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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음성상징이란 언어와 그 언어가 의미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

다는 언어의 자의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Saussure 1966), 특정 음성이 특정

한 이미지나 의미와 연관되는 경향이 있음을 가리키는 용어이다(Sapir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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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wahara et al. 2018). 음성상징성을 보여주는 예시로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

으며 이들은 단어의 음운론적 구조가 가리키는 소리나 모양과 자의적 관

계가 아닌 연관성을 지닌다. 또한 모음이나 자음의 변화에 따라 단어가 의

미하는 소리나 모양 크기가 커지거나 무거운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e.g., 

이영석 1994, 김재원 2004, 김선회 2019). 예를 들어 한국어의 ‘깡총깡총’과 

‘껑충껑충’의 경우, ‘깡총깡총’은 한국어의 양성 모음(/ㅏ/, /ㅗ/)이 들어간 의

태어이기 때문에 뾰족한 모양을 연상시킨다(Yun 2020). 이러한 음성상징어

의 체계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존재한다. Hamano (1986)는 

일본어에 나타나는 음성상징어 체계에 대한 연구와 일본어의 역사적 음운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음성상징어 체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일본어의 

경우 /pi/는 작은 동물이 우는 소리, 혹은 옷감이나 낚싯줄 같은 얇은 물체

를 잡아당기는 형태를 의미하고 /pa/는 장난감 총을 쏘는 소리, 폭죽 혹은 

폭탄이 터지는 소리와 형태처럼 크고 넓은 범위에서 발생한 소리나 형태

를 의미한다. /a/가 들어간 음성을 /i/가 들어간 음성보다 더 큰 소리나 형

태로 인식한다는 결과는 또 다른 언어에서도 드러난다. Sapir (1929)는 영어

의 모음과 자음의 특정한 차이에 따라 상징적 크기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

는 가에 대해 실증적인 실험을 시도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식탁에게 mal 

또는 mil 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실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두 이름을 가

진 식탁 중 어떤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

험 결과, mal이라는 이름을 가진 식탁을 더 커 보이게 느낀다는 결과를 제

시하였다. 

최근 음성상징성에 대한 예시로 일본에서 발매된 게임인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캐릭터들인 포켓몬의 이름들을 대상으로 음성상징성을 연구한 결

과가 있다(Kawahara, Noto and Gakuji 2018, Kawahara, Mahayana and Gakuji 

2021, Kawahara and Kumagai 2021). 포켓몬의 이름이 음성상징성을 연구하기

에 좋은 자료인 이유는 첫째, 이름의 수가 700여 개가 넘어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고 둘째, 포켓몬스터라는 게임은 포켓몬들끼리 자신만의 기술을 사

용하며 대결을 하는 형식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포켓몬마다 크

기, 무게, 체력, 속도 등의 수치화 된 변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이름에 들어간 음운론적 요소와 포켓몬의 수치화 된 변수가 어떤 상

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포켓몬의 이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 Kawahara et al. (2018)는 포켓몬 이름 데이터 안에서 나타나는 음운론적 

특징들과 포켓몬들의 수치적 정보 사이의 주 효과와 관계를 보기 위해 스

피어만 상관 분석과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성대의 진동을 수반하는 소리인 유성 저해음(/b/, /d/, /g/, /z/)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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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율단위인 모라의 개수가 포켓몬의 크기, 무게, 진화 정도, 강함의 수치적 

정보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음성상징의 또 다른 경우로 여성의 이름과 남성의 이름이 음운론적 특

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부터는 외국어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람 이름의 음성상징에 관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고, 이후 한국어의 음운론적 특징에 대해 정리한 후, 마지

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물의 숲 주민 이름 데이터와 그 특징에 대

해 소개한다.  

