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고, 격음의 비율이 경음에 비하

여 약간 높게 나타났다(<그림 - 9>).

조음 방법에 있어서는 폐쇄음이 38.9%로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였지만, 유형 빈도가 50%인 점을 고려

할 때,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다. 반

면에 유형 빈도가 16.7%씩인 마찰음의 출현 빈도가 

각각 24.3%를 보여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비음과 유음 등 공명음의 출현 빈도는 초성

에서는 높지 않았다(<그림 - 10>). 조음 위치에 있

어서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것은 치경음이었지

만 유형 빈도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 빈

도를 보인 것은 치경경구개음과 후두음이었다. 한편, 

유형 빈도에 비하여 낮은 출현 빈도를 보인 것은 양

순음이었다(<그림 - 11>).

(3) 종성 빈도

다음은 음절의 종성 위치에서 관찰된 자음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종성에는 /m, n, ŋ, l, p, 

t, k/ 등 7개의 자음만이 출현할 수 있다. <그림 -

12>에 보인 바와 같이, 종성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자음은 29.1%의 출현 빈도를 보인 연구개 비음 

/ŋ/이었고,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자음은 1.8%의 출

현 빈도를 보인 치경 평 폐쇄음 /t/였다. 종성에서 높

은 출현 빈도를 보인 자음은 /ŋ/과 /n/였는데, 이 두 

자음의 출현 빈도 합은 53.6%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

면에 가장 적은 빈도를 보인 세 자음 /m, p, t/의 출현 

빈도 합은 1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2> 종성 빈도

다음은 자음의 유형별로 출현 빈도를 알아보았다. 

<그림 - 13> 보인 바와 같이 종성에서 공명음의 선

호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k/와 /m/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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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음 중에서 /k/만은 15.3%의 출현 빈도를 보

여서 유일하게 저빈도 유형에 속하지 않았다. 또한, 

공명음 중에서 /m/만은 8.5%의 출현 빈도를 보여서 

역시 유일하게 저빈도 유형에 속했다. 조음 방법에 

있어서는 비음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폐

쇄음의 비율이 높지 않았다(<그림 - 14>). 조음 위

치에 있어서는 유형 빈도가 28.6%인 연구개음이 

44.4%의 출현 빈도를 보여서, 유형 빈도가 42.9%인 

치경음의 출현 빈도 42.4%와 거의 비슷했다(<그림 -

15>). 반면에, 28.6%의 유형 빈도를 보인 양순음의 

출현 빈도는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양순

음은 초성과 종성 모두에서 낮은 빈도가 관찰되었다.

<그림-13> 장애음  공명음의 출  빈도와 유형 빈도

(종성) 

<그림-14> 조음 방법별 출  빈도와 유형 빈도(종성)

<그림-15> 조음 치별 출  빈도와 유형 빈도(종성)

다.  모음 빈도

자음에 이어 모음의 출현 빈도를 알아보았다. 

<그림 - 16>은 모음의 출현 빈도를 고빈도 순서로 

보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가장 높은 출현 빈

도를 보인 모음은 23.5%를 보인 /ɑ/였고, 이어서 

/i, ʌ, o, u, ɛ, ɯ, jʌ, wɛ, wɑ, jo, ju, jɑ, wi, wʌ, 
jɛ, ɰi/의 순서를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단모음 7

개가 상위 빈도 7위까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 <그림 - 16>에 표시한 것처럼, 고빈도 상위 3

개 모음의 출현 빈도 합이 51.1%로 과반을 차지했

지만, 저빈도 하위 9개 모음의 출현 빈도 합은 

9.8%를 보여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16> 모음( 성) 빈도

<그림 - 17>에 보인 바와 같이, 단모음 7개의 출

현 빈도 합은 85.0%로 10개의 이중모음의 출현 빈도 

합인 15.0%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자음에 비하여 모음의 음소 간 출현 빈도 차이

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단모음 중에는 /ɯ/의 

비율이 가장 낮았고, 이중모음 중에는 /j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17> 단모음과 이 모음의 출  빈도와 유형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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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원순  평순 모음의 출  빈도와 

유형 빈도(%)

<그림-19> 설  후설 모음의 출  빈도와 

유형 빈도(%)

<그림-20> 의 높이별 모음의 출  빈도와 

유형 빈도(%)

<그림-21> 활음의 유형별 이 모음의 출  빈도와 

유형 빈도(%)

