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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 음성과 정상 음성 읽기 자료에 대한 대학생들의

정서적 반응과 강의 음성으로서의 수용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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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undergraduate students' emotional response and characteristics of 
receptiveness as a lecture voice to hoarse and normal reading voice. A hoarse voice sample was collected from a 
30 year-old female with functional voice disorder and normal voice sample was collected from a female with same 
age without voice problems. After listening the voice samples, undergraduate students filled out the adjective 
checklist and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about their feelings as a lecture voi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udents had negative emotions to hoarse voice and preferred normal voice to a hoarse voice as a lecture voice. 
Also, these results pointed out that professors’ voice quality in class is important and prevention and care of voice 
problem(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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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음성 문제는 일반인에게도 나타나지만 음성을 직

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문 음성사용 직업인

(professional voice user)에서 흔히 발생한다. 전문 

음성사용 직업인은 음성 문제가 지속될 경우 수행하

는 일의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상 

음성의 유지가 매우 중요한 대상이다. 이러한 직업인

에는 가수, 성악가, 교사, 정치가, 목사, 텔레마케터

와 같은 경우들이 있다. 특히 교사는 담당 과목의 특

성이나, 수업하는 교실의 소음 특성, 그리고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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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쉬우며, 다른 직업인

에 비하여 높은 음성문제 발생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Cutiva et al., 2013). 따라서 교사의 음

성 문제에 대한 연구는 그 발생률, 오남용 특성과 같

은 관련 요인, 또는 음성 문제로 인한 음성장애지수 

및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음성위생법 적용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되어왔다(김태형 외, 2004; 송윤경 & 

심현섭, 1999; 최성희 & 최철희, 2013). 그리고 교사

의 음성 문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예방이나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음성 문제는 교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

만, 그 음성을 매체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orton & Watson 

(2001)과 Rogerson & Dodd(2005)는 교사의 음성 문

제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상 

음성과 쉰 음성으로 읽은 문단을 녹음하거나 녹화하

여 각각 초등학생 아동에게 들려주고 문제가 있는 음

성이 이들의 구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아동들은 성별이나 인지 능력과 무관하게 

쉰 음성으로 읽거나 녹화된 자료에 관한 단어를 떠올

리거나 질문에 답할 때 더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특

히 이러한 결과는 음성 문제의 중증도와는 무관하게 

같은 경향을 보이며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는 교사의 음성 문제가 교사 본인뿐 아니라 그 음성

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친 음성이나 과다비

성이 있는 음성과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음성을 들려

주고, 그 발화의 주인공에 대한 인성이나 외모의 평

가를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는가를 알아본 연구도 있

다(Blood et al., 1979). 정상 음성 샘플 4 사례, 거

친 음성 샘플 4 사례, 과다비성 음성 샘플 4 사례를 

녹음하여 10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들려준 뒤, 양 

극단의 형용사 의미 변별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정상 음성을 들었을 때에 비하여 

장애 음성을 들었을 때 음성의 주인공에 대하여 인성

과 외모를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뿐 아니라 말장애(말더듬 사례, 설측음화 오

류가 있는 조음장애 사례, 과다비성의 음성 사례)가 

있는 음성 샘플들과 정상 음성 샘플을 대학생에게 들

려준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Mckinnon et al., 1986). 대학생들은 문제가 있는 

발화 샘플을 들은 경우 정상 음성의 발화에 비하여 

보다 높은 불안감, 보다 낮은 이해도와 친근감, 긍정

성을 나타내었으며, 발화자와 보다 먼 사회적 거리감

을 나타내었다.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 아동의 경우에서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준 연구도 있다. Lass et al.(1991)은 초

등학생의 정상 음성과 장애 음성을 각각 8 사례씩 

녹음하여 같은 또래 아동 20명에게 들려주고 의미 

변별 척도에 체크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초등학생들

도 장애 음성의 화자에 대하여 외모 특성이나 인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특성은 같은 음성 샘플을 언어치료사에게 들려