 

1.1이름에 나타난 음성상징어에 관한 선행연구 

 

사람 이름에 나타난 음성상징어에 관한 연구는 영어를 중심으로 많은 연

구가 행해졌다. 예를 들어 Slater and Feinman (1985)은 사람의 이름에 나타

나는 성별의 잠재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222명의 여성 참가자와 267

명의 남성 참가자들에게 참가자의 실제 이름과 불렸으면 하는 이름을 적

게 한 후 각 이름들의 음절 수와 분절음 수(모든 자음, 모음), 이름에 들어

간 음절들이 자음 또는 모음으로 끝나는지에 대한 여부, 이름의 시작과 끝 

분절음(유성 자음, 무성 자음, 공명자음, 모음)의 분포, 2음절 이상의 이름

일 경우 강세 위치를 조사했다. 분석 과정에는 앞서 조사된 성별에 따른 

이름의 음운론적 특징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이름에서 나타

나는 음운론적 특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 분산 분석을 수행하였

다. 연구의 결과, 여성의 이름이 음절 수와 분절음의 수가 더 많으며 공명

음(/m/, /n/, /l/, /r/, /ŋ/, /y/, /w/)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Barry and Harper (1995)도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라 이름에 나타나는 음운론

적 특징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음운론적 특징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점수

를 매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름의 전반적인 발음으로, 강

세의 위치와 음절의 길이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다. 또 하나는 이름의 끝 

음소로, 이름이 모음, 공명자음, 저해음,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따라 점

수를 부여했다. 두 가지 기준의 점수를 낸 평균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이

름은 공명음으로, 남성의 이름은 조음과정에서 조음기관에 의해 소리의 흐

름이 방해를 받는 소리인 저해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공

명음으로 끝나는 이름일수록 여성의 이름임이 부각되고 장애음으로 끝나

는 이름일수록 남성의 이름임이 부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이름과 음운론적 특징의 분포를 보는 연구 외에도 이름의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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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Perfors (2004)는 사람의 이름과 매력도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람의 이름 데이터에서 모음을 발음할 

때 혀가 앞에 위치해 있는 모음을 말하는 전설모음, 혀가 뒤에 위치해 있

는 모음인 후설모음, 조음과정에서 조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자음인 공명자음, 그리고 저해음 등의 음운론적 특징을 변수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저해음과 후설모음이 들어간 남자 이름, 공명자

음과 전설모음이 들어간 여자 이름을 다른 이름들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

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Moorthy et al. (2018)는 브랜드 이름에 나타

난 성별 변이가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는 여성 60,984 개, 남성 36,118 개의 사람의 이름 

말뭉치를 이용하여 성별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브랜드 이름의 남

성성을 예측했다. 분석을 위해 사람의 이름 데이터에서 음절, 자음, 모음 

수 그리고 이름이 어떤 자음 또는 모음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지를 추출

하여 변수로 생성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하여 브랜드 이름의 성별

을 예측하는 모델을 생성하였다. 연구의 결과, 이름이 /a/로 끝나면 여성의 

이름, 공명음, 파열음(i.e., 소리의 흐름이 조음기관에 의해 완전히 닫혔다

가 열리면서 나오는 소리), 마찰음(i.e., 파열음처럼 완전히 닫히지 않고 조

음기관이 닫히기 직전까지 가까워지며 그 과정에 소음을 내는 소리)으로 

끝나면 남성의 이름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 하지만 Slater 

and Feinman (1985)의 연구, Barry and Harper (1995)의 연구 결과에서 이름이 

공명음으로 끝나는 경우 여성의 이름이 많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Moorthy et al. (2018)의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에 상충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은 영어로 표기된 이름 데이터를 연구에 사용하

였지만 한국어로 표기된 이름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도 진행되어왔다. 예를 

들어, Sullivan (2020)은 성별에 따른 음성상징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국어의 이름 말뭉치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 쓰인 이름에 나

타나는 음운론적 특징들(저해음, 공명음, 모음조화(양성모음/음성모음), 음

절 무게, 개/폐음절, 첫 분절음, 모음의 특징(모음의 높이/혀의 위치/원순

성))이 분석에 사용되었고 의사결정 나무와 일변량 혼합효과 로지스틱 회

귀 그리고 다변량 혼합효과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양성모음은 여성과 관련이 있고 음성모음은 남성과 관련이 있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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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별에 따른 이름의 음운론적 특징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 
데이터 

연도 지역 이름의 개수 

Slater and Feinman 

(1985) 
명시되지 않음 

미국 로키 산  

지역 
489 

Barry and Harper 

(1995) 

1960 

미국 펜실베니아 주 

여성 45,280, 

남성 72,463 

1990 
여성 25,899, 

남성 37,748 

Perfors (2004) 명시되지 않음 
랜덤 채팅  

웹사이트 (hotornot.com) 
남녀 각각 24 

Moorthy et al. 

