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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는 소통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소
통이란 의사소통(communication)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로 ‘사
람간의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서로 간에 잘 통함’을 의미한다. 
즉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필수적인 능
력인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커
뮤니케이션 방법과 기술 등이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화자(speaker)의 음성이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음성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증명됨에 따

라(권순복, 2009; 박란희 & 이시훈, 2009; Buller & Aune, 1988; 
Street & Hopper, 1982; Smith et al., 1975), 음성에 대한 역할과 중

요성은 더욱 주목 받고 있다. 그리고 Ford & Wolvin(1993)는 음

성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대중연설, 대인 커뮤니케이션, 집단 

커뮤니케이션, 인터뷰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커뮤

니케이션 분야에서 목소리 효과에 대한 연구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호소력 있는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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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good impression using speech manipulation scripts and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preferred speech voice. Fourty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have 
been exposed to the Gyeongsang dialect spoken by their friends and family for more than 15 years. Two sample voices(1 
male and 1 female),  considered as giving good impression, were subject to voice analysis. Two students were asked to 
read the sample paragraph of ‘Walking’ and their voice samples were analyzed through Praat. The collected speech data 
were manipulated into 4 different sets by changing pitch level, degree of loudness and speech rate. First, both men and 
women received good impression more from pitch-lowered sound than from the original one. Second, men tended to 
receive good impression more from slightly louder voice than from the natural-pitched one. Third, it was shown that men 
often felt more drowned to a voice at slightly faster speech rate than at the original speech rate. Overall, both male and 
female listeners favored lower pitch over the original pitch. Men tended to prefer louder voice sound while women 
preferred less loud one. Men received better impression at a lower speech rate but women at a faster speec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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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특징들을 음성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그때 상황이

나 환경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사용한다. 또한 의사소

통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말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각 개인 음성을 잘 나타내거나 성별을 구별 짓는 역할을 하는 

음도(pitch)의 변화를 주거나, 소리의 강도(loudness)를 바꿔가면

서 음성의 비언어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음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물론

이고, 그 사람의 첫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더불어 메

시지를 통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음성언어적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준언어적인 특징들을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차지하기도 한다(이유나 & 허경호, 
2008). 이보다 앞선 연구에서 Mehrabian(1969)은 대화를 통해 메

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8%, 표정 

및 태도가 55%, 메시지의 내용은 단지 7%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요소들 중 음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들에는 발음, 말의 속도, 음성의 크기, 억양, 강세, 음도 등의 요

소들을 나타내기도 하며(이도영, 2002), 이와 같은 음성은 인간

의 미묘한 감정을 전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어

의 의미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기도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음성을 통해 수많은 감정을 표출할 뿐만 아니라 의사

소통의 수단으로 쓰이게 되는 말은 인간의 복잡한 정신적 구조

를 갖는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외모보

다 음성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도 한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음성에 담겨 있는 정보에는 여러 가지 메

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음성은 화자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매개

체로 청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화자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로는 남·여에서는 음도의 높낮

이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변화를 가지는 억양, 발음, 공명

성, 비음성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Miyake & Auckerman, 
1993). 국내문헌 중 실험연구를 통한 결과에서는 남자에서는 억

양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였고, 여자에서는 음도, 말의 

속도, 억양의 변화가 상호작용해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고 하였다(권순복, 2015).
최근 보고되는 문헌을 통해 매력적인 목소리의 특징들과 준

언어적인 구성 요소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
내·외 문헌들 중에서 실험연구에서 보고되는 18 편의 문헌에서 

음성의 구성 요소들 중 준언어적인 요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박영근, 1982; 이선미, 1999; 임태섭, 1999; 
Collins & Missing, 2003; 김명주 & 나은영, 2005; Smith et al., 
2005; Bruckert et al., 2006; 박경희, 2011; Jones et al., 2008; 박란희 

& 이시훈, 2009; Mehrabian & Williams, 1969; Aronovitch, 1976; 
Apple et al., 1979; Brandt,1979; Street et al.,1984; Miyake & 
Zuckerman, 1993). 즉, 준언어적인 구성 요소들 중 음도가 가장 

