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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클리어스피치(clear speech)는 소음하 상황 등 어려운 청취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전략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Picheny et al., 1985), 음의 높낮

이 범위(pitch) 확장, 핵심 어휘의 강도(intensity) 증가, 발화 속

도(speech rate)의 감소를 통한 음향학적 조음 수정 전략을 의

미한다(Smiljanić & Bradlow, 2007). 몇몇 연구들에서 클리어스

피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 발성법에 비해 향상된 어

음인지도(speech intelligibility) 수행력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Picheny et al., 1985; Smiljanić & Bradlow, 2007). 예를 들

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난청인의 경우, 클리어스피치의 

사용은 일반 발성법의 사용 시와 비교했을 때 17% 정도 높은 

어음인지도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icheny et al., 

1985). 클리어스피치는 일반 발성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느린 발화 속도로 발성되어 분절음의 발성 정확도가 증가되고 

이러한 음향학적 변화는 어음인지도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Picheny et al., 1985). Krause & Braida 

(2002)는 보통 발화 속도와 느린 발화 속도에서 클리어스피치와 

일반 발화 간 어음인지도를 측정하였는데 두 가지 발화 유형 모

두에서 발화 속도가 느릴 때 5% 정도 더 높은 어음인지도를 보

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클리어스피치는 일반 발성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중주파수 대역인 1,000~3,000 Hz 사이에서 장기평

균어음스펙트럼(long-term averaged speech spectra)의 에너

지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rause & Braida, 

2004). 이러한 중주파수 대역(1,000~3,000 Hz)의 에너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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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어음인지도의 향상 효과는 약 6% 정도인 것으로 나타

났다(Krause & Braida, 2009). 이외에도 클리어스피치는 모음

의 확장성(vowel expansion)이 두드러지며(Ferguson & Kewley-
port, 2002), 시간축포락선(temporal envelope)이 변조되는 등

(Krause & Braida, 2004)의 음향학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클리어스피치 연구는 영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지

만, 몇몇 연구들은 크로아티아어, 핀란드어, 한국어와 같은 다

양한 언어를 기반으로 클리어스피치의 음향학적 특성을 분석

하였다(Cho et al., 2011; Granlund et al., 2012; Smiljanić & 

Bradlow, 2005). 예를 들어,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클리어스피

치 연구에서는 느린 발화 속도와 모음의 확장성과 같은 음향학

적 특성이 영어 클리어스피치와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

였다(Cho et al., 2011). 또한 크로아티아어 클리어스피치도 일

반 발성법에 비해 느린 말속도와 모음의 확장성 등이 두드러진

다고 보고하고 있다(Smiljanić & Bradlow, 2005). 이처럼 한국

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들에서 클리어스피치의 몇몇 음향학적 

특징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영어 클리어스피치에서 분석된 특

징들에 비해서는 극히 일부 특징들만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음향 특징에 해당하는 어음역동범

위(dynamic range)의 분석을 통해 한국어 클리어스피치의 특

징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어음역동범위는 주파수별 어음 에

너지 분포 중 최소어음레벨(minimum level)과 최대어음레벨

(maximum level)의 사이를 나타내며 어음인지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다시 말해 어음역동범위에서 청취자의 청력 역치 이

상의 부분만이 어음인지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듯 어음역동

범위는 어음인지도 수행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어 클리어스피치의 어음역동범

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클리어스피치와 일반 발성법 간에 

어음역동범위를 측정하여 발성법에 따른 어음역동범위의 차이

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클리어스피치

의 음향학적 특징이 어음인지도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MATERIALS AND METHODS

Participants

본 연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35명의 여성 화자

(평균 연령: 21.5세, 연령 분포: 20~28세)를 대상으로 진행하였

다. 모든 대상자의 청력 역치는 250~8,000 Hz의 주파수 대역

에서 20 dB HL 이하로 정상 범위의 청력 역치를 가지고 있었

다. 본 연구는 녹음을 통한 목소리의 분석이 주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조음과 발성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로 한정하여 피검자

를 모집하였다. 실험의 진행에 앞서 모든 연구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임상실험윤리위원회(Institute Review Board, IRB)의 

승인(HIRB-2016-001)을 받았으며 모든 연구가 완료된 후 참

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수고비를 지급하였다.