(2018) 

1880-2013 미국 

여성 60,984, 

남성 36,118 명시되지 않음 

영국 통계청, 북아일랜드 

통계연구청, 스코틀랜드 

일반 관보청  

데이터 

Sullivan (2020) 2008-2020 
한국인의 이름 통계 

(koreanname.me) 

여성 974 

남성 970 

 

제시된 <표 1>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이름 데이터의 연도, 지역, 이

름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 1>을 통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이름 

데이터를 수집한 시기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의 

상충적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이름 데이터의 연도를 고려하

면 2000 년대 전에 사용된 이름의 경우 공명음으로 끝나면 여성의 이름일 

확률이 높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공명음으로 끝나는 경우 남성의 이름

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구 결과가 변화하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영어로 작성된 이름 데이터를 

연구에 주로 사용하였으며 소수의 연구들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

성된 이름 데이터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로 작성된 이름 

데이터를 언어적 자원으로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어

는 다른 외국어와 다른 음운론적 특징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절

에서 이에 대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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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어의 음운론적 특징 

 

한국어는 영어와 다르게 SOV(i.e., Subject, Object, Verb)의 문장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한국어는 다음과 같은 음운론적 특징을 가진다.  

 

표 2. 한국어의 자음의 음소체계(강옥미 2003) 

 

 양순음 치경음 구개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장 

애 

음 

파 

열 

음 

평음 p(ㅂ) t(ㄷ)   k(ㄱ)  

경음 pʼ(ㅃ) tʼ(ㄸ)   kʼ(ㄲ)  

유기음 pʰ(ㅍ) tʰ (ㅌ)   kʰ(ㅋ)  

마 

찰 

음 

평음  s(ㅅ)     

경음  sʼ(ㅆ)     

유기음      h(ㅎ) 

파 

찰 

음 

평음   ʧ(ㅈ)    

경음   ʧ ʼ(ㅉ)    

유기음   ʧʰ(ㅊ)    

공 

명 

음 

 

비음 m(ㅁ) n(ㄴ)   ŋ(ㅇ)  

유음  l(ㄹ)     

반모음    y(=j), ɥ w, ɰ  

 

첫째, 저해음을 분류할 때 위에서 언급한 유성과 무성의 체계가 한국어

의 자음 내에서 음소적 특성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저해음 중 

파열음과 파찰음은 조음 방식이 기식이 있는지 또는 성대 긴장을 유발하

는지에 따라 평음, 유기음, 경음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tal(달)/, /tʰal(탈)/, 

/t’al(딸)/이라는 음절들의 경우, 두음 /t(ㄷ)/, /tʰ(ㅌ)/, /t’(ㄸ)/의 조음 위치가 

치경으로 같지만 /tʰ(ㅌ)/은 /t(ㄷ)/에 비해 기식이 심한 유기음이고 /t’(ㄸ)/은 

/t(ㄷ)/에 비해 성대의 긴장을 유발하는 경음이다. 또한 이 음들은 ‘달’, ‘탈’, 

‘딸’과 같이 의미를 구별하게 해주는 최소의 소리 단위이므로 각각의 음소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유성음 /b/, /d/, /g/ 등은 공명음 사이

에서만 실현되며 의미 구별을 하게 해주는 기능이 없는 이음이다. 그 외 

한국어의 자음 체계는 <표 2>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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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어의 7 모음 체계(강옥미 2003) 

 

 
전설 중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i(ㅣ)  ɨ(ㅡ) u(ㅜ) 

중모음 E/e(ㅔ)  ə(ㅓ) o(ㅗ) 

저모음   a(ㅏ)  

 

둘째, 한국어의 단모음체계는 혀의 위치에 따라 전설, 중설, 후설모음으

로 나뉘고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뉘며 본 연구

에서는 <표 3>에서 제시한 한국어의 7모음체계를 따른다. 