다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유형별 빈도를 알아

보았다. <그림 - 18>～<그림 - 21>은 그 결과를 정

리한 것이다. 유형 빈도가 낮은 원순 모음과 전설 모

음은 출현 빈도도 낮았지만, 유형 빈도가 낮은 저모

음은 출현 빈도에서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이중모음의 활음 유형별 빈도는 <그림 - 21>에 보

인 것과 같이 /j/계 이중모음이 58.5%의 출현 빈도를 

나타내서, 40.3%의 출현 빈도를 보인 /w/계 이중모

음보다 높았다. 그리고 /ɰ/계 이중모음의 출현 빈도

는 1.2%에 불과했다. 유형 빈도를 고려할 때, /j/계 

이중모음의 출현 빈도가 /w/계에 비하여 약간 높

았다.

2. 음절 빈도

다음은 음절 빈도를 알아보았다. 사전의 발음형 

전체에서 관찰된 음절의 유형 수는 총 1,283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사용된 음절은 출현 빈도 5,413

회를 보인 /hɑ/였다. 이어서 /li, ʨi, i, ki, sɑ, ʨʌk/ 
등이 그 뒤를 따랐다. /hɑ/가 고빈도를 보인 이유는 

동사 파생 접사 {-하}의 생산성과 유관한 것으로 보

인다. <표 - 5>는 누적 빈도 50% 이상을 보인 상위 

82개 음절형의 출현 빈도와 누적 빈도를 출현 빈도 

순서로 보인 것이다. 1,283개의 유형 중에서 고빈도 

82개 유형, 즉 6.4%에 불과한 음절의 유형이 전체 

자료의 50.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빈도 음절형들은 대체로 V형과 CV형이었다. V

형은 관찰된 7개 유형 중에서 5개가, CV형은 관찰된 

127개 유형 중에서 45개가 고빈도 유형에 속했다. 한

편, 가장 많은 유형 빈도가 관찰된 CVC형은 관찰된 

778개 유형 중에서 단지 21개 유형만이 고빈도 유형

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음절 구조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 6>과 <그림 - 22>에 보인 것과 같이, 한국어

에 존재하는 8가지 음절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출

현 빈도를 보인 것은 CV형으로 42.8%의 출현 빈도

를 보였다. 반면에 가장 낮은 출현 빈도를 보인 음절

형은 GV형으로, 2.0%의 출현 빈도를 보였다. CV형

에 이어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음절형은 CVC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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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음 출  빈도 출  빈도 (%)  빈도 (%) 순 음 출  빈도 출  빈도 (%)  빈도 (%)