주고 평가하게 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

인 연구(Ruscello et al., 1988)를 통하여 연령대와 

무관하게 매우 일관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장애가 있는 음

성 자체가 그 음성의 발화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식

을 받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장애 음성이 강의 매체로 사용되었을 때 그 수강생인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

기 어렵다. 신나민 & 이정훈(2009)의 연구는 중학교 

교사 13명의 음성을 채취하고 940명의 중, 고등학생

에게 들려주어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한 좋은 선행 연

구이지만, 문제가 있는 음성과 정상 음성 사례의 각 

반응을 통계적으로 비교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성

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인 반응에 집중한 질적 연구

라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쉰 음성과 정상 음성에 대한 대

학생들의 정서적 반응을 알아보고, 그러한 음성으로 

강의를 듣는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는지 비교하여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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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쉰 음성과 정상 음성 청취 후 긍정적 이미지의 

형용사 반응 횟수에 차이가 있는가?

2) 쉰 음성과 정상 음성 청취 후 부정적 이미지의 

형용사 반응 횟수에 차이가 있는가?

3) 쉰 음성과 정상 음성을 강의 음성으로 간주했

을 경우, 선호하는 강의 음성 특성 점수에 차

이가 있는가?

4) 쉰 음성과 정상 음성을 강의 음성으로 간주했

을 경우, 선호하지 않는 강의 음성 특성 점수

에 차이가 있는가?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 대상 및 음성 샘플

본 연구는 부산시 A 대학교의 언어치료학과 학생 

93명(평균 연령: 21세 7개월, SD: 12.07, 연령 범위: 

20세 3개월 ~ 26세 3개월, 남학생 6명, 여학생 87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사용하는 쉰 음성과 

정상 음성은 각각 30세 여성의 읽기 녹음자료였다. 

종합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기능성 음성장애로 진단받

은 여성에게 평소 말하는 음성의 크기와 높이, 속도

로 ‘가을’ 문단을 읽게 하여 쉰 음성 샘플을 녹음하

였다. ‘가을’은 음질이나 말속도, 말 명료도 등 음성

과 말의 평가에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문단

으로, 다양한 음소들이 고르게 분포된 평가 자료이다

(김향희, 1996). 정상 음성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검

진 상 성대와 후두 전체에 이상이 없으며, 10년 이상 

경력의 언어치료사가 청지각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상 

음성을 나타내는 동일 연령의 여성에게 쉰 음성 샘플

의 말속도와 유사한 속도로 ‘가을’ 문단을 읽게 하여 

녹음하였다. 연구와 관련이 없는 경력 3년 이상의 언

어치료사에게 청지각적 평가인 GRBAS 평가를 의뢰한 

결과, 쉰 음성 샘플의 평가 결과는 G2 R1.5 B1 A0 

S2였으며, 정상 음성 샘플의 평가 결과는 G0 R0 B0 

A0 S0와 같았다. GRBAS는 0점부터 3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청지각적 평가 도구로 G는 

등급(grade), R은 거침(roughness), B는 기식성

(breathiness), A는 이완성(asthenia), 그리고 S는 긴

장성(strain)을 의미한다(김성태 외, 2014). 쉰 음성 

샘플의 이와 같은 청지각적 평가 결과는 거칠고 긴장

성이 있는 음성으로, 전반적인 비정상성이 심한 정도

임을 나타낸다. 어절 수준의 말 명료도는 두 음성 샘

플 모두에서 100%로 평가되었다. 또한 Computerized 

Speech Lab (KayPentax, Lincoln Park, NJ, USA)

의 Real-Time Pitch Program (Model 5121, Version 

3.14)으로 읽기 자료의 평균 기본 주파수를 구한 결과, 

쉰 음성 샘플의 경우 228 Hz였으며, 정상 음성의 경

우 235 Hz 였다. 평균 강도는 쉰 음성의 경우 64.8 

dB SPL이었으며, 정상 음성의 경우 65.6 dB SPL이었

다. 쉰 음성 샘플의 말속도는 446.8 SPM  (syllables 

per minute)이었으며, 정상 음성 샘플의 말속도는 

456.8 SPM 이었다.

2. 자료 수집

1) 형용사 체크리스트

본 연구에 사용된 형용사 체크리스트는 신나민 & 

이정훈(2009)의 연구에 사용된 형용사 체크리스트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76개의 형용사로 이루