 

표 4. 한국어의 음절에 대한 예시(강옥미 2003) 

 

개음절 
모음 아/a/, 오/o/, 우/u/, 어/ə/… 

자음+모음 개/kɛ/, 구/ku/, 테/tʰe/, 모/mo/… 

폐음절 
모음+자음 악/ak˺/, 옴/om/, 운/un/, 억/ək˺/… 

자음+모음+자음 간/kan/, 곡/kok˺/, 궁/kuŋ/, 멍/məŋ/… 

 

셋째, 많은 외국어의 경우 하나의 모음을 기준으로 두음과 말음에 자음

이 복수로 최대 3개까지 위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하나의 모

음을 기준으로 두음과 말음에 최대 1개의 자음만 위치할 수 있다. 한국어 

음절에 대한 예시는 <표 4>와 같다(강옥미 2003). 

 

1.3 동물의 숲 게임에 나타나는 등장인물 이름의 특징 

 

동물의 숲 게임은 주인공 캐릭터가 동물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이사 

와서 주민들과 함께 낚시, 곤충채집, 인테리어 등의 유유자적한 일상을 보

내는 게임이다. 동물의 숲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남녀 구별이 있

으며 각 성별마다 4가지 성격으로 세분화 (남성 캐릭터는 운동광, 먹보, 

무뚝뚝, 느끼함, 여성 캐릭터는 친절함, 아이돌, 단순활발, 성숙함)가 되어 

있다. 동물의 숲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름은 일반적인 한국인의 이름과는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 이름이 두 글자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음절에 해당하는 한자가 있고 의미가 있음에 비해, 동물의 숲 캐릭터 이름

은 캐릭터를 특징짓는 어휘나 구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한자가 아닌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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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어휘가 많고, 두 글자로 제한되지 않고 성격을 묘사하는 형용사나 

명사 혹은 구를 최대한 압축한 1~5음절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1. 

동물의 숲 캐릭터 이름 말뭉치는 Kawahara et al. (2018)에서 제시한 포켓

몬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캐릭터의 이름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양적 연구

가 가능하다. 이름들은 또한 실제 사용하는 한국어 또는 한국어 음성상징

어에서 파생된 이름이 적지 않다. 예컨대 <그림 1>과 같이 ‘오골계’라는 

실제 사용하는 한국어에서 파생된 ‘오골’이라는 이름은 닭의 모습을 한 캐

릭터이고 ‘철컥’이라는 한국어의 음성상징어에서 따온 이름인데 이 캐릭터

는 로봇의 모습을 한 개구리 캐릭터이다. 한국 인명과는 달리 음성상징어

에서 직접 파생된 이름을 통해 우리는 한자 어휘가 아닌 음성상징어의 음

운론적 특징에 대해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름이 두 음절

로 제한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한국 인명과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제

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동물의 숲 주민 캐릭터인 오골(1)과 철컥(2)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의성어와 의태어로 작성된 이름을 포함하여 

총 392명의 캐릭터 이름을 포함하는 동물의 숲 주민 이름 명단을 언어적 

자원으로 사용하여 외국어와 다른 한국어의 음운론적 특징이 여성의 이름

과 남성의 이름을 결정짓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한

다. 

 

 
1 본 논문에서 언어적 자원으로 사용한 동물의 숲 주민 이름 명단은 다음의 웹사

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animalcrossing.soopoolleaf.com/ko/acnh/animalsearch/?soopoollea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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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론 

 

2.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과정과 데이터에서 음운론적 특징을 변수로 

생성하는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동물의 숲 주민 이름 데이터 수집 과정 

 

첫째, 동물의 숲 게임에 대한 공략과 주민 명단이 포함된 모여봐요 동물

의 숲 백과 웹사이트의 동물 주민 리스트에서 파이썬의 BeautifulSoup 

(Richardson 2007)과 Selenium 2  패키지를 이용하여 주민 리스트에서 성격을 

포함한 캐릭터의 정보가 나타나 있는 일반 주민들의 이름, 성별, 성격, 동

물 종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 다음 이름에 들어간 음운론적 특성들을 변수로 생성하였다. 변수는 

이름에 포함된 음절 수, 전체 분절음의 개수, 평 파열음(ㅂ, ㄷ, ㄱ), 유기 

파열음(ㅍ, ㅌ, ㅋ), 경파열음(ㅃ, ㄸ, ㄲ), 마찰음(ㅅ, ㅆ, ㅎ), 파찰음(ㅈ, ㅊ, 

ㅉ), 공명자음(ㄴ, ㄹ, ㅁ, ㅇ), 모음의 비율, 이름이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공명자음(ㄴ, ㄹ, ㅁ, ㅇ), 전설모음(ㅣ, ㅔ) 그리고 후설모음(ㅜ, ㅗ)으로 시

