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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파열음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요인 가운데 성대진동개시시

간(voice onset time, VOT)은 해당 언어의 파열음에 대한 유무성 

여부를 가늠하게 해 주는 매우 유용한 음성 파라미터이다. 수많

은 연구가 수행된 영어의 경우, 무성 파열음의 VOT는 대체로 

30∼100 msec의 범위에 존재하고, 유성 파열음의 경우는 0∼25 
msec와 －100∼0 msec의 범위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1], 
[2], [3]). 조음위치가 대체로 연구개 쪽으로 갈수록 그 길이가 상

대적으로 길어진다고도 알려져 있다([1], [2], [3]).
또한 VOT는 언어학적 주변 요인들에 의해서도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어의 경우 [4]에 의하면 경음, 평음, 격음 등

의 파열음은 발화속도가 증가할수록 VOT 값이 대체로 감소한

다고 한다. 영어 벅아이 코퍼스를 연구한 [5]를 보면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발화속도가 증가하면 VOT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어의 경우 [1]과 [6]의 연구를 보면, 후행 모음이 저모

음일 때보다 고모음이 올 때 그 값이 보다 증가한다고 한다. <그

림 1>을 보면 /a/ 모음보다 /i/나 /u/ 모음이 후행할 때 파열음의 

VOT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후행 모음에 따른 영어 파열음의 VOT [6]
Figure 1. VOTs of English stop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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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examine the voice onset times (VOTs) of the three types of plosives from the Seoul Corpus 
male speakers in their twenties. In addition, the factors known to affect VOTs were analyzed, including the place and 
manner of articulation, speakers, location in words, type of following vowels and speech rates calculated from the three 
consecutive words. Much of the findings agreed with those from earlier studies on Korean and other languages and new 
discoveries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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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열음의 단어 내 위치, 파열음 소속 음절의 강세 여부, 해
당 단어의 빈도수, 화자의 성별, 화자의 연령대, 발화의 유형 등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5]에 의하면 미국 영어를 

구사하는 여성의 경우 파열음이 어두에 위치할 때가 어중에 위

치할 때보다 VOT 값이 더 크고, 파열음이 속한 음절이 강세를 

받을 때도 VOT 값이 더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화자의 성별과 

연령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7]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의 경우 무성 파열음의 경우 VOT가 보다 더 길고, 유무성 파열

음의 VOT 차이가 남성에 비해 더 크다고 보고하였지만, [8]에 

의하면 남녀간 차이가 없다고 한다. 연령대의 경우도 [8]과 [9]
에 의하면 젊은 연령대보다는 나이든 연령대나 아이들의 경우 

VOT 변이가 보다 더 크다고 한다. 발화의 유형도 음절이나 단

어인지 아니면 문장인지 여부가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

져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진 VOT 값은 실

험 디자인이 연구마다 달라서 요인별로 혹은 분석 대상인 집단

별로 일률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녹음에 쓰인 음절

이나, 단어 혹은 문장이 연구자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아무리 자연스럽게 녹음했다 할지라도 주어진 것을 보

고 소리내어 읽은 낭독체임에는 변함이 없다. [5]의 연구에 쓰인 

[10]의 벅아이 코퍼스 자료만이 자연발화 녹음이기 때문에 일상

적인 상황에서 발화할 때의 구어체 언어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구축된 [11]의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 

코퍼스인 서울 코퍼스의 20 대 남성 5 명의 발화를 분석대상으

로 하여, 자연발화 한국어 음성에서 평음, 경음, 격음의 9 개 파

열음들이 여러 요인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유사한 자연발화 음성인 영어의 벅아이 코퍼스에서의 연구 [5]
와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서울 코퍼스는 영어 벅아이 코퍼스를 벤치마크하여 구축된 자

연발화 음성 코퍼스로서 현재 연구용으로 무료 배포되고 있다. 
총 40명의 화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의 서울 지역 화자 각각 10명씩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로 

남녀 각 5명씩 구성되어 있다. 각 화자당 대략 1시간 정도의 분

량으로 총 40시간의 분량이다.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양

한 주제에 대하여 화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는 이들 중에서 20 대 남성 화자 5 명을 선택하여 분

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들의 화자번호는 s11 부터 s15 까지이

다. 한국어 파열음인 평음 “ㅂ, ㄷ, ㄱ”, 격음 “ㅍ, ㅌ, ㅋ”, 경음 

“ㅃ, ㄸ, ㄲ”의 9 개 자음을 VOT 측정 대상으로 삼았다.

