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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은 자연발화 서울 코퍼스에서 화자들의 발화 속도에서 

나타나는 변이 현상들을 조사하고자 한다. 발화 속도는 발화 길

이, 개인별 차이, 화자의 감정적 상태, 대화 주제, 그리고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Duchin & Mysak, 
1987; Goldman-Eisler, 1954; Jacewicz et al., 2009, 2010; Malécot et 
al., 1972; Miller et al., 1984; Ray & Zahn, 1990; Tsao & Weismer, 
1997; Tsao et al., 2006; Quené, 2008). 본 논문은 발화 속도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발화 길이, 개인별 차이, 그리

고 남성과 여성 화자들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고자 한

다.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발화 속도의 측정 방법은 기본적으

로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각 음절의 발화 시간이나 각 

단어의 발화시간(Crystal & House, 1990; Miller et al., 1984; Quené, 
2008; Tsao & Weismer, 1997)과 초당 혹은 분당 음절 수나 초당 

혹은 분당 단어 수(Jacewicz et al., 2010; Kendall, 2009; Malécot et 
al., 1972; Tsao et al., 2006; Verhoeven et al., 2004)로 발화 속도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발화 속도의 측정을 위해 초당 

음절 수(syll/sec)와 각 음절의 발화 시간(sec/syll)을 적용하고자 

한다.
발화 길이는 화자가 발화한 음절 수 혹은 발화 시간을 의미하

고, 발화 길이에 따라 발화속도는 다양한 변이 현상으로 관찰되

었다(Crystal & House, 1990; Fónagy & Magdics,  1960; 
Goldman-Eisler, 1954; Jacewicz et al., 2010; Kendall, 2009; 
Lindblom & Rapp, 1973; Malécot et al., 1972; Nakatani et al., 1981; 
Nooteboom, 1972; Quené, 2008; Yuan et al., 2006). 
Goldman-Eisler(1954)는 영국식 영어 화자들의 자연발화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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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길이가 길어질 때 발화 속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감소하고, 
발화 길이가 짧을수록 발화 속도의 변이 범위가 크다는 것을 보

여 주었다. Jacewicz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미국식 영어 화자

들이 발화 길이가 짧을 때 발화 속도가 더 빨라졌고, 또한 화자

들 사이의 변이 양상은 발화 길이가 길어질수록 감소하였다. 이 

두 선행연구의 결과는 발화 길이가 감소함에 따라 발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화 길이와 발화 속도의 상

호관계에 있어서 앞의 두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 Malécot et 
al.(1972)은 프랑스어 화자들의 자연발화에서 발화 길이는 더 길

면 길수록 발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Quené(2008)는 네덜란드어 화자들이 발화 길이가 더 길 때 더 빠

른 발화 속도로 발화하는 것을 관찰했다. 또한 Kendall(2009)은 

미국식 영어 화자들에 의해 발화된 평균 발화 길이는 6.96음절

이었고, 발화 길이는 1음절에서 10음절 사이였다. 그리고 발화 

길이가 더 길어질수록 호흡과 같은 생리학적인 이유로 인해 발

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선

행연구의 결과들은 화자들이 발화 길이가 더 길어질 때 음절들

의 발화에서 약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Lindblom & Rapp, 1973; 
Nakatani et al., 1981; Nooteboom, 1972), 발화 길이가 발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발화 길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화자 한 명의 발화에서 나타나

는 발화 속도 변이와 화자별 발화 속도 변이에 모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관찰하였다(Miller et al., 1984; Jacewicz et al., 2010). 
Goldman-Eisler(1954)는 발화 길이에 따른 발화 속도가 화자들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나지만, 화자 한 명의 자연발화에서 나타

나는 발화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에 Miller et al.(1984)은 화자 한 명이 발화한 발화 길이 내에

서도 발화 속도의 변이가 나타나는지 조사하였고, 자연발화에

서 발화 속도 변이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Jacewicz et al.(2010)은 발화 속도에서 개인별 차이는 발성할 때 