작하거나 끝나는 경우로 생성했다. 이름에 포함된 음절 수와 분절음의 개

수를 변수로 정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이름의 길이가 이름의 성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사용되었다. 이름의 길이를 측정하는 척도로 음절 

수와 분절음 수를 모두 사용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영어의 음절

구조는 모음이 핵을 이루고 자음이 양 옆으로 최대 3 개씩 실현이 가능한 

구조이다. 그래서 음절 수나 분절음 수 둘 중 하나의 척도만 가지고 이름

 
2 https://www.selenium.dev/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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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이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Slater and Feinman 1985). 본 연구에서

는 이런 현상이 한국어 이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음절 수와 분절음 수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름의 처음과 끝이 어떤 분절

음인 지를 변수로 생성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선행연구의 결과, 이름의 처

음과 끝에 사용된 분절음이 이름의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사용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한국어 이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

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이름의 처음과 끝에 사용된 분절음을 변수로 사용

하였다(Slater and Feinman 1985, Barry and Harper 1995, Perfors 2004, Moorthy et 

al. 2018).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공명음의 개수는 각 변수들마다 전체 분

절음으로 나눈 비율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데이터 분석 방법 

 

2.2.1 카이제곱 검정 

 

본 연구는 이름의 성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의 음

운론적 특징과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한 분석 과정으로 본 연구는 우선 이름에 성별에 따른 음운론적 특징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은 두 명목형 척도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검정 방법이다

(e.g., 홍선경 외 2014, 손원 2020, 임채은 외 2020). 따라서 본 논문은 이름

의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음운론적 특징 중 이름의 첫 분절음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공명음, 전설모음, 후설모음으로 시작하는지 여부와 끝 분

절음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공명음, 전설모음, 후설모음으로 시작하는

지 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성별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다. 

 

2.2.2 t 검정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할 수 없는 연속형 

변수(e.g., 음절 수, 전체 분절음 수, 공명음의 비율, 파열음의 비율, 마찰음

의 비율, 파찰음의 비율)들의 분포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기 위해 t 검정을 사용하였다(Ha et al. 2015, 노경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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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로지스틱 회귀 분석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운론적 특징을 대변하는 변수들 가운데 이름

의 성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구축하였다(e.g., 이창환∙정미나 2016, 권선

아 외 2020, 노경섭 2020).  

연구에서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절차는 첫째, 회귀 모형에 19개의 

독립변수들(이름에 들어간 음절 수, 전체 분절음 수, 공명자음, 파열음, 마

찰음, 파찰음, 모음의 비율, 이름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공명자음, 전설

모음, 후설모음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지)을 모두 입력한 후 단계적 회귀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전진 선택법(i.e., forward selection)을 사용하여 종속변

수인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만을 모형 생성에 활용하였다. 전진선

택법이란 가장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부터 모형에 하나씩 포함

시키면서 종속변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만드는 방법이다(노경섭 

2020). 전진선택법에서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AIC (i.e., 

Akaike’s an Information Creterion) 값이 사용되며 AIC 값이 가장 낮은 모델

이 최적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문건웅 2015). 둘째, 회귀 모델이 사용되

기에 적합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수간의 공선성, 잔차의 독립성 등을 확

인하였다(Winter 2013, 문건웅 2015). 셋째, 예측 모형 평가를 위해 생성된 

회귀 모형식을 실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입함으로써 회귀 모형의 성별 예

측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위의 모든 분석 절차는 통계 프로그램인 R (R 

Core Team 2021)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3. 결과 

 

3.1 카이제곱 검정 결과 

 

3.1.1 이름의 첫 분절음 

 

<표 5>는 이름의 첫 분절음으로 사용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공명자음, 

전설모음, 후설모음이 성별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결과

이다. 분석 결과, 첫 분절음이 파열음인 경우 성별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마찰음, 파찰음, 공명자음, 전설모음, 후설모음인 

경우에는 95% 신뢰구간 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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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이름의 첫 분절음에 따른 성별 간의 차이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χ
2 N df p-value 