많은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음도, 속도, 음질, 강도, 

쉼, 억양, 발음 순서로 나타났다(권순복, 2012).
하지만 많은 문헌들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음성의 준언어학

적 구성 요소들에 대한 특징만을 언급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그 

요인 들 간에 어떠한 특징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성을 구성하는 각 요

인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나 각 요인들이 어떻

게 작용하여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음성을 형성하는지에 대

한 연구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호감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들로는 앞선 연구들에서 

보고된 변인들에는 음도, 속도, 음질, 강도, 쉼, 억양, 공명 등 여

러 가지 변인들로 구성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 변조 

스크립트를 이용한 평가에서는 음질, 억양, 공명 등에 대한 변조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없는 변인이어서 이를 제외하

였고, Praat 스크립트를 적용 가능한 변인에 해당되는 음도, 강
도, 말의 속도를 사용하여 말소리 호감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 변조 스크립트를 이용한 호감

도 청취평가를 통해 말소리 호감도 알아보고, 선호도가 높은 음

성은 어떠한 특징적인 요소들에서 기인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청자의 경우 서울지역 및 

충청도 출신의 학생 7명을 제외하고, 경상도 말을 15년 이상 사

용하는 남·여 대학생 총 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중 가

장 선호되고 호감을 가지는 화자 남·여 각각 1명씩(총 2명)의 음

성을 화자의 음성으로 선택하였다. 이전 연구(권순복, 2015)에
서 가장 호감도가 높았던 남·여 화자 각각 1명의 음성을 선택하

였으며, 청자는 20대 대학생 남학생(18명), 여학생(22명), 총 40
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다<표 1>. 청지각적인 평

가를 실시하는 대상자들은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학생들 

중 본 연구자의 언어병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남·여 대학생들로 

구성하였으며, 가장 선호되는 호감도를 가진 남·여 학생의 원래 

음성을 연구 절차에 따라 스크립트로 변조된 음성으로 변환하

여 만든 음성을 들려주었으며, 청자는 발화되는 음성을 듣고 청

지각적인 평가를 실시하는데 청각적으로 이해와 표현에 있어

서 문제가 없는 대상자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모든 참여대상 학

생들에게 연구동의서를 받고 실험을 실시하였다.

classification

 subjects of voice 
collection

subjects of perception 
evaluation

  speakers listeners

male female male female

case 1 1 18 22

표 1. 연구표집 대상

Table 1. Subjects of study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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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절차

음성데이터의 내용은 ‘산책’ 문단 중 앞부분에 해당하는 문단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하다.”를 편안하게 읽게 한 후, 음성디지털 녹음

기(SONY PCM-D50; 96 kHz/24 bit, Japan)로 녹음하였다. 녹음 

시 피험자 간 입과의 거리는 15cm로 균일한 간격을 두고 측정

하였다. 남·여 화자의 연령은 24세, 22세였으며, 청자의 연령 분

포는 21세에서 25세였으며, 평균 남자 23세, 여자 21세였다.

speaker
sFo
(Hz)

duration
(sec)

frequency(Hz) range
(Hz)

intensity
(dB)min    max

male 125.7 5.082 83.3 186.4 103.1 69.6

female 237.9 6.064 105.9 311.9 206 68.4

표 2. 남·여  화자의  음성 특징

Table 2. Voice characteristics of male and female speaker

variables
stages

1 stage 2 stage 3 stage 4 stage

sFo 
(Hz)

male 102.6 115.4 139.3 153.4

female 191.7 215.6 263.6 286.8

intensity 
(dB)

male 64.2 66.5 69.9 71.3

female 66.7 68.1 72.5 73.9

duration
(sec)

male 4.057 4.544 5.526 6.032

female 4.820 5.406 6.578 7.208

표 3. 변조된 말소리의 청취평가 단계

Table 3. Auditory evaluation stage of manipulated voice

음도, 강도, 말의 속도인 3 가지 변인들을 2 단계(원래의 음성

보다 2 단계 낮게/작게/느리게, 2 단계 높게/크게/빠르게)로 변조

를 한 이유는 Praat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변조를 했을 때 2 단계 

이상으로 변조를 시행했을 때 말소리의 단계별 변화의 폭이 너

무 크게 나타나서  청취평가 시 확연하게 큰 차이를 보여 2 단계

의 변조가 가장 적절한 변화의 차이를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 2 
단계의 형태로 변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변조 후 전체 샘플의 수는 24 개의 스크립트 샘플 음성을 사