조음의 움직임과 발화 도중에 나타나는 휴지나 운율과 같은 독

특한 사용이 각 화자 고유의 발화 속도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그
리고 화자들 사이의 발화 길이에서 나타나는 발화 속도 차이와 

한 명의 화자가 발화하는 발화 길이 내에서도 변이 현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특히 평균 발화 속도에서 한 명의 화자에 의해 발

화된 발화 속도 변이 현상은 화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발화 속

도 변이 현상보다 더 뚜렷하다고 제안했다.
발화 속도는 남성 화자와 여성 화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변

이 현상이 관찰되었다(Jacewicz et al., 2009, 2010; Kendall, 2009; 
Malécot et al., 1972; Quené, 2008; Verhoeven et al., 2004; Yuan et 
al., 2006;). Verhoeven et al.(2004)은 네덜란드어 자연발화 발화 

속도 연구에서 남성 화자들이 여성 화자들보다 발화 속도에서 

상당히 빠른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Quené(2008)은 네덜란

드어 발화 속도에서 남성 화자들이 여성 화자들 보다 더 빠르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화 길

이에서 성별 차이가 예상되었지만 Quené(2008)의 연구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Jacewicz et al.(2009)은 미국식 영어에

서 남성 화자들이 여성화자들보다 더 빠르게 발화 하였지만, 남

성화자들의 발화 속도 변화는 일정하지 않았다고 제안했다. 
Jacewicz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남성 화자들이 여성 화자들

보다 발화 속도가 상당히 빨랐지만, 발화 길이와 발화 속도와의 

상호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Malécot et al.(1972)은 프랑

스어 자연발화에서 성별 차이가 발화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

았지만, 남성 화자와 여성 화자의 발화 길이는 차이가 나타났다.
본 논문은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자연발

화 서울 코퍼스에서 20대 화자들의 발화 속도에 초점을 맞추어 

발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해 관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요한 목적은 발화 길이에 따른 발화 속도의 변이 양상

이 화자들의 개인별 차이와 성별 차이를 나타내는가에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의 결과는 세 가지 연구 주제로 설명될 것이다. 첫 

번째는 자연발화 서울 코퍼스에서 발화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

이다. 두 번째는 발화 길이에 따른 화자들의 발화 속도(즉, 휴지

를 포함하지 않은 조음 속도)에 대한 개인별 그리고 성별 차이

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화자들의 평균 

발화 속도에 의한 개인별 차이를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이 평균 발화 속도는 자연발화 서울 코퍼스에 음성 전사를 포함

하지 않은 레이블링(즉, <IVER> ‘간격’, <LAUGH> ‘웃음’, 
<NOISE> ‘소음’, <SIL> ‘휴지 혹은 묵음’, <VOCNOISE> ‘유성

소음’ 등)의 발화 시간을 포함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연구 주

제들을 바탕으로 자연발화 서울 코퍼스에 나타나는 발화 속도

의 변이 양상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논문은 한국어 자연 발화 코퍼스(Yun et al., 2015)로부터 20대 

남성 화자들과 여성 화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서울

과 경기 지역에서 성장한 20세에서 29세의 남성 화자 5명과 여

성 화자 5명의 음성 자료가 본 논문의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화자들은 실험 참여비를 지급받았다.

2.2. 연구 자료

발화 속도와 관련된 연구 자료는 한국어 자연발화 코퍼스에서 

수집되었다. 한국어 자연발화 코퍼스는 사회 언어학 분야에서 

주로 이용하는 인터뷰 방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

문자와 화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이다. 이 음성 자료에서 

발화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초당 음절 수(syll/sec)와 각 음절의 

발화 시간(sec/syll)이 계산되었다. <그림 1>은 한국어 자연발화 

코퍼스에서 발화 길이의 예를 제시한다. 즉, 음성 전사된 ‘자기 

저네두 하고’의 음절 수 는 7음절이고, 발화 시간(duration)은 

0.817876초이다. <그림 1>에서 음성 전사로 표시된 부분들은 음

절 수와 발화 시간이 발화 속도를 나타내는 초당 음절 수 (즉, 음
절 수/ 시간 (초), ‘syll/sec’)와 각 음절의 발화 시간 (즉, 시간 (초) 
/ 음절 수, ‘sec/syll’)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자연발화 코퍼스에서 