1 hɑ 5413 4.41 4.41 42 koŋ 550 0.45 35.51 

2 li 1805 1.47 5.88 43 mi 545 0.44 35.96 

3 ʨi 1643 1.34 7.22 44 sɯ 545 0.44 36.40 

4 i 1636 1.33 8.55 45 po 542 0.44 36.84 

5 ki 1626 1.32 9.87 46 nɛ 541 0.44 37.28 

6 sɑ 1389 1.13 11.01 47 mɑ 531 0.43 37.71 

7 ʨʌk 1373 1.12 12.12 48 sin 519 0.42 38.14 

8 twɛ 1210 0.99 13.11 49 sɛ 517 0.42 38.56 

9 ʨɑ 1197 0.98 14.09 50 ʌ 513 0.42 38.98 

10 si 1176 0.96 15.04 51 mul 500 0.41 39.38 

11 su 1154 0.94 15.98 52 ɑ 495 0.40 39.79 

12 tɛ 1095 0.89 16.88 53 lɑ 486 0.40 40.18 

13 kɑ 1064 0.87 17.74 54 mun 483 0.39 40.58 

14 ʨʌŋ 1011 0.82 18.57 55 khi 480 0.39 40.97 

15 pu 1006 0.82 19.38 56 ni 479 0.39 41.36 

16 ʨɛ 952 0.78 20.16 57 sʌn 467 0.38 41.74 

17 k
hɑ 943 0.77 20.93 58 mo 464 0.38 42.12 

18 ko 904 0.74 21.66 59 ʨhɛ 461 0.38 42.49 

19 sɑŋ 882 0.72 22.38 60 il 459 0.37 42.87 

20 kɛ 879 0.72 23.10 61 wʌn 450 0.37 43.23 

21 ʨɑŋ 861 0.70 23.80 62 s*ʌŋ 449 0.37 43.60 

22 hwɑ 850 0.69 24.49 63 kjʌŋ 446 0.36 43.96 

23 ʨu 847 0.69 25.18 64 mjʌŋ 438 0.36 44.32 

24 to 836 0.68 25.86 65 kɯ 437 0.36 44.67 

25 mu 824 0.67 26.54 66 u 434 0.35 45.03 

26 ʨʌn 815 0.66 27.20 67 sil 433 0.35 45.38 

27 pi 784 0.64 27.84 68 jʌn 428 0.35 45.73 

28 ku 780 0.64 28.47 69 ʨʌ 419 0.34 46.07 

29 so 750 0.61 29.08 70 ʨuŋ 419 0.34 46.41 

30 ʨhi 711 0.58 29.66 71 pɑl 415 0.34 46.75 

31 ju 657 0.54 30.20 72 pɑŋ 414 0.34 47.09 

32 kʌ 654 0.53 30.73 73 lʌ 407 0.33 47.42 

33 ʨo 636 0.52 31.25 74 lɛ 406 0.33 47.75 

34 toŋ 634 0.52 31.77 75 pul 399 0.33 48.07 

35 ʨ*ʌk 591 0.48 32.25 76 ʨhɑ 395 0.32 48.40 

36 phɑ 587 0.48 32.72 77 kjo 392 0.32 48.71 

37 sʌ 586 0.48 33.20 78 kwɑn 389 0.32 49.03 

38 nɑ 580 0.47 33.67 79 tɑn 387 0.32 49.35 

39 sʌŋ 580 0.47 34.15 80 thɑ 387 0.32 49.66 

40 tɑ 563 0.46 34.61 81 sɑn 386 0.31 49.98 

41 in 563 0.46 35.06 82 o 381 0.31 50.29 

<표 - 5>  빈도 50% 이상을 차지하는 고빈도 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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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CVC형이 출현 빈도는 36.1%였다. 유형 빈도

가 가장 높은 음절형은 CVC형이었는데, 유형 빈도

가 60.6%나 되었다. 하지만 출현 빈도를 36.1%를 

보여서 유형 빈도가 9.9%에 불과한 CV형의 출현 

빈도 42.8%보다 낮았다. 또한, 활음을 포함한 음절, 

즉 이중모음을 포함한 음절은 유형 빈도와 출현 빈

도가 모두 낮았다. 단모음의 유형 빈도와 출현 빈도

는 각각 74.4%와 85%인 데 반하여, 이중모음의 유

형 빈도와 출현 빈도는 각각 25.6%와 15.0%로 나타

났다.

음절 유형별 빈도를 초성이 있는 음절과 없는 음

절, 그리고 종성이 있는 음절(폐음절)과 종성이 없는 

음절(개음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림 - 23>에 

보인 것과 같이, 초성이 있는 음절은 유형 빈도와 출

현 빈도가 모두 높았다. 반면에 <그림 - 24>에 보인 

것과 같이 종성이 없는 개음절은 낮은 유형 빈도

(18.9%)에도 불구하고 높은 출현 빈도(53.3%)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6> 음 의 유형별 출  빈도와 유형 빈도

　 출  빈도 (%) 유형 빈도 (%)

V 3,897 3.17 7 0.55

GV 2,511 2.05 10 0.78

CV 52,551 42.81 127 9.9

CGV 6,554 5.34 99 7.72

VC 3,547 2.89 47 3.66

GVC 2,791 2.27 33 2.57

CVC 44,330 36.11 778 60.64

CGVC 6580 5.36 182 14.19

계 122,761 100.00 1,283 100.00

<그림-22> 음 의 유형별 출  빈도와 유형 빈도

<그림-23> 개음 과 폐음 의 출  빈도와 

유형 빈도(%)

<그림-24> 성 유무에 따른 음  유형의 출  빈도와 

유형 빈도(%)

Ⅳ.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연세한국어사전｣의 47,401개 표제어의 

발음형에서 관찰된 음소 및 음절 관련 빈도를 상세히 

알아보았다. 분석 대상이 된 47,401개 표제어에서 관

찰된 음절은 총 122,761개였고, 음소는 총 290,131개

였다.