용하였는데, 남·여에서 음도변조 8 개, 강도변조 8 개, 말의 속도 

변조 8 개 총 24 개의 음성변조 샘플을 사용하였다. 원래의 음성

을 4 단계로 변조하였으며, 원래의 음성을 평가에 사용하지 않

은 이유는 변조된 4 개의 음성과 원래의 음성 간에 음질의 차이

가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의 음성은 평가에서 제외하

였다. 또한 변조음성샘플 평가에서는 무작위로 음도 평가 후 강

도평가 그리고 말의 속도의 평가 순으로 소음이 차단된 강의실

에서 들려주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에서 다른 조건으로 변조

한 이유는 남자의 경우 기본주파수(125.7 Hz)와 여자의 기본주

파수(237.9 Hz)의 값이 2 배 의 차이로 인해 음성변조의 스크립

트를 만들어서 구현해서 4 단계로 변조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며, 음성변조 샘플을 만들 때 단계별로 변화의 폭이 가장 적절한 

차이를 보이는 4 단계의 변조로 구성하였다. 그 이상의 단계로 

구현했을 때 나타나는 변조 음성은 단계별 변화의 폭이 너무 커

서 청취실험을 하는데 무리가 있어 4 단계 변조음성 샘플로 스

크립트를 만들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기술통계량으로 분석하였으며, 호감

도 청취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음도, 강도, 말의 속도 3 가지 

변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가지의 타당도를 높

이기 위해 이전 실험연구 평가방법(권순복, 2015)을 토대로 음

성 변조를 4 단계로 변조한 것을 바탕으로 4 분 척도의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문항내적 타당도를 파악한 결과 .78 의 비교적 높

은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다. 사용한 평가지는 부록 1 에 제

시하였다.
호감도에 영향을 주는 음성의 준언어적 구성 요소의 특징 분

석을 위해 음도측면에서는 원래의 음도(125.7 Hz)에서 남자의 

말소리 변조에서는 원래의 음도보다 낮은 음도 2 단계(102.6 Hz, 
115.4 Hz)와 높은 음도인 2 단계(139.3 Hz, 153.4 Hz)로 나누어  말

소리를 변조하였으며<표 2>, 여자의 말소리 변조에서도 원래의 

음도(237.9 Hz)보다 낮은 음도 2 단계(191.7 Hz, 215.6 Hz)와 높은 

음도 2 단계(263.6 Hz, 286 Hz)로 말소리 음도를 변조하여 4 단계

의 말소리를 들려주고 청자의 청지각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3>.
강도 측면에서는 남자의 말소리 강도의 변조에서는 원래의 

강도(69.6 dB) 보다 낮은 강도인 2 단계(64.2 dB, 66.5 dB), 높은 

강도인 2 단계(69.9 dB, 71.3 dB)로 나누어 말소리 강도를 변조하

였으며, 여자의 말소리 강도의 변조에서는 원래의 강도(68.4 dB) 
보다 낮은 강도인 2 단계(66.7 dB, 68.1 dB), 높은 강도인 2 단계

(72.5 dB, 73.9 dB)로 나누어 말소리 강도를 변조하여 청지각적

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말의 속도 측면에서는 남자의 말소리 속도 변조에서는 원래

의 말의 속도(5.082 초)보다 느린 속도 2 단계(4.057 초, 4.544 초)
와 빠른 말의 속도인 2 단계(5.526 초, 6.032 초)로 나누어 말의 

속도를 변조하였으며, 여자의 말소리 변조에서도 원래의 말의 

속도(6.064 초)보다 느린 속도 2 단계(4.820 초, 5.406 초)와 빠른 

말의 속도인 2 단계(6.578 초, 7.208 초)로 나누어서 청지각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말소리 변조 스크립트를 이용한 호감도 청

취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음도, 강도, 말의 속도의 요소들로 

구성하여 평가하였다<표 4>.
본 연구과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선택된 객관적인 변수(음도, 