발화 속도를 계산할 때 코퍼스에서 음성 전사되지 않은 <IVER> 
‘간격’, <LAUGH> ‘웃음’, <NOISE> ‘소음’, <SIL> ‘휴지 혹은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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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VOCNOISE> ‘유성소음’ 등의 레이블링의 경우는 음절 수

가 0으로 적용되었고, 이러한 레이블링의 시간이 측정되었다. 
<그림 1>에서 <VOCNOISE>의 음절 수는 0이고, 발화 시간은 

0.419312초이다. <SIL>도 음절 수는 0, 발화 시간은 0.206323초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한국어 자연발화 코퍼스에서 발화 길이의 예

Figure 1. The example of utterance length in the Korean corpus of 
spontaneous speech 

2.3. 분석 방법

발화 속도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 R(version 3.2.2)에서 lme4 
package(Bates et al., 2015)를 이용하여 선형 회귀 혼합 효과 모델

(a mixed-effect linear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통계 모델에서 종속변수는  초당 음절 수(syll/sec)와 각 음절

의 발화 시간(sec/syll) 이다. 고정 효과(fixed effects)는 발화 길이

를 반영하는 음절 수와 발화 시간, 그리고 성별 차이이고, 변량 

효과(random effects)는 분석에 참여한 실험 대상자들이다. 이 통

계 분석 모델은 발화 속도에 대한 예측 비율이 고정 효과와 변

량 효과를 위해 얼마나 적합한지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각 화

자의 발화 속도를 통계 분석하기 위해, 일반 선행 모델(General 
Linear Model)도 실행하였다. 이 모델에서 종속변수는 개인별 초

당 음절 수(syll/sec)이고, 독립변수는 음절 수와 발화 시간을 적

용하였다.

3. 결과

3.1. 발화 길이

본 논문에서 발화 길이는 발화 시간과 음절 수를 의미한다. 발
화 시간과 음절 수는 발화 속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화자의 발화 시간과 음절 수를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2>는 각 화자의 발화 시간을 보

여준다. <그림 2>의 발화 시간은 음성 전사로 레이블링 된 부분

들과 음성 전사로 레이블링 되지는 않았지만 자연발화에 영향

을 미치는 <IVER> ‘간격’, <LAUGH> ‘웃음’, <NOISE> ‘소음’, 
<SIL> ‘휴지 혹은 묵음’, <VOCNOISE> ‘유성소음’ 등의 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각 화자의 평균 발화 시간에서 남성 화자 M4가 

0.7681로 가장 짧은 발화 시간을 보여주고, 남성 화자 M3의 발

화 시간이 가장 길다. 하지만 남성 화자들과 여성 화자들의 평

균 발화 시간을 비교해 보면, ‘M’으로 표시된 남성 화자들의 발

화 시간은 ‘F’로 표시된 여성 화자들의 발화 시간보다 짧은 경향

이 있다. 즉, 여성 화자들 5명 모두 평균 발화 시간이 1초 이상으

로 나타난다.

그림 2. 발화 시간

Figure 2. Duration (sec)

<그림 3>에서 각 화자의 평균 음절 수는 M3의 경우만 7.136 
음절로 가장 많고, 다른 화자들은 3음절에서 4음절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절 수의 최대값은 M3가 77음절이고, F3가 73음절을 

보여 주었다. 음절 수의 최소값과 중앙값은 모든 화자들을 위해 

0으로 측정되었다. 음성 전사 되지 않은 부분의 레이블링이 0으
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각 화자가 발화한 평균 음절 수를 계산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따라서 <표 3>에서 각 음절 수의 빈

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 음절 수

Figure 3. The number of syllables

각 음절의 빈도를 확인하기 위해 발화 길이의 음절 수를 0, 2, 
4, 5, 9, 10, 20, 25, 30으로 구별하여 살펴보았다. <표 1>은 음절의 