2.2. 파열음의 VOT 측정

VOT 측정 대상이 된 파열음은 프랏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선별

하였다. 서울 코퍼스에는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된 파열음보다 

훨씬 많은 수의 파열음이 존재하지만, <표 1>에서 보듯이 각 화

자별로 대체로 1천여 개의 파열음이 할당되도록 하였으며, 후
행 모음이나 파열음의 종류별로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였다. 그
러나 분석에 사용된 파열음의 개수가 서울 코퍼스의 파열음 분

포 유형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화자별 후행 모음별 파열음별

화자 개수 모음 개수 파열음 개수

s11 1,123 ii 이   562 p0 ㅂ   951
s12 1,103 ee 애   983 ph ㅍ   244

s13 1,390 aa 아 1,169 pp ㅃ   110

s14 1,287 vv 어   752 t0 ㄷ 1,094
s15   992 oo 오   955 th ㅌ   441

합계 5,895 uu 우   684 tt ㄸ   665
xx 으   790 k0 ㄱ 1,392

합계 5,895 kh ㅋ   334
kk ㄲ   664

합계 5,895

표 1. 분석에 사용한 VOT의 개수

Table 1. Number of VOTs analyzed

VOT 측정은 프랏 스크립트가 해당 파열음을 찾아 편집창을 

띄워 주면 수동으로 측정하였다. 즉, 개방파열 순간부터 성대진

동 지점까지를 찾아 마우스로 끌어 놓으면 <그림 2>에서처럼 

VOT 구간이 표시된다. 이 선택 구간을 다시 스크립트가 측정하

여 msec 단위로 출력 로그 파일에 저장하게 된다. <그림 2>를 보

면 VOT가 양의 값을 갖는 경우부터 폐쇄 구간 전체가 유성음화

되어 음의 값을 갖는 경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구개 파열음의 경우 여러 개의 개방 파열이 보이는 경우 첫 

개방 파열을 시작 지점으로 삼았다.
로그 파일에 저장할 때에 VOT 값 말고도 화자 번호, 후행 모

음, 발화 속도, 어절 내 위치 등 다양한 요인들을 자동으로 찾아

내어 기록하게 된다. 여기서 발화 속도는 파열음을 중심으로 좌

우 총 세 어절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계산하였고, 발화 속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림 2. VOT 측정 예

Figure 2. Samples of VOT measurements

2.3. 분석 방법

VOT 값과 발화 속도 등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값들은 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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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고 필요에 

따라 히스토그램, 박스 플롯, 상호 작용 플롯, 산점도 등을 이용

하여 분포 경향을 나타내었다. VOT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는 통계 프로그램인 알 스튜디오([13])를 이

용하여 반복측정 일원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과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유의성은 사후분석의 경우 * 기호를 하나 

이용하여 95% 신뢰구간에서의 유의성을 나타내었고, 기호가 

두 개인 ** 경우 99%, 기호가 세 개인 *** 경우 99.9%의 신뢰구

간에서 유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였다.