강도, 속도)를 통해 남·여 40 명의 청자의 청지각적인 평가를 통

해 호감도에 영향은 주는 음성의 준언어적인 구성 요소의 특징

을 분석하였다.
Praat 프로그램(version 5404_win32)을 이용하여 화자의 남·여 

대학생의 ‘산책’문단의 발화 내용을 음도, 강도, 말의 속도를 바

꾸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말소리 4 단계로 분류하여 스크립트로 

구성하여 음성을 변조하였다<부록 2>. 말소리 호감도의 청취평

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4 단계로 구성된 말소리를 통해 

선호되는 음성의 특징인 음도, 강도, 말의 속도에 대한 호감도 

청취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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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평가는 청자 남·여 대학생에게 부록 1 에서 제시하는 말

소리 호감도 청취평가를 통해 음도, 강도, 말의 속도 요소를 가

지로 변조된 화자의 음성을 4 단계(1, 2 단계-원래의 말소리 보

다 낮은 음도/낮은 강도/느린 말의 속도와 3, 4 단계-원래의 말소

리 보다 높은 음도/높은 강도/빠른 말의 속도)로 음성으로 들려

준 후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은 본 실험에 

앞서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1 명의 샘플의 음성을 가지고 

청취평가에 대한 연습을 한 후에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 변조 스크립트를 이용한 음도, 강도, 말
의 속도에 대한 호감도 청취평가에서 준언어적 구성 요소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음도 변조에 의한 말소리 호감도 청취평가

말소리 변조 스크립트를 이용한 호감도 청취평가에서 나타난 

말소리의 음도 측면에서 4 단계로 나누어서 실험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즉, 남·여 각각 1명씩의 화자 말소리를 변조하여 원

래의 음도 보다 낮은 음도의 말소리와 높은 음도의 말소리를 2
단계의 말소리 변조를 실시해서 총 4 단계로 변조해서 만든 음

성을 40명의 청자에게 들려준 후 호감도를 알아본 청취평가 결

과이다.
남자 화자에 대한 남·여 청자의 호감도에서는 원래의 화자음

도(남: 125.7 Hz, 여: 237.9 Hz) 보다 조금 낮은 음도(II stage; 남자

-115.4 Hz, 여자-215 Hz)에서 선호도가 제일 높았으며, 여자 화자

에 대한 남·여 청자의 호감도에서도 원래의 화자음도 보다 조금 

낮은 음도(II stage)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listener
(n=40)

speaker(n=2)

male(n=1) female(n=1)

1* 
stage

II 
stage

III 
stage

IV 
stage

1 
stage

II 
stage

III 
stage

IV 
stage

male
(n=18)

22.2
%

50% 27.8
%

0% 11.1
%

55.6
%

33.3
%

0%

female
(n=22)

27.3
%

68.2
%

4.5
%

0% 0% 72.7
%

22.7
5%

4.5
%

표 4. 말소리 호감도에 청취평가(음도)
Table 4. Auditory perception of speech good impression(sFo)

* I stage: more low sFo, II stage: low sFo, III stage: high sFo, IV stage: more 
high sFo

즉, 음도에서는 남자 화자에 대한 선호도는 일반적으로 20 대

의 남성 화자의 음도보다는 다소 낮은 저음의 음도에 대해 호감

도를 더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화자에 대한 선호도에서

는 남·여 청자의 호감도가 III stage(263.6 Hz) 음도 보다는 II 
stage(215.6 Hz)에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원래의 음도(237.9 
Hz)보다 48Hz가 높은 음도로 변조되어 오히려 원래의 음도 보

다 22.3 Hz 낮은 음도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강도 변조에 의한 말소리 호감도 청취평가

말소리 변조 스크립트를 이용한 호감도 청취평가에서 나타난 

말소리의 음도 측면에서 4 단계로 나누어서 실험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말소리 강도에서도 남·여 각각 1명씩의 화자 말소리

를 변조하여 원래의 강도 보다 낮은 음도의 말소리와 높은 강도

의 말소리를 2단계의 말소리 변조를 실시해서 총 4 단계로 변조

해서 만든 음성을 같은 방법의 청취평가를 실시한 결과이다.

listener
(n=40)

speaker(n=2)

male(n=1) female(n=1)