파열음 9.064 392 1 < .05 * 

마찰음 0.690 392 1 0.406 

파찰음 1.4116e-31 392 1 1 

공명자음 3.206 392 1 .0734 

전설모음 3.323 392 1 .068 

후설모음 0.049 392 1 .824 

 

<그림 3>은 이름의 첫 분절음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으며, 첫 분절음이 

파열음인 남성의 이름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남성과 여성 캐릭터 이름에 들어간 첫 분절음의 분포 

 

3.1.2 이름의 끝 분절음 

 

<표 6>은 이름의 끝 분절음으로 사용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공명자음, 

전설모음, 후설모음이 성별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결과

www.dbpia.co.kr



이름의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음성상징성 45  

이다. 분석 결과, 이름의 끝 분절음의 분포의 경우, 첫 분절음의 분포와 다

르게 파열음이 아닌 공명자음으로 끝날 때 성별에 따라 95% 신뢰구간 안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첫 분절음이 파열음, 마찰음, 전설

모음, 후설모음일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름의 끝 분절음이 파찰음으로 끝나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

외되었다.  

 

표 6. 이름의 끝 분절음에 따른 성별 간의 차이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χ
2 N df p-value 

파열음 3.710 392 1 0.054 . 

마찰음 0.003 392 1 0.956 

공명음 6.639 392 1 < .01 ** 

전설모음 0.688 392 1 .407 

후설모음 1.508 392 1 .220 

 

<그림 4>는 이름의 끝 분절음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으며 끝 분절음이 

공명음인 남성의 이름이 여성에 비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남성과 여성 캐릭터 이름에 들어간 끝 분절음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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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t 검정 결과 

 

3.2.1 음절 수와 분절음 수 

 

첫 번째로 각 이름에서 포함하는 전체 자음과 모음의 개수를 나타내는 분

절음과 홀로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소리 단위를 나타내는 음절에 대한 

분석 결과, 성별 간에 음절 수는 차이가 있으나, 성별 간의 분절음 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인 Slater and Feinman 

(1985)에서 사용한 영어의 음절구조와 달리, 1.2절에서 언급한 한국어의 음

절구조의 경우 하나의 모음을 기준으로 두음과 말음에 최대 1개의 자음만 

위치할 수 있다. 그래서 분절음 수가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 7. 이름에 들어간 음절 수와 분절음 수에 따른 성별 간의 차이의  

t 검정 결과 

 

 등분산성 t df p-value 

음절 수 등분산 -2.570 390 < .05 * 

분절음 수 등분산 -0.290 390 .772 

 

<표 8>은 성별에 따른 음절 수와 분절음 수의 평균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 캐릭터의 음절 수와 분절음 수의 평균이 남성 

캐릭터 보다 더 높기 때문에 결과에 차이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성별에 따른 음절 수와 분절음 수의 평균 

 

 남성 여성 

음절 수 2.50 2.71 

전체 분절음 수 5.53 5.58 

 

3.2.2 공명음,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모음의 비율 

 

다음으로 공명음,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모음의 비율이 성별 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t 검정 결과이다. 분석 결과, <표 9>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95% 신뢰구간인 α=0.05 을 기준으로 공명음, 파열음, 모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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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마찰음, 파찰음에서는 성별 간의 차이

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이름에 들어간 각 분절음의 개수에 따른 성별 간의 차이의  

t 검정 결과 

 

 등분산성 t df p-value 

공명음 등분산 -2.9831 390  < .01 ** 

파열음 등분산 4.546 390 < .001 *** 

마찰음 등분산 1.315 390 .189 

파찰음 등분산 0.804 390 .422 

모음 등분산 -4.868 390 < .001 *** 

 

<그림 5>는 남성의 이름에는 파열음의 비율이 높고 여성의 이름에는 모

음과 공명음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 남성과 여성 캐릭터 이름에 들어간 분절음의 분포 

 

3.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앞서 기술된 내용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총 세 단계에 걸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로 전진 선택법 (i.e., forward stepwise)을 수행

한 결과, <표 10>과 같이 AIC 가 가장 작은 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로 모

음, 공명자음의 비율, 공명자음으로 끝나는 이름, 마찰음으로 시작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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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후설모음으로 끝나는 이름, 파찰음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유의미한 변