3. 결과

3.1. VOT 값 분석

분석 대상인 파열음에 대하여 VOT 값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평음인 “ㅂ, ㄷ, ㄱ”의 

경우 격음이나 경음보다 VOT 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때로

는 음의 값을 갖기도 한다. 이에 비해 격음인 “ㅍ, ㅌ, ㅋ”는 경음

인 “ㅃ, ㄸ, ㄲ”에 비해 더욱 큰 VOT 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양순음 치경음 연구개음

파열음 

종류

p0 
ㅂ

ph 
ㅍ

pp 
ㅃ

t0 
ㄷ

th 
ㅌ

tt 
ㄸ

k0 
ㄱ

kh 
ㅋ

kk 
ㄲ

평균(msec) -13  52  19 2 49 22 -3 59 32
표준편차 45 20 15 38 16 8 48 25 12

표 2. 측정한 VOT의 값

Table 2. VOTs measured

그러나, 표준편차 수치를 보면 양상이 조금 달라진다. 격음이

나 경음의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평균값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지만, 평음 “ㅂ, ㄷ, ㄱ”의 경우는 표준편차가 평균값에 비해

서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준편차는 자료 값이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를 나타내는 산포도 척도이므로 이런 

경우 히스토그램을 통해 그 분포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평음, 격음, 경음의 VOT 값들을 [5]의 벅아이 코퍼스 

자료와 같은 축으로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면 양순음은 <그림 

3>, 치경음은 <그림 4>, 연구개음은 <그림 5>와 같다. 우선 한국

어 평음 “ㅂ, ㄷ, ㄱ”의 히스토그램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

나, 두 개의 봉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음수 영역

에 존재하는 봉우리들은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화가 진행된 평

음의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3. 양순 파열음의 히스토그램

Figure 3. Histogram of bilabial stops

그림 5. 연구개 파열음의 히스토그램

Figure 5. Histogram of velar stops

그림 4. 치경 파열음의 히스토그램

Figure 4. Histogram of alveolar st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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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수 영역 봉우리의 위치, 즉 최빈값을 보면, 평음의 종류에 

따라 그 위치가 약간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평음의 양수 구간

과 음수 구간에 대하여 각각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면 <표 

3>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양의 값 구간에서는 치경음의 VOT 
값이 가장 작고, 연구개음이 제일 크며, 음의 값 구간에서는 치

경음의 절대값이 가장 작고, 양순음이 제일 큰 것을 알 수 있다.

양순음 p0 
ㅂ

치경음 t0  
ㄷ

연구개음 k0 
ㄱ

양수 평균(표준편차) 47 (23) 40 (21) 58 (28)
음수 평균(표준편차) -41 (13) -29 (10) -35 (13)

미국 영어, 여성 [5] /p/ /t/ /k/
평균(표준편차) 45 (23) 64 (24) 61 (22)

표 3. 평음의 양수 음수 구간의 VOT 값
Table 3. Plus and minus VOT values for lax stops

한국어 평음 VOT의 양수 구간과 [5]의 벅아이 코퍼스 무성 파

열음의 VOT를 <표 3>의 아래 부분에 비교하였고, 히스토그램

과 박스 플롯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한국어는 남성이고 영

어는 여성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어의 경

우는 치경음 양수 구간의 값이 가장 작고 연구개음이 가장 큰 

반면, 영어의 경우는 양순음의 값이 가장 작고 치경음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벅아이코퍼스 세 젊은 여성 화자의 VOT [5]
Figure 6. VOTs of three young females from the Buckeye corpus[5]

3.2. 요인에 따른 VOT 값 분석

이번에는 VOT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 요

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살펴볼 요인은, 파열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화자, 어절 내 위치, 후행 모음의 종류, 발화 속도 등

이다.
우선 조음 위치가 VOT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반

복측정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F(2,8)=19.21(***)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는 치경

음과 연구개음 사이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조음 방법의 경우에도 반복측정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

고, F(2,8)=506.4(***)로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평음, 격음, 경음의 세 집단 사이에 모

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의 각 조음 위치별 패널을 살펴보면, 조음 방법에 따

라 VOT가 매우 다른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 분명한 차이를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평음의 경우는 최빈값의 봉우리가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제 2 사분위수와 제 3 사분위수 사이의 간격이 

매우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파열음 VOT의 박스 플롯

Figure 7. Boxplots of stop VOTs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의 두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을 알아보