1* 
stage

II 
stage

III 
stage

IV 
stage

1 
stage

II 
stage

III 
stage

IV 
stage

male
(n=18)

27.8
%

27.8
%

33.3
%

11.1
%

22.2
%

22.2
%

22.7
%

4.5
%

female
(n=22)

40.9
%

40.9
%

18.2
%

0% 18.2
%

54.6
%

22.7
5%

4.5
%

표 5. 말소리 호감도에 청취평가(강도) 
Table 5. Auditory perception of speech good impression (intensity) 

* I stage: more low intensity, II stage: low intensity, III stage: high intensity,  
 IV stage: more high intensity

남자 화자에 대한 남자 청자의 선호도에서는 원래의 화자강

도(69.6 dB) 보다 조금 큰 강도(69.9 dB)에서 선호도가 높았으며, 
여자 청자의 선호도에서는 조금 낮은 강도(66.5 dB)와 더 낮은 

강도(64.2 dB)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

자 화자에 대한 남자 청자의 선호도는 조금 큰 강도(72.5 dB)가 

선호도가 높았고, 여자 청자의 선호도는 조금 낮은 강도(68.1 
dB)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말소리 강도의 변조에서는 단계별 간

격의 폭을 조금씩 둠으로 인해 청자의 선택에 있어서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3.3. 말의 속도 변조에 의한 말소리 호감도 청취평가

말소리 변조 스크립트를 이용한 호감도 청취평가에서 나타난 

말의 속도 측면에서 4 단계로 나누어서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찬가지로 말의 속도에서도 남·여 각각 1명씩의 화자 말

소리를 변조하여 원래의 말의 속도 보다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

의 말소리를 2 단계의 말소리 변조를 실시해서 총 4 단계로 변

조해서 만든 음성을 같은 방법의 청취평가를 실시했다.

listener
(n=40)

speaker(n=2)

male(n=1) female(n=1)

1* 
stage

II 
stage

III 
stage

IV 
stage

1 
stage

II 
stage

III 
stage

IV 
stage

male
(n=18) 0%

33.3
%

66.7
% 0% 0%

72.2
%

27.8
% 0%

female
(n=22)

0% 18.2
%

81.8
%

0% 4.5
%

86.4
%

9.1
%

0%

표 6. 말소리 호감도에 청취평가(말의 속도) 
Table 6. Auditory perception of speech good impression (speech duration)  

* I stage: more fast duration, II stage: fast duration, III stage: slow duration,  
 IV stage: more slow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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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자에 대한 남·여 청자의 호감도에서는 원래의 화자의 

말의 속도(남: 4.057 초, 여: 6.064 초) 보다 조금 느린 말의 속도

(III stage; 남자-5.526 초, 여자-6.578 초)에서 선호도가 제일 높았

으며, 여자 화자에 대한 남·여 청자의 호감도에서도 원래의 화

자의 말의 속도 보다 조금 빠른 말의 속도(II stage: 남자-4.544 초, 
여자-5.406 초)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 변조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준언어적 구

성 요소인 음도, 강도, 말의 속도의 변화를 통해 말소리의 호감

도를 알아보고, 말소리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는 어떠

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화자는 

‘산책’ 문단 중 앞부분에 해당하는 문단의 음성을 사용한 음성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말소리 호감도 평가를 위해 청취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4단계(음도-많이 낮다(1단계), 조금 낮다(2
단계), 조금 높다(3단계), 많이 높다(4단계)로 구성된 말소리 변

조 스크립트로 만든 음도, 강도, 말의 속도에서 단계별로 차이

를 가지는 음성을 들려주고 40명의 남·여 대학생들에게 가장 선

호도가 높은 음성을 선택하게 하였다.
말소리 변조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생성한 말소리 중에서 호

감도가 가장 높았던 남·여 화자의 말소리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

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도 변조에 의한 말소리 호감도 청취평가에서 남성 화