어진 선행 연구의 형용사 리스트 중에서 긍정적, 부

정적 느낌이 분명한 형용사 각각 34개씩만 선택하여 

총 68개의 형용사 리스트를 정리하였다(부록 참조).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2인과 교수 2인을 대상

으로 76개의 형용사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

고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선택해보도록 해본 결과, 

‘느긋한’, ‘확고한’과 같은 형용사는 그 반응이 긍정

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는 형용사 8개는 제

외하였으며, 나머지 68개의 형용사는 긍정적 느낌 

34개, 부정적 느낌 34개로 나뉘었다. 따라서 대학생

들에게 주어지는 체크리스트에는 긍정적 형용사 34

개와 부정적 형용사 34개가 무작위로 섞여 표로 제

시되었으며, 음성 샘플을 들었을 때 각 형용사의 느

낌에 해당하면 ○표 칸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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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 음성 선호도 관련 설문지 

쉰 음성과 정상 음성 샘플을 듣고 그 음성으로 강

의를 듣는다면 어떻겠는가를 묻는 설문지를 작성하였

다. 연구자는 선행 연구(송윤경, 2015)에서 대학생들

이 선호하는 강의 음성과 선호하지 않는 강의 음성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선호하는 강

의 음성 특성 10가지, 선호하지 않는 강의 음성 특성 

10가지를 정리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밝음’, ‘자신

감’, ‘맑고 쾌적함’, ‘쾌활함’, ‘열정적’, ‘부드럽고 다

정’, ‘명료함’, ‘다양한 높낮이’, ‘적당한 빠르기’, ‘큰 

목소리’였으며, 후자의 경우는 ‘의욕 없음’, ‘지루함’, 
‘힘 들어간 불편함’, ‘불안 초조함’, ‘거침’, ‘힘없음’, 
‘웅얼거림’, ‘높낮이 변화 없이 낮은 말높이’, ‘너무 

빠르거나 느림’, ‘작은 목소리’와 같았다. 따라서 이

를 바탕으로 음성의 ‘느낌(1 ~ 9번, 12 ~ 14번)’과 

‘말명료도(10, 11번)’, ‘높낮이(15, 16번)’, ‘말속도(17, 

18번)’, ‘강도(19, 20번)’의 항목으로 나눈 뒤, 선호하

는 특성 관련 10문항, 선호하지 않는 특성 관련 10문

항을 작성하였다(부록 2 참조). 그리고 각 음성 샘플

에서 느껴지는 강의 음성으로서의 특성 정도를 해당

하는 점수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0점: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조금 그렇

다, 3점: 거의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대학생들

에게 주어지는 설문지에는 선호하는 특성과 선호하지 

않는 특성을 묻는 각 10개씩의 문항이 섞여서 총 20

문항으로 제시되었다.

3) 설문지 작성 절차

대학생 93명에게 쉰 음성과 정상 음성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68개의 형용사 체크리스

트와 20개의 설문 문항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두 가

지 음성을 들은 순서에 따라 피험자들의 반응이 영향

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순서 효과를 최

소화 시키고자 설문 대상자를 10명 이내의 10개 소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마다 무작위로 쉰 음성 또

는 정상 음성을 먼저 들려주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

하였다. 또한 하나의 음성샘플을 듣고 형용사 체크 

리스트와 설문지를 작성한 뒤 약 50분의 시간 간격

을 두고 다음 음성 샘플을 듣고 형용사 체크 리스트

와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음

성 샘플을 듣기 전에 형용사 체크리스트와 강의 음성 

선호도 관련 설문 작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형용

사 체크리스트의 경우, 각 음성 샘플을 듣고 느껴지

는 정서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형용사들에 모두 체

크하도록 하였다. 강의 음성 선호도 관련 설문의 경

우, 각 음성 샘플을 듣고 그 음성으로 강의를 듣는다

면 어떻겠는가를 묻는 각 질문에 그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점수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대학생들은 소음이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각 소그룹에 따라 쉰 음성과 

정상 음성의 제시 순서를 달리한 음성 샘플을 듣고 

형용사 체크리스트와 강의 음성 선호도 관련 설문지

를 각각 작성하였다. 