음소 중에서 모음은 42.3%, 자음은 57.7%로 나타

나, 자음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자음 중에는 초성이 

65,8%, 종성이 34.2%로, 초성의 비율이 높았다. 자

음의 전체 빈도 순서는 /k/ > /n/ > /ŋ/ > /l/ > 

/ʨ/ > /s/ > /m/ > /h/ > /p/ > /t/ > /ʨh/ > /ph/ 

> /ʨ*/ > /k*/ > /s*/ > /th/ > /kh/ > /t*/ > /p*/와 

같았다. 음절 내 위치에 따른 출현 빈도로 다시 나누

어 분석하면 초성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 자음은 순서

대로 /k/ > /ʨ/ > /s/ > /h/ > /t/ > /p/ > /m/ 

> /l/ > /n/ > /ʨh/ > /ph/ > /ʨh/ > /k*/ > /s*/ 

> /th/ > /kh/ > /t*/ > /p*/와 같았다. 한편, 종성에

서는 /ŋ/ > /n/ > /l/ > /k/ > /m/ > /p/ > /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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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V, GV CV, CGV CVC, CGVC VC, GV

유형 빈도(%) 1.3 17.6 74.8 6.2

출  빈도(%) 5.2 48.1 41.5 5.2

종성 유무 종성 없음(개음 ) 종성 있음(폐음 )

유형 빈도(%) 18.9 81.1

출  빈도(%) 53.4 46.6

성 유무

성 없음

성 있음

성 없음
유형 빈도(%) 92.4

출  빈도(%) 89.6

 

유형 빈도(%) 7.6

출  빈도(%) 10.4

음  종류수 1,283

상  50%(비율) 82(6.4)

고빈도 음 형 /hɑ/>/li/>/ʨi/>/i/>/ki/>/sɑ/>/ʨʌk/>/twɛ/>/ʨɑ/>/si/>/su/>/tɛ/>/kɑ/
찰 음  총수 122,761

<표 - 7> 음 의 구조별 유형 빈도와 출  빈도 총정리

순으로 나타났다.

자음 중에서는 대체로 공명음이 장애음보다, 평음

이 여타의 발성 유형보다, 그리고 높은 비율을 보였

다. 조음 위치에서는 연구개음의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조음 방법별로는 초성

에서는 폐쇄음이, 종성에서는 비음이 높은 출현 빈도

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사전의 발음형 전체에서 관찰된 음절의 유형 수는 

총 1,283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음절은 /hɑ/였다. 이어서 /li, ʨi, i, ki, sɑ, ʨʌk/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1,283개의 유형 중에서 

고빈도 82개 유형, 즉 6.4%에 불과한 음절의 유형이 

전체 자료의 50.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빈도 음절형들은 대부분 V형과 CV형이었다.

이 연구는 한국어의 기초 통계가 풍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사

전 표제어 전체를 대상으로 음소 빈도를 다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응용 분야에서 활

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어 말소리의 빈도 관련 

정보를 좀 더 치밀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앞으로의 연

구에서는 표제어의 품사별, 원어정보별 음소 빈도의 

차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어 말소리의 빈도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

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한국어의 말소리 특징을 밝히

는 국어학적 의의뿐만 아니라, 조음 장애나 청각 장

애의 진단과 치료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 병리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음성 공학 분야에서도 음성 합성기와 인식

기의 성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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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oneme and Syllable Frequencies Based on the Analysis of Entries 

in the Korean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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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occurrence frequencies of Korean phoneme and syllable units based on the careful analysis 
of entries inthe Korean Dictionary. Information on phoneme and syllable frequencies of 
the entries is a fundamental knowledge component of the Korean language. Methods:
Using 47,401 entries from the Yonsei Korean Dictionary, the occurrence frequencies for 
units of Korean phonemes and syllables were analyzed. Pronunciations of all the entries 
were manually checked, and SynKDP 1.5.2 was used to calculate thephoneme and syllable 
frequencies. Results: A total of 122,761 syllables and 290,131 phonemes were observed 
from 47,401 entries, with 65.8% of consonants occupying the onset position in the syllable 
structure. Among 36 phonemes, /ɑ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and /ɰ/ showed the 
lowest frequency. Among 19 consonants, /k/ occupied the highest ranking, and /n/, /ŋ, /l/, 
and /ʨ were the next rankings, in that order. Syllable frequency was also investigated. A 
total of 1,283 syllable types were observed. However, the most frequent 82 syllable types, 
i.e., 6.4% of all observed syllable types, accounted for over 50% of the data. Discussion 
& Conclusion: Information on the phoneme and syllable frequencies of entries in the 
Korean dictionary is a fundamental knowledge component of the Korean language. 
Therefore, this type of information is useful not only for Korean linguistics, but also speech 
pathology, Korean language teaching, and speech engineering.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0;15;94-106)

Key Words: dictionary entries, phoneme frequency, vowel frequency, consonant frequency,
syllabl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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