수에 대응하는 각 화자의 음절 빈도를 나타낸다. <표 1>에서 0
음절의 빈도는 다른 음절의 빈도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수를 보

이며, <그림 3>에서 중앙값이 0인 것을 반영하고 있다. <표 1>은 

음절 수가 많아질수록 각 음절 수의 빈도가 적어지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음절 수가 25와 30인 경우는 2음절에서 10음절 사이에 

나타나는 빈도와비교할 때 훨씬 적다. 특히 <표 1>에서 흥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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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점은 M4의 경우 0음절에서 10음절까지 각 음절 수의 빈도가 

화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절 수가 증

가함에 따라 각 음절 수의 빈도가 감소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난

다. 즉, M4의 경우, 2음절의 빈도가 185, 4음절은 141, 5음절은 

139, 9음절은 113, 10음절은 109이지만, 25음절인 경우는 8, 30음
절은 5로 나타난다.

표 1. 화자별 음절 수의 빈도

Table 1. The frequency of produced syllables by syllable counts and 
speakers

발화 길이는 각 음절의 수에 대응하는 발화 시간으로도 나타

낼 수 있다. <표 2>는 각 화자별로 측정된 각 음절 수의 발화 시

간을 보여준다. <표 2>에서 각 음절의 수를 2, 5, 10, 25, 30음절로 

다시 나누어 각 음절 수의 증가에 따라 발화 시간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 조사하였다. <표 2>는 각 음절 수에 대응하는 화자 개

인별 발화 시간과 모든 화자들의 평균 발화 시간을 보여준다. 
<표 2>에서 모든 화자들의 평균 발화 시간은 2음절이 0.45, 5음
절 0.86, 10음절 1.53, 20음절 2.9, 25음절 3.56, 30음절 4.2로 나타

난다. 즉, 음절  수가 증가함에 각 화자의 발화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음절 수와 발화 시간의 상호관계는 <표 2>
에 제시된 모든 남성 화자들과 여성 화자들에서 관찰할 수 있다.

표 2. 각 음절 수의 발화 시간

Table 2. Mean duration (sec) for the number of syllables

3.2. 발화 길이에 따른 발화 속도의 개인별과 성별 차이

발화 길이의 단위로서 각 음절 수와 발화 시간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표 2>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표 2>의 음절 수

와 발화 시간의 상호관계를 토대로 각 화자의 발화 속도를 측정

하였다. 발화 속도는 초당 음절 수(syll/sec)와 각 음절의 발화 시

간(sec/syll)의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되었다. 발화 속도가 음절 

수와 발화 시간에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형 회귀 혼합 

효과 모델을 적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발화 속도가 초당 

음절 수(syll/sec)로 계산되었을 때, 음절 수(β = 0.42, t = 185.849, 
p < 0.001)와 발화 시간(β = -0.65, t = -55.887, p < 0.001), 성별 차

이(β = 0.51, t = 9.689, p < 0.001)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발

화 속도가 각 음절의 발화 시간(sec/syll)으로 계산되었을 때도, 
음절 수(β = 7.585e-03, t = 82.88, p < 0.001)와 발화 시간(β = 
-1.380e-02, t = -28.90, p < 0.001), 성별 차이(β = -5.480e-02, t = 
-25.64, p < 0.001)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발화 속도는 

발화 길이에 대응하는 음절 수와 발화 시간, 그리고 남성 화자

들과 여성 화자들 사이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개인별 발화 속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화자의 