3. 자료 분석

쉰 음성과 정상 음성 청취 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의 형용사 반응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서 χ²-test를 실시하여 각 형용사에 반응한 

학생들의 수를 비교하였다. 또한 쉰 음성과 정상 음

성을 강의 음성으로 간주했을 경우, 선호하거나 선호

하지 않는 강의 음성 특성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서 paired two-sample t-test를 실시하

였다. 통계는 SPSS Statistics version 21을 사용하

였으며, 통계학적 의의는 유의수준 .05 이하인 경우

로 정의하였다. 

RESULTS

1. 긍정적, 부정적 형용사 반응 비교

쉰 음성을 듣고 체크한 형용사 목록 중에서 상위 

3가지는 ‘피곤한’, ‘울적한’, ‘위축된’ 이었으며, 정상 

음성을 듣고 체크한 상위 3가지는 ‘당당한’, ‘씩씩

한’, ‘활기찬’이었다. 쉰 음성과 정상 음성 청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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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의 형용사 반응 횟수에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χ²-test를 실시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긍정적 형용사들의 경우, 쉰 음성을 

듣고 긍정적 형용사 각각에 체크한 대학생의 수와 정

상 음성을 듣고 긍정적 형용사 각각에 체크한 대학생

의 수가 34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부정적 형용사들의 경우, 쉰 음성

을 듣고 부정적 형용사 각각에 체크한 대학생의 수와 

정상 음성을 듣고 부정적 형용사 각각에 체크한 대학

생의 수가 32개 형용사 항목에서(‘심술궂은’, ‘성급

한’은 차이 없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Table 1).

형용사

쉰

음성

(명)

정상

음성

(명)

p 형용사

쉰

음성

(명) 

정상

음성

(명)

p 형용사

쉰

음성

(명)

정상

음성

(명)