기 위하여 반복측정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F(4,16)=28.04(***)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의 상호작용 플롯을 보면, 조음 방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격

음이 VOT가 가장 크고 경음과 평음의 순서로 작아지고 있다. 
조음 위치를 살펴보면, 격음과 경음의 경우는 연구개음이 VOT
가 가장 크지만 평음의 경우는 치경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8. 화자와 파열음 종류의 상호작용 플롯

Figure 8. Interaction plots of VOTs by speaker and stop type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 요인이 화자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상호작용 플롯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우선 평음에 대하여 화자와 조음 위치별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치경음의 VOT가 가장 크고 연구개음과 양순음의 순서로 작아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격음과 경음의 패널을 보면 연구

개음의 VOT가 가장 크고 치경음과 양순음은 그 유형이 불규칙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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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화자와 파열음 종류의 상호작용 플롯

Figure 9. Interaction plots of VOTs by speaker and stop type

다음으로 어절 내 위치, 즉 파열음이 어두에 위치하느냐 어중

에 위치하느냐가 VOT에 미치는 영향을 t-검정을 실시하였다. 
데이터의 분포가 비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으므로 비모수 검정 

방법인 Welch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5334.26)=26.1014(*)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열음의 종류별로 박

스 플롯을 나타내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어절 내 위치에 따른 VOT값 박스플롯

Figure 10. Boxplots of VOTs by location in phrasal words

<그림 10>의 왼쪽에 수직으로 늘어선 세 개의 평음 패널에서 

보듯이, 평음이 어두에 위치할 때가 어중 때보다 VOT가 상대적

으로 큰 것을 볼 수 있다. 격음을 살펴보면, 역시 어두가 어중보

다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다. 각 격음에 대하여 비모수 t-검정을 

실시한 결과 “ㅍ”에 대하여는 t(157.057)=3.7135(*), “ㅌ”은 

t(150.32)=4.5574(*), “ㅋ”은 t(163.235)=3.4376(*)로 모두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음에 대하여는 연구개음 

“ㄲ”에 대하여만 t(415.728)==4.5018(*)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그림 11. 화자와 어절 내 위치의 상호작용 플롯

Figure 11. Interaction lots of VOTs by speaker and location 
in phrasal word

어절 내 위치가 화자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상호작용 플롯을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평음과 격음의 

경우에는 모든 화자에 있어서 어두의 경우가 어중에 비해 VOT
가 더 컸지만, 경음에 있어서는 어중이 더 큰 경향을 나타내었

다.

그림 12. 파열음과 어절 내 위치의 상호작용 플롯

Figure 12. Interaction lots of VOTs by stop type and location in 
phrasal word

어절 내 위치와 조음 위치와의 상호작용은 <그림 12>에서 볼 

수 있다. 화자별 양상을 나타낸 <그림 11>에서와 마찬가지로 평

음과 격음의 경우, 조음 위치와 상관없이 어두에서 VOT가 커지

나, 경음의 경우에는 어중에서 값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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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모음의 종류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

정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F(6,24)=6.677(***)로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파열음별 후행 모음에 따른 박스 

플롯은 <그림 13>에, 사후분석 결과는 <표 4>에 나타내었다.

그림 13. 후행 모음에 따른 VOT 박스 플롯

Figure 13. Boxplots of VOTs by following vowels

aa 아 ee 애 ii 이 oo 오 uu 우 vv 어
ee 애
ii 이 * *
oo 오 * *
uu 우 * * *
vv 어 * * *
xx 으 * * *

표 4. 후행 모음에 따른 사후분석 결과

Table 4. Post-hoc analysis of VOTs by following vowel

<그림 13>에서 보듯이, 후행 모음에 따른 파열음의 VOT는 매

우 불규칙해 보인다. <표 4>의 사후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

다. 다만 모음 “이”의 경우는 다른 모든 모음과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고 있다. [1]과 [6]에 의하면 영어의 경우 후행 모음이 고모