발화 속도를 초당 음절 수(syll/sec)로 다시 세부적인 통계 분석

을 실행하였다. 각 화자 개인의 음절 수와 발화 시간은 발화 속

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1: 발화 시

간(β = -0.50, t = 29.55, p < 0.001), 음절 수(β = 0.42, t = 68.13, p < 
0.001), M2: 발화 시간(β = -0.46, t = -15.8, p < 0.001), 음절 수(β = 
0.57, t = 76.7, p < 0.001), M3: 발화 시간(β = -1.43, t = -20.14, p < 
0.001), 음절 수(β = 0.41, t = 39.05, p < 0.001), M4: 발화 시간(β = 
-1.02, t = 0.05, p < 0.001), 음절 수(β = 0.6, t = 80.28, p < 0.001), 
M5: 발화 시간(β = -0.60, t = -16.21, p < 0.001), 음절 수(β = 0.57, t 
= 78.76, p < 0.001), F1: 발화 시간(β = -0.49, t = -16.77, p < 0.001), 
음절 수(β = 0.38, t = 49.71, p < 0.001), F2: 발화 시간(β = -0.40, t = 
-14.41, p < 0.001), 음절 수(β = 0.42, t = 63.22, p < 0.001), F3: 발화 

시간(β = -0.82, t = -18.69, p < 0.001), 음절 수(β = 0.32, t = 46.06, p 
< 0.001), F4: 발화 시간(β = -0.47, t = -15.84, p < 0.001), 음절 수(β 

= 0.44, t = 67.05, p < 0.001), F5: 발화 시간(β = -0.42, t = -14.43, p < 
0.001), 음절 수(β = 0.43, t = 67.87, p < 0.001)).

<표 3>은 발화 길이에 따른 각 화자의 발화 속도(즉, 조음 속

도)를 보여준다. <표 3>에서 발화 길이는 음절 수로 표시되었다. 
이 음절 수는 <그림 1>에서 음성 전사된 부분에 해당한다. 즉, 
<IVER> ‘간격’, <LAUGH> ‘웃음’, <NOISE> ‘소음’, <SIL> ‘휴지 

혹은 묵음’, <VOCNOISE> ‘유성소음’ 등의 레이블링을 포함하

지 않았다. <표 3>에서 발화 속도는 초당 음절 수(syll/sec)와 각 

음절의 발화시간(sec/syll)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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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발화 길이 (즉, 음절 수)에 따른 각 화자의 발화 속도

Table 3. The speech rate of each speaker corresponding to utterance 
length (i.e., syllable counts)

<표 3>에서 발화 길이가 길어질수록 발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대부분의 화자들로 부터 관찰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각 

화자의 발화 속도에서, 특히, 2음절에서 5음절, 10음절로의 변화

는 모든 화자의 발화 속도에서 초당 음절 수(syll/sec)가 증가하

고, 각 음절의 발화 시간(sec/syll)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명히 나

타난다. 20음절, 25음절, 30음절에서도 2, 5, 10음절과 같이 발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 나타나지만, 몇몇 화자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30음절의 경우, M1은 음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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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5음절 이하보다 초당 음절 수(syll/sec)가 증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F2와 F3은 미묘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초당 음절 수

(syll/sec)에서 20음절은 10음절보다 증가하지 않았고, 30음절도 

25음절보다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각 음절의 발화 시간

(sec/syll)도 30음절의 경우, 25음절보다 감소하지 않았다. 화자

들 사이의 발화 속도에 대한 개인별 차이는 발화 길이가 2음절

일 때부터 분명히 나타나며, 발화 길이가 길어질수록 발화 속도

가 빨라짐에 따라 화자별 차이도 뚜렷이 나타난다. 화자들 중 남

성 화자 M4는 발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M4의 경우, 초당 음절 

수(syll/sec)는 2음절에서 7.048로 화자들 중 가장 빠르고, 또한 5 
음절, 8.282, 10음절, 8.647, 20음절, 8,785, 25음절, 8.746, 30음절, 
8.859로 5음절에서 30음절까지 가장 빠른 발화 속도를 유지한

다. 또한 각 음절의 발화 시간(sec/syll)은 2음절에서 0.1635로 화

자들 중 가장 빠르고, 5음절에서 0.1277로 차이가 나지만 10음절

에서 0.1187, 20음절, 0.1170, 25음절, 0.1152, 30음절, 0.1143으로 

10음절에서 30음절 사이에서 가장 빠른 발화 속도를 유지한다. 
여성 화자들의 경우는 남성 화자들의 발화 속도와 비교할 때 대

체적으로 발화 속도가 느린 경향이 있다. 즉, 초당 음절 수

(syll/sec)가 발화 길이로 표시된 음절 수 2, 5, 10에서 7음절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여성 화자 F1은 발화 속도가 가장 빠를 