p 

활기찬 2 86 .000 씩씩한 2 87 .000 비참한 65 0 .000

도덕적인 10 84 .000 피곤한 85 2 .000 성급한 14 11 .667

정이 많은 7 71 .000 고통스러운 74 0 .000 당황하는 39 0 .000

두려운 59 1 .000 신중한 7 62 .000 활동적인 3 85 .000

외로운 68 3 .000 희망찬 1 84 .000 정력적인 0 53 .000

화가 나는 19 0 .000 친절한 1 79 .000 설레는 0 43 .000

귀찮은 66 1 .000 이해심깊은 2 59 .000 속이 타는 67 1 .000

불평하는 47 2 .000 격분하는 14 2 .004 상쾌한 0 80 .000

신경질적인 31 5 .000 기분 좋은 0 79 .000 편안한 3 68 .000

잔인한 13 3 .000 자상한 1 69 .000 의욕적인 3 76 .000

불안한 74 0 .000 행복한 0 69 .000 결단력있는 0 77 .000

무너져버린 71 0 .000 초조한 48 0 .000 위축된 78 0 .000

불쾌한 60 0 .000 재미있는 0 43 .000 평온한 2 68 .000

실망하는 59 0 .000 열중하는 13 80 .000 유쾌한 0 69 .000

싫증나는 65 0 .000 울적한 79 2 .000 온순한 7 49 .000

힘이 솟는 2 77 .000 짜증나는 55 0 .000 거절당한 53 0 .000

분노하는 16 2 .001 즐거운 0 70 .000 슬픈 65 1 .000

몰두하는 13 61 .000 고독한 59 2 .000 만족하는 0 82 .000

겁먹은 57 0 .000 절망적인 64 0 .000 안심하는 0 64 .000

솔직한 10 77 .000 사랑하는 0 43 .000 괴로운 76 0 .000

무서운 49 2 .000 미칠것같은 36 0 .000 따뜻한 1 57 .000

자유로운 3 72 .000 심술궂은 9 2 .062 의기소침한 64 0 .000

당당한 2 89 .000 명랑한 0 84 .000

Table 1. 쉰 음성과 정상 음성을 듣고 반응한 학생 수와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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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호하는 강의 음성 관련 문항의 반응 점수 비교

쉰 음성과 정상 음성 청취 후 그 음성으로 강의를 

듣는다면 어떻겠는가를 묻는 각 문항에 반응한 점수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paired two- 

sample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선호하는 강

의 음성 특성 10가지 중에서 느낌에 해당하는 ‘밝음

(t = 36.777)’, ‘자신감(t = 24.333)’, ‘맑고 쾌적함(t 

= 37.043)’, ‘쾌활함(t = 31.116)’, ‘열정적(t = 

24.357)’, ‘부드럽고 다정(t = 23.604)’ 6가지 항목 

모두 정상 음성 청취 후 점수가 쉰 음성 청취 후 점

수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항목 

모두 p < .001) 더 높게 측정되었다(Figure 1).

Figure 1. 느낌과 관련된 선호하는 강의 음성 점수 

비교

 

Figure 2. 말명료도, 높낮이, 말속도, 강도와 관련된 

선호하는 강의 음성 점수 비교

또한 말명료도, 높낮이, 말속도, 강도와 관련된 선

호하는 특성의 반응 역시 ‘명료함(t = 23.368)’, ‘다양

한 높낮이(t = 15.576)’, ‘적당한 빠르기(t = 10.288)’, 
‘큰 목소리(t = 17.494)’ 항목 모두에서 정상 음성 

청취 후 점수가 쉰 음성 청취 후 점수에 비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항목 모두 p < .001) 

더 높게 측정되었다(Figure 2).

3. 선호하지 않는 강의 음성 관련 문항의 반응 

점수 비교

선호하지 않는 강의 음성의 느낌에 해당하는 ‘의욕 

없음(t = -28.937)’, ‘지루함(t = -13.818)’, ‘힘 들어

간 불편함(t = -18.691)’, ‘불안 초조함(t = -21.893)’, 
‘거침(t = -30.590)’, ‘힘없음(t = -19.664)’ 6가지 

항목 모두 쉰 음성 청취 후 점수가 정상 음성 청취 

후 점수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항목 모두 p < .001) 더 높게 측정되었다(Figure 3).

Figure 3. 느낌과 관련된 선호하지 않는 강의 음성 

점수 비교

또한 말명료도, 높낮이, 말속도, 강도와 관련된 선

호하지 않는 특성의 반응 역시 ‘웅얼거림(t = 

-17.713)’, ‘높낮이 변화 없이 낮은 말높이(t = 

-15.772)’, ‘너무 빠르거나 느림(t = -5.218)’, ‘작은 

목소리(t = -18.179)’ 항목 모두에서 쉰 음성 청취 

후 점수가 정상 음성 청취 후 점수에 비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항목 모두 p < .001) 더 

높게 측정되었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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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말명료도, 높낮이, 말속도, 강도와 관련된 

선호하지 않는 강의 음성 점수 비교

DISCUSSIONS

본 연구는 쉰 음성과 정상 음성에 대한 대학생들

의 정서적 반응을 알아보고, 그러한 음성으로 강의를 

듣는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부산시 대학생 93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음성 샘플을 들려준 뒤 형용사 체크 리스트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쉰 음성을 들