수로써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10. 변수 입력 후 전진 선택법 수행 결과 

 

 AIC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 

회귀 모형 1 523.38 모음의 비율 

회귀 모형 2 503.79 모음의 비율 + 공명자음의 비율 

회귀 모형 3 499.5 
모음의 비율 + 공명자음의 비율 + 공명자음으로 끝

나는 이름 

회귀 모형 4 497.49 
모음의 비율 + 공명자음의 비율 + 공명자음으로 끝

나는 이름 + 마찰음으로 시작하는 이름 

회귀 모형 5 495.75 

모음의 비율 + 공명자음의 비율 + 공명자음으로 끝

나는 이름 + 마찰음으로 시작하는 이름 + 후설모음

으로 끝나는 이름 

회귀 모형 6 494.63 

모음의 비율 + 공명자음의 비율 + 공명자음으로 끝

나는 이름 + 마찰음으로 시작하는 이름 + 후설모음

으로 끝나는 이름 + 파찰음으로 시작하는 이름 

 

둘째로, 변수간의 공선성, 잔차의 독립성 등을 확인하였다. 변수간의 다

중공선은 분산팽창지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값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VIF의 제곱근이 2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을 사용하여. 잔차의 독립성을 알아보

기 위해 더빈-왓슨 검정을 시행한 결과, 더빈-왓슨 값이 2에 가까우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DW = 1.904, p-value = 0.137). 마지막으로 전진 

선택법 (i.e., forward stepwise)을 통해 선택된 변수들을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제시된 <표 11>과 같다.  

 

표 11.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z|) 

(Intercept) -5.083 0.878 -5.787 < .001 *** 

모음의 비율 8.414 1.589 5.296 < .001 *** 

공명자음의 비율 4.554 0.860 5.295 < .001 *** 

공명자음으로 끝나는 이름 -0.798 0.300 -2.656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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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z|) 

마찰음으로 시작하는 이름 0.720 0.326 2.205 < .05 * 

후설모음으로 끝나는 이름 -0.802 0.408 -1.965 < .05 * 

파찰음으로 시작하는 이름 0.713 0.403 1.770 < .0767 .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 종속 변수로 사용된 성별의 경우 여성의 경우 

1, 남성의 경우 0 으로 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이름의 

성별에 영향을 주는 음운론적 특징은 <표 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캐릭

터의 이름에 모음, 공명자음의 비율, 분절음이 공명자음 및 후설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분절음이 마찰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신뢰구간 95%로 이름의 

성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의 회귀식은 다음 (1)과 

같다.  

 

(1) 로지스틱 회귀 모형식 

 

 

 

회귀식을 통한 이름의 성별과 음운론적 특징 간의 관계를 해석해보면 

회귀식의 상수항이 유의하고 -5.0827 으로 음수이므로 동물의 숲에서 사용

된 이름의 경우, 기본적으로 남성의 이름일 확률이 높으며, 공명자음, 후설

모음으로 끝나는 이름이면 남성의 이름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모음, 공명

자음의 비율이 높고 마찰음으로 시작하는 이름일수록 여성일 확률이 더 

높아진다. 

생성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평가를 위해서 동물의 숲 이름 데이터의 

10%를 추출하여 실제 이름의 성별 정보와 모델을 통해 예측된 이름의 성

별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하였다(e.g., 김규완 외 2017, 김태영 

외 2021, 홍종선∙오세현 2021). 표준화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정확도 측

정을 위해 앞서 언급된 모델 평가 과정을 100번 수행하였으며, 수행된 결

과의 정밀도, 재현율, F점수, 그리고 정확도에 대한 평균을 계산한 값은 <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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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로지스틱 회귀 모델 평가 결과 

 

정밀도 재현율 F1-score 정확도 

0.686 0.669 0.671 0.671 

 

분석 결과, 음운론적 특징을 변수로 사용하여 이름의 성별을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정밀도는 약 69%, 재현율은 약 67%, F 점수는 약 

67%, 그리고 정확도는 약 67%로 측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후설모음으로 

끝나는 이름, 저해음과 공명자음이 데이터의 성별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변수였으며, 본 연구의 회귀 분석 결과, 모음의 비율, 공명자음의 비율, 공