때가 20음절인 경우다. 즉, 초당 음절 수(syll/sec)가 5.851이고, 각 

음절의 발화 시간(sec/syll)이 0.1747이다. 발화 속도가 가장 느린 

남성 화자 M3와 비교해 보면, 20음절 일 때 초당 음절 수

(syll/sec)가 6.457이고, 각 음절의 발화 시간(sec/syll)이 0.1576이
다. 따라서 발화 길이에 따른 발화 속도에서 남성 화자들은 여

성 화자들 보다 발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3.3. 개인별 평균 발화 속도와 산점도 분포

발화 속도에서 개인별 차이를 추가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각 화

자의 자연발화에서 나타나는 평균 발화 속도를 계산하였다. 이 

평균 발화 속도는 음성 전사되지 않았지만, 화자들의 발화 속도

에 영향을 주는 <IVER> ‘간격’, <LAUGH> ‘웃음’, <NOISE> ‘소
음’, <SIL> ‘휴지 혹은 묵음’, <VOCNOISE> ‘유성소음’ 등의 레

이블링을 포함해서 계산하였다. <표 4>는 각 화자의 발화 속도

를 초당 음절 수 (syll/sec)와 각 음절의 발화 시간(sec/syll)으로 계

산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다. <표 4>에서 M2의 발화 속도

는 초당 음절 수(syll/sec)가 3.331로 가장 빠르고, M4의 발화 속

도는 3.228로 두 번째로 빠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각 음절의 발

화 시간(sec/syll)에 관해 살펴보면, M2는 0.0753이고, M4는 

0.0557로 M4의 발화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 이 평균 발화 

속도와 함께 <표 3>의 발화 길이에 따른 발화 속도(즉, 조음 속

도)의 결과를 고려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발화 속

도는 남성 화자 M4가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4>
에서 M2와 M4의 발화 속도는 초당 음절 수(syll/sec)가 3.331과 

3.228이다. 따라서 남성 화자들의 발화 속도가 여성 화자들의 발

화 속도 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음절의 발화 시간

(sec/syll)에서는 M4 다음으로 M5가 발화 시간이 빠르다. 남성 

화자들 사이에서도 발화 속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만, 여성 화

자들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남성 화자들의 발화 속도가 빠르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 화자 F1의 각 음절의 발화 시간

(sec/syll)은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평균 발화 속도

Table 4. Mean speech rates for individual speakers

각 화자의 평균 발화 속도는 초당 음절 수(syll/sec)와 각 음절

의 발화 시간(sec/syll)을 비교하기 위해 <그림 4>와 <그림 5>의 

산점도 분포로 제시하였다. <그림 4>와 <그림 5>는 발화 길이를 

발화 시간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4>에서 M4는 발화 길이가 가

장 짧고, 발화 속도(즉, 초당 음절 수)는 M2보다 약간 느린 것으

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림 5>에서 M4는 발화 길이도 가장 짧

고, 발화 속도(즉, 각 음절의 발화 시간)도 가장 빠른 것으로 관

찰된다. 따라서 <표 3>와 <표 4>에서 확인한 것처럼, 산점도 분

포는 M4가 화자들 중 발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추가적

으로 제시한다. <그림 4>와 <그림 5>에서 M5와 M2도 발화 길이

에 따른 발화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며, 남성 화자들 중 M3와 여

성 화자들 중 F1은 발화 속도가 가장 느린 편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표 4>의 평균 발화 속도와 이와 관련된 산

점도 <그림 4>와 <그림 5>은 <표 3>에서 발화 길이를 음절 수로 

표시한 각 화자의 발화 속도의 결과를 추가로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발화 속도 (즉, 초당 음절 수)와 발화 길이의 산점도 

Figure 4. The scatter plot of speech rate (syll/sec) and
utteranc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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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발화 속도 (즉, 각 음절의 발화 시간)와 발화 길이의 