었을 때에 비하여 정상 음성을 들었을 경우, 34개의 

긍정적 형용사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로 더 많은 대학

생들이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정상 음성을 들었을 

때에 비하여 쉰 음성을 들었을 경우, 32개의 부정적 

형용사에서 유의한 차이로 더 많은 대학생들이 반응

을 보였다. 즉 대학생들은 정상 음성을 들었을 때 긍

정적 형용사에 반응하고, 쉰 음성을 들었을 때 부정

적 형용사에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 음성이나 말장애 샘플을 들었을 때 정상 

음성의 경우보다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대학생

들의 특성을 보여준 선행 연구들(Blood et al., 

1979; Mckinnon et al., 1986)과 동일한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쉰 음성과 정상 음성 샘플을 듣

고 강의 음성이라고 간주했을 경우, 선호하는 강의 

음성 또는 선호하지 않는 강의 음성의 특성으로 어떻

게 평가하는지 비교해본 결과, 정상 음성의 경우 선

호하는 강의 음성 특성 문항에서 모두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쉰 음성의 경우 선호하지 않

는 강의 음성 특성 문항에서 모두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대생들이 선호하

는 강의 음성 특성을 조사한 선행 연구(송윤경, 

2015)에서 파악된 요인들(‘느낌’, ‘말명료도’, ‘높낮

이’, ‘말속도’, ‘강도’)이 쉰 음성과 정상 음성이라는 

음질의 차이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나뉘어 인식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주었다.

Gobl & Chasaide(2003)는 의사소통 중 화자의 

음질이 청자의 정서(emotion), 기분(mood), 태도

(attitude)에 미치는 역할을 알아보고자 정상 음성과 

함께 거칠거나, 긴장되거나, 기식성 음성이거나, 속

삭이는 음성 등 총 7 종류의 합성 음성의 발화 자료

를 제시하고 청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음

질 그 자체가 화자의 정서(affect)에 차이점을 유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와 같은 정서의 차

이가 음질과 일대일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의사

소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서의 합성에 음질이 기

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쉰 음성과 정상 음성이라는 음질에 있어서의 차이만 

부각된 음성 샘플을 듣고 다양한 형용사에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 본 연구

의 결과를 지지해주며, 강의 음성으로서 음질의 중요

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두 가지 음성 샘플은 설명된 바

와 같이 음질 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두 경우 모

두 만 30세 여성의 음성이었으며, 유사한 평균 기본

주파수와 말속도를 보였다. 거주 지역도 서울로 일치

하기 때문에 방언의 억양 없이 표준 억양을 사용하는 

점도 같았다. 3년 경력 이상의 언어치료사가 수행한 

청지각적 평가 결과에서만 표현 그대로 ‘쉰 음성’과 

‘정상 음성’으로 나뉘었으며, 두 사례 모두 ‘가을’ 문
단 읽기 자료에서 100%의 명료도로 보였다. 정상 음

성의 화자가 조금 더 빠른 말속도를 보였지만 차이가 

현저하지 않았으며, 녹음된 자료의 평균 강도 역시 

유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음성으로서의 

‘느낌’ 외의 항목들(‘말명료도’, ‘높낮이’, ‘말속도’, 
‘강도’)에서도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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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나타난 점은 음질의 차이가 말명료도나 높

낮이, 말속도나 강도와 같은 다른 차원의 항목들에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게 해준다.

음질과 말명료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음성 장

애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말명료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표화영, 2008), 이러한 특성은 내전형 연축

성 발성장애와 같은 특정 음성 장애의 보톡스 시술 전

후의 말명료도에서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Bender et al., 2004). 이러한 연구 결

과들은 음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부정적인 정서 반응

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말 명료도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

와 같이 말명료도 평가 결과 차이가 없는 두 음성 사

례의 경우에서도 쉰 음성 샘플의 경우 이 화자가 강의

를 하면 웅얼거릴 것 같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은 음질에 따른 느낌이 다른 말 특성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른 한편, 대학생들은 쉰 음성을 들었을 경우 높

낮이 변화가 없는 낮은 말높이로 강의할 것 같고, 정

상 음성을 들었을 경우 높낮이가 다양한 말로 강의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결국 말의 운율과 관련