명자음으로 끝나는 이름, 마찰음으로 시작하는 이름 그리고 후설모음으로 

끝나는 이름이 영향을 주는 변수로 도출되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후설모음으로 끝나는 이름과 공명 자음이 이름의 성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도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후설모음으로 끝나는 이름과 

공명자음은 영어와 한국어 이름의 성별을 결정할 때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에 존재하는 음운론적 특징이 여성의 이름과 남성의 이

름을 결정짓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이름에서 나타나는 음운

론적 특징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남성의 이름이 파열음으로 시작하거나 공명자음으로 끝나는 이름이 

더 많았다. 이 결과는 Slater and Feinman (1985), Barry and Harper (1995)의 분

석 결과에서 여성의 이름이 공명자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며 Moorthy et al. (2018)의 연구결과에서 공명자음으로 끝나

는 이름이면 남성의 이름이라고 예측한 부분과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Slater and Feinman (1985), Barry and Harper (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이름 데

이터가 1960-90년의 데이터이고, Moorthy et al. (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이

름 데이터의 대부분이 2000년대 이후의 이름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 중 2000년대 이후 이름 데이터를 사용한 

Moorthy et al. (2018)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름에서 나타나는 분절음들의 분포가 성별 간 차이가 있는지 분

석하기 위해 수행한 t 검정 결과, 여성 이름의 음절 수가 남성 이름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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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수보다 더 길고, 공명음, 모음의 비율이 남성 이름보다 여성 이름에서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파열음의 비율은 남성 이름인 경우 여성 

이름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Slater and Feinman 

(1985), Perfors (2004)의 분석 결과 중 여성 캐릭터의 이름이 음절 수와 공

명자음의 비율이 더 높고 남성의 이름일수록 파열음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결과와 일치했다. 즉, 음절 수가 많고 공명자음의 비율이 높은 이름일수록 

이름에 여성의 이미지가 강해지고 파열음의 비율이 높은 이름일수록 남성

의 이미지가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파수가 높은 파열음의 

경우 각지고 뾰족한 이미지인데 반해 주파수가 비교적 낮은 비음의 경우 

부드럽고 둥글둥글한 이미지를 주는데 이런 이미지가 성별의 이미지에 반

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Berlin 2006).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성별과 관련된 

음운론적 특징이 모양이나 크기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향후 추가적으로 분

석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름에서 나타나는 음운론적 특징들 가운데 이름의 성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특징들을 도출하기 위한 로

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공명자음으로 끝나는 이름이나 후설모음으로 끝나

는 이름의 경우, 남성의 이름일 확률이 높아지고 모음의 비율이나 공명자

음의 비율이 높고 마찰음으로 시작하는 이름일수록 여성의 이름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추가적으로 후설모음으로 끝나는 이름과 공

명 자음의 경우, 영어 데이터를 사용한 선행연구와 한국어 데이터를 사용

한 본 연구에서 모두 이름의 성별을 결정짓는데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

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음운론적 특징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로

지스틱 회귀 만을 사용하였다. 성별처럼 종속 변수가 이항 변수인 경우에

는 로지스틱 외에도 의사 결정 나무 분석 혹은 랜덤 포레스트 등의 다른 

알고리즘도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언급된 모델들을 적

용하여 연구를 확장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2021년 7월 

기준의 동물의 숲 캐릭터 이름 데이터를 언어적 자원으로 사용하였다. 분

석 결과 및 로지스틱 회귀를 통해 생성된 모델의 성능을 일반화하기 위해

서는 더 많은 데이터와 실제 이름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실제 사람의 이름이 아닌 게임 캐릭터의 이름을 가지고 분석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물론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실제 한국어에서 차용된 이

름이나 음성상징어로 된 이름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지만 이들이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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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이름의 음운론적 특징 전체를 반영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한국어의 음운론적 특징과 외국어의 음운론적 특징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한국어의 이름에 나타나는 음운론적 특징과 이름의 성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미미한 것을 감안할 때, 연구의 간극을 채웠다는 면에서 의의

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의 사람 이름에 나타나는 음운론적 분

포와 성별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탐구하여 외국어의 이름에 

나타나는 음성상징어의 특징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얻은 것은 음성상징

어의 보편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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