자에 대한 남·여 청자의 호감도는 원래의 화자 음도 보다 조금 

낮은 음도(II stage; 남자-115.4 Hz, 여자-215 Hz)에서 선호도가 제

일 높았다. 남·여 청자의 이와 같은 결과는 화자인 남성에 대한 

목소리 호감도의 경우에서는 원래의 남자의 음도보다 더 낮은 

중저음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결과와 일치한다(Smith 
et al., 2005; Jones et al., 2008; 박란희 & 이시훈, 2009; 권순복, 
2015). 반면, 여자 화자에 대한 남·여 청자의 호감도에서는 일반

적인 여성 화자 음도 보다 조금 낮은 음도(215.6 Hz)에서 선호도

가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음도 변조에서 4 단계로 분류한 변조 스크

립트에서 음도 분류 간격에 의한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는데, 원래의 여성 화자의 음도(237.9 Hz)를 4 단계

(191.7 Hz (I stage) – 215.6 Hz  (II stage) – 263.6 Hz  (III stage) – 
286.8 Hz (IV stage) ) 로 분류할 때 음도의 주파수를 보면 3 단계

(263.6 Hz)의 주파수가 다소 높은 음도여서 오히려 그 보다 낮은 

2 단계(215.6 Hz)에 속한 음도의 여자 화자의 음성을 더 선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음도에서는 남자 화자에 대한 선호도는 일반적으로 

20 대의 남성 화자의 음도보다는 다소 낮은 저음의 음도에 대해 

호감도를 더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화자에 대한 선호도

에서는 남·여 청자의 호감도가 다소 높은 3 단계(263.6 Hz) 음도 

보다는 2 단계(215.6 Hz)에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원래의 음도

(237.9 Hz)보다 48Hz가 높은 음도(263.6 Hz)로 변조되어 오히려 

원래의 음도 보다 22.3 Hz 낮은 음도(215.6 Hz)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소리의 구성 요소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면, 여러 가

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요소는 음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요소들 보다 기기를 통한 객관적인 수치를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이선미, 1999; 김명주 

& 나은영, 2005; Smith et al., 2005; Jones et al., 2008).
Jones et al.(2008)은 보통 남성들이 호감을 가지는 여성 화자

의 목소리는 보통 평균 여성의 음높이 보다 높은 음성에 대해 

호감을 가지며, 다소 높은 음도가 좀 더 여성스러움을 나타낸다

는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자 화자의 음성

이 평균 여성의 음도보다 그 이상(263.6 Hz)을 나타내는 높은 음

도일 경우에는 오히려 평균 여성의 음도보다 조금 낮은 음성

(215.6 Hz)을 선호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강도 변조에 의한 말소리 호감도 청취평가에서는 남자 

화자에 대한 남자 청자의 선호도에서는 원래의 화자강도 보다 

조금 큰 강도에서 선호도가 높았고, 여자 청자의 선호도에서는 

낮은 강도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청자의 호감도 선택에서는 남자의 경우에는 좀 더 자신감 있

는 말소리로 크게 표현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했고, 여자의 

화자의 경우에서는 여자 청자의 선호도는 조금 낮은 강도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것은 여성스러움을 대변하는 목소리 강도는 

좀 더 작게 표현하는 것이 선호도에서 좀 더 호감도를 가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더불어 말소리 강도의 변조에서는 단계별 

간격의 폭을 조금씩 둠으로 인해 청자의 선택에 있어서 분산되

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강도 측면에서는 Brandt(1979)는 목소리의 적절한 크기를 상

황에 맞게 조절해서 표현할 때 영향력을 가진다고 했으며, 박경

희(2008)는 큰 목소리로 열정적이며 확신에 찬 이미지를 나타낸

다고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남자 화자에서는 좀 더 큰 강도로 여자 화자에서는 좀 더 작은 

강도의 말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말소리 청취평가에서는 다소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말의 속도 변조에 의한 말소리 호감도 청취평가에서는 

남자 화자에 대한 남·여 청자의 호감도는 ‘산책’ 첫 문단 말하기

에서는 원래의 화자의 말의 속도(남: 4.057 초, 여: 6.064 초) 보다 

조금 느린 말의 속도(3 단계: 남자-5.526 초, 여자-6.578 초)에서 

선호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 화자에 대한 남·여 청자

의 호감도에서도 원래의 화자의 말의 속도 보다 조금 빠른 말의 

속도(2 단계: 남자-4.544 초, 여자-5.406 초)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남자 화자에 대한 말의 속도 평가에서는 평상시 말하는 