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이었는데, 선행 연구

에 따르면 기본주파수 변화 자체도 말 명료도에 영향

을 미치는 점을 제시한 경우가 있다. Bunton et 

al.(2001)은 마비말장애 환자의 문장 발화를 음성 합

성기로 조절하여 기본 주파수 범위를 25%, 50%, 

100%로 만들고 평가자에게 말 명료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문장 수준 내에서의 기본 주파수 변

화는 말소리 지각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에 적용된 음성 샘플은 읽기 자료를 녹

음한 것으로 기본주파수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

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강의 음성일 경우 단조로운 음도로 말할 것 같다고 

반응한 점은 명료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질에 따른 

부정적 느낌이 다른 말 특성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

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강의상황에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고, 강의자의 음성 문제가 수강생인 대학생의 

느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말명료도나 높

낮이 지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

며 그로 인하여 수업 집중도나 이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해준다. 따라서 어떤 교육기관에

서 강의를 하더라도 강의자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매체로 

작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음성을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강의자가 음성문제

와 그로 인한 핸디캡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학생의 수업 효율성 또는 학습 능률을 

위해서도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 대학의 언어치료학과 학생만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성별이 여학생에 치우친 제한점이 있

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과 성별, 소속 학과가 보다 

다양하도록 평가 대상자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음성 샘플은 ‘가을’ 문단을 

읽게 한 자료이며 강의 녹음 자료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실제 강의 음성을 평가한 경우로 해

석해서는 안 될 것이며, 동일한 강의자의 서로 다른 

음질 자료를 녹음하여 비교하는 등 구체적인 강의 음

성을 사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뿐

만 아니라 쉰 음성과 정상 음성으로 사용된 본 연구의 

샘플은 명료도 100%를 제외하고는 음도, 강도, 말속

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그 차이를 최대한 줄

이기 위하여 같은 연령과 성별, 그리고 같은 지역의 

대상으로 샘플을 수집하였으나, 음질을 제외한 요소들

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그 차이가 위의 결과

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음도와 강도, 말

속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이하여야 유사한 

말로서 인식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요소의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

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심단어: 쉰 음성, 정상 음성, 정서적 반응, 강의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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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형용사 리스트 

설 문 지 

주어지는 음성 샘플을 듣고 각 표현에 해당한다고 느끼면 ○칸에 체크, 해당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칸에 

체크하여 주세요.

번호 단어
표시

번호 단어
표시

번호 단어
표시

○ × ○ × ○ ×

1 활기찬 24 씩씩한 47 비참한

2 도덕적인 25 피곤한 48 성급한

3 정이 많은 26 고통스러운 49 당황하는

4 두려운 27 신중한 50 활동적인

5 외로운 28 희망찬 51 정력적인

6 화가 나는 29 친절한 52 설레는

7 귀찮은 30 이해심 깊은 53 속이 타는

8 불평하는 31 격분하는 54 상쾌한

9 신경질적인 32 기분 좋은 55 편안한

10 잔인한 33 자상한 56 의욕적인

11 불안한 34 행복한 57 결단력 있는

12 무너져버린 35 초조한 58 위축된

13 불쾌한 36 재미있는 59 평온한

14 실망하는 37 열중하는 60 유쾌한

15 싫증나는 38 울적한 61 온순한

16 힘이 솟는 39 짜증나는 62 거절당한

17 분노하는 40 즐거운 63 슬픈

18 몰두하는 41 고독한 64 만족하는

19 겁먹은 42 절망적인 65 안심하는

20 솔직한 43 사랑하는 66 괴로운

21 무서운 44 미칠 것 같은 67 따뜻한

22 자유로운 45 심술궂은 68 의기소침한

23 당당한 46 명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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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강의 음성 특성  

설 문 지 

주어지는 음성 샘플을 듣고 문항에서 질문하는 음성의 특징과 정도를 체크하여 주세요.