산점도

Figure 5. The scatter plot of speech rate (sec/syll) and 
utterance length

4. 결과 요약 및 토론

본 논문은 자연발화에서 발화 속도의 변이 현상에 대해 발화 길

이, 개인별 차이, 그리고 성별 차이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

지 조사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자연발화 서울 코퍼스에서 발화 길이가 길어질수록 발

화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화자들 사이

에서 발화 속도의 차이는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남
성화자 M4는 화자들 사이에서 발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났

고, 남성 화자들의 발화 속도가 여성 화자들 보다 더 빠른 경향

을 보였다. 또한, 각 화자의 발화 내에서 나타나는 발화 속도에

서도 발화 길이에 따라 발화 속도의 변이 현상이 관찰되었다. 
추가적으로, 화자들의 평균 발화 속도는 비언어적인 요인들, 즉, 
<IVER> ‘간격’, <LAUGH> ‘웃음’, <NOISE> ‘소음’, <SIL> ‘휴지 

혹은 묵음’, <VOCNOISE> ‘유성소음’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 발화 길이와 발화 속도

본 논문에서 발화 길이의 단위는 음절 수와 발화 시간으로 측정

하였고, 음절 수가 많아질수록 발화 시간이 길어진다는 상호관

련성을 확인했다. 화자들의 발화 속도를 초당 음절 수(syll/sec)
와 각 음절의 발화 시간(sec/syll)으로 계산 했을 때, 음절 수와 발

화 시간이 발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발화 길이가 길어질수록 초당 음절 수(syll/sec)는 증가하고, 각 

음절의 발화 시간(sec/syll)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즉, 자
연발화 서울 코퍼스에서 발화 길이가 짧을 때 보다 발화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발화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Kendall, 
2009; Lindblom & Rapp, 1973; Malécot et al., 1972; Nakatani et al., 
1981; Nooteboom, 1972; Quené, 2008). 발화 길이가 발화 속도와 

상호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프랑스어(Malécot et al., 1972), 네덜

란드어(Quené, 2008), 미국식 영어(Kendall, 2009)의 자연발화에 

대한 발화 속도 연구에서 분명히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

구와 관련하여, 한국어 자연발화의 발화 속도가 발화 길이에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특히, 자연발화 서울 코퍼스에서 발화 

길이가 2음절에서 5음절, 10음절로 변화할 때, 발화 속도의 증가

는 크게 나타났다. 발화 길이가 길어질수록 빠른 발화 속도를 

다소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리고 발화 길이가 

30음절인 경우는 화자들 대부분이 그 음절 수의 발화 빈도가 가

장 낮았고, 이 음절 수의 발화 속도는 증가한 경우도 있지만, 어
떤 화자들의 경우, 발화 속도가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하지

만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발화속도는 발화 길

이에 의존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자

연발화 서울 코퍼스에서도 분명히 관찰할 수 있었다.

4.2. 발화 길이에 따른 화자들의 발화 속도

발화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각 화자의 발화 속도도 증가하는 것

은 아주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발화 속도의 증가에서 흥미로운 

점은 발화 길이의 증가에 따라 화자들 사이에서 속도 변이 현상

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남성 화

자 M4는 가장 주목할 만한 발화 속도 증가를 보여 주었다. 발화 

길이가 2음절인 경우, 초당 음절 수(syll/sec)가 7.048이고, 각 음

절의 발화 속도(sec/syll)는 0.1635로 화자들 중 가장 빠른 발화 

속도를 나타냈다. 발화 길이가 5, 10, 20, 25, 30음절일 때, 초당 

음절 수(syll/sec)는 8. 282에서 8.859사이로 증가 비율이 적었다. 
하지만 다른 화자들의 경우, 5음절에서 30음절까지 발화 길이 

증가에서 초당 음절 수(syll/sec) 증가의 범위가 훨씬 더 큰 경우

도 있었다. M4의 빠른 발화 속도는 각 음절의 발화 시간(sec/syll)
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가장 발화 속도가 

느린 화자는 여성 화자 F1이다. 2음절에서 초당 음절 수(syll/sec)
가 4.54이고, 각 음절의 발화 시간(sec/syll)은 0.256이다. 이 여성 

