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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연구 방법

❖ 발화 속도는 발화의 전달력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학적 요소 중

❖ 실험 참가자: 20대 서울∙경기 방언 사용자 60명(남녀 각 30명)
❖ 실험 자료: 서울 코퍼스에서 추출한 발화 100개

하나(김상준 1997)
❖ 물리적인 발화 속도(조음속도, 말속도)가 청자가 지각하는 발화

❖ 실험 절차

속도와 다름을 보여주는 선행 연구 존재

- 100개의 실험 자극을 무작위 순서로 참가자들에게 들려줌

ex) 사람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발화 속도가 빠르다고 느끼지만,

- 9점 척도(느림: 1~3점, 보통: 4~6점, 빠름: 7~9점)로 지각 발화
속도 응답

물리적인 발화 속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거나 남성이
빠른 것으로 나타남(Whiteside 1996, 이나라 외 2017)
❖ 물리적인 발화 속도 이외에 발화 속도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음을 시사
❖ 이에 본 연구는 물리적인 발화 속도 이외에 한국어 발화 속도의
지각에 영향을 주는 음성적 특질들을 밝히고자 함

❖ 분석 방법: 혼합 효과 모형(Mixed Effect Model) 활용.
(5.28~8.79초 사이의 발화 73개에 대한 응답들만 분석에 활용)
- 종속 변수: 청자들이 응답한 지각 발화 속도 점수
- 고정 효과: 조음속도, 평균 음높이, 억양구 음절 수, 휴지 빈도,
평균 휴지 길이
- 임의 효과: 개별 화자, 실험 참가자

연구 결과
<표 1> 조음속도, 평균 음높이, 억양구 음절 수, 휴지 빈도, 평균 휴지 길이에
따른 지각 발화 속도 혼합 효과 회귀 분석 결과

❖ 조음속도, 평균 음높이, 휴지 빈도, 평균 휴지 길이가 발화 속도
의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고정 효과
(상호작용 효과)

β

SE

t

p

조음속도

1.064

0.228

4.666

< .001 ***

평균 음높이

0.405

0.049

8.288

< .001 ***

억양구 음절 수

0.075

0.045

1.673

0.094 .

휴지 빈도

-0.306

0.039

-7.903

< .001 ***

빈도 > 평균 휴지 길이 순으로 지각 발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평균 휴지 길이

-0.218

0.045

-4.904

< .001 ***

것을 확인

조음속도:평균 음높이

0.188

0.059

3.191

0.001 **

조음속도:휴지 빈도

0.157

0.054

2.883

0.004 **

평균 음높이:휴지 빈도

-0.222

0.051

-4.388

< .001 ***

억양구 음절 수:평균 휴지 길이

0.118

0.052

2.244

0.026 *

- 조음속도가 느리면 평균 음높이의 효과 작아짐

휴지 빈도:평균 휴지 길이

0.146

0.051

2.852

0.004 **

- 조음속도가 빠르면 휴지 빈도의 효과 작아짐

· p<.1, * p<.05, ** p<.01, *** p<.001.
β, estimated value.

❖ <표 1>의 β값은 각 고정 효과가 1SD 변화할 때에 지각 발화 속
도 점수의 변동량을 나타냄
❖ β값의 절댓값 비교를 통해서 조음속도 > 평균 음높이 > 휴지

❖ 조음속도, 평균 음높이, 휴지 빈도, 평균 휴지 길이 사이의 유의
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휴지 빈도가 많으면 평균 음높이의 효과 작아짐
- 휴지 빈도가 많으면 평균 휴지 길이의 효과 작아짐(그림 1)

결론 및 제언
❖ 물리적인 발화 속도(조음속도) 외에도 한국어 발화 속도의 지각
에 영향을 미치는 음성적 특질(평균 음높이, 휴지 빈도, 평균 휴
지 길이)들 존재
❖ 한국어 사용자들이 발화 속도를 지각할 때에 다양한 변인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확인
❖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실험 자극의 화자가 20대, 40대로
한정되어 있으며, 실험 참가자도 20대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한
계를 가짐
❖ 또한 본 연구에서 검증한 음성적 특질들 외에도 발화 속도의 지
각에 영향을 미치는 음성적 특질들 존재할 수 있음
❖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발화 속도에
<그림 1> 휴지 빈도(x축, SD 단위)와 평균 휴지 길이(실선: +1SD,
굵은 점선: 평균, 얇은 점선: -1SD)의 상호작용 그림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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