속도와 비교해서 남·여 청자의 호감도는 조금 느리게 말하는 것

이 선호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여자 화자에 대한 말의 

속도 평가에서는 평상시 말하는 속도와 비교해서 남·여 청자의 

호감도는 좀 더 빠르게 말하는 것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Lewis(1974)는 말소리의 구성 요소가 직접적으로 청자의 태도 

변화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속

도와 쉼이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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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남자 화자에 대한 말의 속도 평가에서는 평상시 말하는 

속도와 비교해서 남·여 청자의 호감도는 조금 느리게 말하는 것

이 선호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여자 화자에 대한 말의 

속도 평가에서는 평상시 말하는 속도와 비교해서 남·여 청자의 

호감도는 좀 더 빠르게 말하는 것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Lewis(1974)는 말소리의 구성 요소가 직접적으로 청자의 태도 

변화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속

도와 쉼이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했다.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봤을 때 말소리의 구성 요소 중 가

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음도로 나타났고(박란희 & 이시

훈, 2009; Aronovitch, 1976; Colins & Missing, 2003; Smith et al., 
2005; Jones et al., 2008), 그 다음으로 말의 속도가 큰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이선미, 1999; 김영주 & 나은영, 2005; 권순복, 
2015; Mehrabian & Williams, 1969; Street et al., 1984; Smith et al., 
2005).

본 연구에서 또한 말의 속도가 남·여 화자에 대한 말의 속도

가 말소리 변조를 통한 청자의 청취평가에서의 다소의 차이는 

보였으나, 평상시 표현하는 말의 속도에서는 남성은 좀 더 느리

게, 여성의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말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청

자의 태도 변화에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말소리 변조 스크립트를 이용한 음도, 강도, 말의 속도의 호

감도 청취평가에 대한 특성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면, 음도 변조에 따른 호감도는 남·여 모두 원래의 음

성 보다 낮은 음도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강도 변조에 

따른 호감도에서는 남자에서는 원래의 강도보다 조금 더 큰 소

리의 강도, 여자의 경우에서는 조금 더 작은 소리의 강도에서 선

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말의 속도 변조에 따른 

호감도에서는 남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느린 말의 속도에서 선

호도가 높았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른 말의 속도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여 화자의 말소리 변조 스크립트를 

이용한 호감도 청취평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음도 측면에서 

남·여 모두에서 원래의 음성보다 낮은 음도였고, 강도 측면에서

는 남자에서는 좀 더 큰 소리, 여자에서는 좀 더 작은 소리였으

며, 말의 속도 측면에서는 남자에서는 조금 느린 말의 속도, 여
자에서는 조금 더 빠른 말의 속도가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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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많이 낮다.  조금 낮다.  조금 높다.  많이 높다.

선호도

택 1

음도
남자    (       )     (       )       (       )     (       ) ① ② ③ ④

여자    (       )     (       )       (       )     (       )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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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말소리의 호감도 청취평가를 위한 평가지

1. 말소리의 호감도 청취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음도)

   성별
        

유형
많이 작다.  조금 작다.  조금 크다. 많이 크다.

선호도

택 1

음도
남자    (       )     (       )       (       )     (       ) ① ② ③ ④

여자    (       )     (       )       (       )     (       ) ① ② ③ ④

2. 말소리의 호감도 청취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강도)

   성별
        

유형
많이 빠르다.  조금 빠르다.  조금 느리다. 많이 느리다.

선호도

택 1

음도
남자    (       )      (       )       (       )     (       ) ① ② ③ ④

여자    (       )      (       )       (       )     (       ) ① ② ③ ④

3. 말소리의 호감도 청취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말의 속도)

부록 2. 말소리의 변조의 스크립트(음도, 강도, 말의 속도)

 

<그림 1> 음도 낮추기 스크립트(pitch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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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음도 높이기 스크립트(pitch up)

<그림 3> 강도 낮추기 스크립트(amplitude down)

<그림 4> 강도 높이기 스크립트(amplitude up)

<그림 5> 말의 속도 줄이기 스크립트(duration down)

 

<그림 6> 말의 속도 늘이기 스크립트(duration 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