0: 전혀 그렇지 않다.  1: 거의 그렇지 않다.  2: 조금 그렇다.  3: 거의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1. 이 음성으로 강의를 들으면 밝은 느낌으로 들릴 것이다. 0 1 2 3 4

2. 이 음성으로 강의를 들으면 의욕 없는 느낌으로 들릴 것이다. 0 1 2 3 4

3. 이 음성으로 강의를 들으면 자신감 있는 느낌으로 들릴 것이다. 0 1 2 3 4

4. 이 음성으로 강의를 들으면 지루한 느낌이 들 것이다. 0 1 2 3 4

5. 이 음성으로 강의를 들으면 맑고 쾌적한 느낌으로 들릴 것이다. 0 1 2 3 4

6. 이 음성으로 강의를 들으면 힘 들어간 불편한 느낌으로 들릴 것이다. 0 1 2 3 4

7. 이 음성으로 강의를 들으면 쾌활한 느낌으로 들릴 것이다. 0 1 2 3 4

8. 이 음성으로 강의를 들으면 불안 초조한 느낌으로 들릴 것이다. 0 1 2 3 4

9. 이 음성으로 강의를 들으면 열정적인 느낌으로 들릴 것이다. 0 1 2 3 4

10. 이 음성의 강사는 웅얼거리는 말로 강의할 것 같다. 0 1 2 3 4

11. 이 음성의 강사는 명료하게 강의할 것 같다. 0 1 2 3 4

12. 이 음성으로 강의를 들으면 거친 느낌으로 들릴 것이다. 0 1 2 3 4

13. 이 음성으로 강의를 들으면 부드럽고 다정한 느낌으로 들릴 것이다. 0 1 2 3 4

14. 이 음성으로 강의를 들으면 힘없는 느낌으로 들릴 것이다. 0 1 2 3 4

15. 이 음성의 강사는 높낮이가 다양한 말로 강의할 것 같다. 0 1 2 3 4

16. 이 음성의 강사는 높낮이 변화 없이 낮은 말 높이로 강의할 것 같다. 0 1 2 3 4

17. 이 음성의 강사는 적당한 빠르기의 말속도로 강의할 것 같다. 0 1 2 3 4

18. 이 음성의 강사는 너무 빠르거나 느린 말속도로 강의할 것 같다. 0 1 2 3 4

19. 이 음성의 강사는 큰 목소리로 강의할 것 같다. 0 1 2 3 4

20. 이 음성의 강사는 작은 목소리로 강의 할 것 같다. 0 1 2 3 4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5%)
  /CalRGBProfile (Adobe RGB \0501998\051)
  /CalCMYKProfile (US Newsprint \050SNAP 2007\051)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Off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tru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524288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fals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Preserve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fals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fals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fals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fals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tru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ENU <FEFF005B004200610073006500640020006F006E00200027C778B514C790C778CD9CB825C6A90027005D0020>
    /KOR ()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llowImageBreaks true
      /AllowTableBreaks true
      /ExpandPage false
      /HonorBaseURL true
      /HonorRolloverEffect false
      /IgnoreHTMLPageBreaks false
      /IncludeHeaderFooter false
      /MarginOffset [
        0
        0
        0
        0
      ]
      /MetadataAuthor ()
      /MetadataKeywords ()
      /MetadataSubject ()
      /MetadataTitle ()
      /MetricPageSize [
        0
        0
      ]
      /MetricUnit /inch
      /MobileCompatible 0
      /Namespace [
        (Adobe)
        (GoLive)
        (8.0)
      ]
      /OpenZoomToHTMLFontSize false
      /PageOrientation /Portrait
      /RemoveBackground false
      /ShrinkContent true
      /TreatColorsAs /MainMonitorColors
      /UseEmbeddedProfiles false
      /UseHTMLTitleAsMetadata true
    >>
    <<
      /AddBleedMarks tru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tru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BleedOffset [
        8.503940
        8.503940
        8.503940
        8.503940
      ]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HighResolution
      >>
      /FormElements tru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arksOffset 8.503940
      /MarksWeight 0.283460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ageMarksFile /RomanDefault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tru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595.276 841.89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