음일 때 VOT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지만, [12]에 의하면 한국

어 자연발화 음성의 고모음은 이전에 낭독체 연구에서 알려진 

것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서 “오” 모음도 상당히 높은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후행 모음 중 고모음인 “이, 우, 오”와 

저모음인 “아”를 따로 비교하여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그림 14. 서울코퍼스 남성의 모음 포먼트 분포 [12]
Figure 14. Distribution of vowel formants for Seoul corpus 

males [12]

파열음 후행 모음별로 VOT 값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반복측정 일원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파열음은 “ㄸ, ㄱ”밖에 없었고, 이들에 대해 사후분석을 실

시한 결과, “ㄸ”의 경우에는 “우-오, 우-아” 사이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고, “ㄱ”의 경우에는 “이-우, 이-오, 이-아” 사이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영어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림 15. 후행 모음의 고저에 따른 VOT 박스 플롯

Figure 15. Boxplots of VOTs by the height of following vowels

하지만, 화자와 후행 모음의 상호작용(<그림 16> 참조)을 보

면 약간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맨 아래 패널 경음의 경우, 고모

음 “이, 우”의 VOT가 “아”에 비해 불규칙하긴 해도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중간 패널 격음의 경우, 12 번 화자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역시 고모음의 VOT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맨 위 

평음의 경우 후행 고모음과 저모음 사이에 규칙적인 패턴을 찾

기는 힘들다.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 또 낭독체와 자연발화의 차

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후행 모음의 높이가 VOT에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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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화자와 후행 모음 높이의 상호작용 플롯

Figure 16. Interaction plots of VOTs by speaker and following vowel height

마지막으로 발화 속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

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선과 산점도를 <그림 17>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데이터가 두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평음의 데이터가 양의 값과 음의 값으

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데이터를 나타낸 산

점도에서 발화 속도와의 상관관계를 보기는 힘들다.

그림 17. 발화속도에 따른 VOT값 산점도

Figure 17. Plots of VOTs by speech rates

이번에는 파열음의 종류별로 발화 속도(음절수/초)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는 

없으며 설명량이 큰 “ㅌ, ㅋ, ㄲ”의 경우라 할지라도 각각 3.5%, 
7.8%, 3% 정도로 그 양이 매우 적다.

그림 18. 파열음별 발화속도에 따른 VOT값 산점도

Figure 18. Plots of stop VOTs by speech rate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 코퍼스인 서울 코퍼스의 

20대 남성 5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평음, 격음, 경음 등 9
개 파열음의 성대진동 개시시간을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 화
자, 어절 내 위치, 후행 모음의 종류, 발화 속도 등의 요인의 관

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평음의 경우 모음 사이에 있을 때는 주로 음의 VOT 값을 갖

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양의 VOT 값을 갖는 등 두 개의 영역

을 나타내었다. 격음은 경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

내었고, 평음의 양의 VOT 구간의 분포 양상은 격음의 구간 및 

영어 무성 파열음의 구간과 비슷하게 겹치는 양상을 나타내었

다.
대체로 조음 위치에 있어서는 연구개음이 가장 큰 VOT 값을 

보였고 조음 방법에 있어서는 격음의 VOT가 가장 컸지만, 세부

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였다. 조음 위치와 조음 방

법은 화자와도 상호작용을 보여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파열음의 어절 내 위치에 따른 영향에 있어서는 일부 경음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어두에 위치할 때 VOT 값이 더 큰 것

으로 나타났고, 조음 위치 및 화자와의 상호작용도 보여 경음의 

경우에는 어중에 위치할 때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후행 모음의 영향에 있어서는 영어의 경우에서와 달리 모음

의 고저 요인이 VOT 값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발화 속도도 또한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낭독체 발화를 주로 연구한 선행 연구들과 달리 한

국어 자연발화 음성의 파열음을 대상으로 성대진동 개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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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자연발화 구어체의 특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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