화자의 발화 속도는 발화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가장 빠른 발화 

속도가 5.755로 남성 화자 M4와 비교에서 차이가 크다. 이처럼 

화자들 사이의 발화 속도 차이뿐만 아니라 각 화자의 발화 내에

서도 발화 길이에 따라 발화 속도의 증가가 훨씬 분명한 경우가 

있다. 남성 화자 M5는 남성 화자 M4와 비교할 때, 2음절과 5음
절일 때 발화 속도는 M4 보다 느리지만 발화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발화 속도는 M4만큼 발화 속도가 빨라진다. 화자들 사이

의 발화 속도 변이 현상과 한 명의 화자가 발화하는 발화 속도

의 변이 현상은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Jacewicz et al., 2010; Miller et al., 1984;). 특히, Jacewicz et 
al.(2010)의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 화자 고유의 발화 속도

가 자연발화에 반영된다는 점이 본 연구의 화자들의 발화 속도

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서 발화 길이에 따른 발화 속도는 남성 

화자들과 여성 화자들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서 Verhoeven et al.(2004)의 연구와 일치한다. 다른 선행연구들

은 남성 화자들과 여성 화자들 사이에서 발화 길이에 따른 발화 

속도에서 다양한 변이 현상들을 보여줬다(Jacewicz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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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Malécot et al., 1972). 본 논문의 결과에서 남성 화자들과 여

성 화자들의 경우, 발화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발화 속도가 더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관찰되었다. 하지만 남성 화자들의 

발화 속도 증가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성 화자

들 중에서 2음절의 발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F4와 F5
의 경우, 발화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발화 속도의 증가는 남성 

화자들의 발화 속도 증가와 비교할 때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즉, 남성 화자들(M1, M2, M4, M5)의 경우, 발화 길이가 길어질 

때 초당 음절 수(syll/sec)가 7초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

나 여성 화자들의 경우는 F4와 F5에서 남성 화자들과 비슷한 현

상이 나타나지만, 발화 길이의 증가와 다소 비례하지 않은 경향

이 있다. 따라서 자연발화 서울 코퍼스 20대 화자들은 남성 화자

들과 여성 화자들 사이에서 발화 속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개인별 평균 발화 속도

개인별 평균 발화 속도는 발화 길이를 측정할 때 음성 전사되지 

않은 음절 수와 발화 시간을 포함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개인별 

평균 발화 속도에서도 남성 화자 M4는 화자들 사이에서 가장 

빠른 발화 속도를 보여 주었다. M4는 음절 수의 빈도에서 음절 

수가 0인 빈도가 3063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발화 시간으로 

계산된 발화 길이와 발화 속도와의 산점도 분포에서 발화 속도

가 가장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4의 발화 방식에 <IVER> 
‘간격’, <LAUGH> ‘웃음’, <NOISE> ‘소음’, <SIL> ‘휴지 혹은 묵

음’, <VOCNOISE> ‘유성소음’ 등이 발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에서 분석한 다

른 화자들의 발화에서도 이와 같은 요인들이 발화 속도의 증가 

혹은 감소에 대한 어떤 흠미로운 역할을 하는지 조사해 보고자 

한다.

5. 결론

본 논문은 자연발화에서 나타나는 발화 길이에 따른 화자들의 

발화 속도의 변이 현상에 관해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발화 길이가 길어질수록 화자들의 발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관찰한 것이다. 화자들 사이의 발화 속도는 발

화 길이에 따라 다양한 속도 변화에 대한 변이 현상을 보였지만, 
발화 길이와 발화 속도와의 상호관계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발화 길이에 대한 발화 속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화자들 사이의 발화 속

도와 한 화자가 발화한 발화의 연속 내에서 발화 속도가 어떠한 

양상으로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 더 자세히 분석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발화 속도가 분절음의 약화나 탈락과 어떤 상호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더 나아가 발화 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음소, 음절, 단어, 문장, 그리고 운율에 관해서도 세

부적인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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