Recording and analysis procedure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한국어 클리어스피치의 훈련 방법은 선

행 논문에서 보고하고 있는 영어 클리어스피치 훈련 방법과 유

사하게 진행하였다(Picheny et al., 1985; Smiljanić & Bradlow, 

2005). 녹음 문장은 한국어 문장검사목록(Korean Speech Per-
ception In Noise)의 표준화된 240개 문장을 사용하였으며

(Kim et al., 2000), 모든 대상자는 클리어스피치와 일반 발성법

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전체 문장을 녹음하였다. 클리어스피치는 

일반 발화법에 비해 느린 말 속도를 가지고 핵심 단어와 절 사

이에 휴지기(pause)를 가진다(Picheny et al., 1986). 또한 최대한 

정확하게 발성하며 생동감 있는 목소리(lively)를 유지하며 말끝

을 흐리지 않는다(Caissie et al., 2005; Kricos, 2006; Moon & 

Lindblom, 1994; Picheny et al., 1986). 이러한 점들을 잘 반영

할 수 있도록 클리어스피치 녹음 이전에 20~40분 사이의 연습 

시간을 가졌다. 클리어스피치를 녹음할 때는 배경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이야기하듯이 읽도록 안내하였으며, 일반 

발성법의 녹음은 평상시에 말하는 것처럼 익숙한 사람들과 대

화하듯이 읽도록 안내하였다. 음성 샘플의 녹음은 이중벽 방음

실(double-wall sound booth) 내에 설치된 음성분석프로그램

(Computerized Speech Lab; PENTAX Medical, Montvale, NJ, 

USA)과 마이크(Sennheiser e-835s; Sennheiser, Wedemark, 

Germany)를 통해 진행하였다. 표본화 주파수는 44,100 Hz로 

설정하였고 양자화는 16 비트(bit)로 설정하여 녹음을 진행하

였다. 문장을 녹음하기 전에, 대상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

해 몇 가지 문장을 연습으로 읽게 하였다. 대상자는 의자에 편

안한 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입은 마이크로부터 10 cm 거리를 

유지하여 녹음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18명은 한국어 

문장검사목록을 일반 발성법으로 녹음을 한 이후에 클리어스

피치 방식으로 녹음을 진행하였으며, 나머지는 클리어스피치 

방식으로 녹음을 진행한 후 일반 발성법의 녹음을 진행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녹음 도중 휴식을 원할 경우 수시로 휴식을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자당 총 녹음 시간은 90분 이내였다. 

녹음된 클리어스피치와 일반 발성법의 어음역동범위를 산출

하기 위하여 Adobe Audition CS 6 (Adobe Systems Inc., San 

Jose, CA, USA)을 이용하여 음성 파일들의 휴지기를 제거하였

다. 묵음이 제거된 녹음 파일들을 Matlab (version R2017a; 

MathWorks Inc., Natick, MA, USA)을 통해 누적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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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cumulative histogram levels)을 산출하였다(Jin et al., 

2014; Kates, 2013). 누적 히스토그램 레벨 도출은 아래의 절차

대로 진행하였다. 첫째, 녹음 데이터의 평균 실효값(root-mean 

square)을 65 dB sound pressure level (SPL)로 정규화(nor-
malization)하였다. 둘째, 150~8,600 Hz의 중심주파수 범위를 

갖는 21개의 임계 대역(critical bands)에서 신호 포락선(signal 

envelope)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21개의 주파수 대역 범위는 어

음인지지수(Speech Intelligibility Index)를 계산할 때의 임계 

대역 범위를 기준으로 하였다(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1997/R2012). 어음인지지수는 대상자의 가청 영역을 

주파수 대역별로 산술화하여 어음인지도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1997/R2012). 셋째, 

매트랩을 이용하여 1000분의 1초 단위로 계산되는 상승 여현창

(raised cosine window)을 통해 신호 포락선을 부드럽게 곡선화

하였다. 넷째, 곡선화된 신호 포락선을 창 길이(window length)

가 50% 중첩되게 하여 부표본화하고 dB SPL 단위로 변환시켰

다. 다섯째, 누적 신호 포락선 분포 레벨을 데시벨 신호 포락선 

히스토그램으로 계산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각 주파수 대역에

서의 최종 어음역동범위는 각 연구 참여자들의 누적 히스토그

램 값을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누적 히스토그램 레벨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어음의 누적 신호 포락선의 분포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99% 누적히스토그램 레벨(L99)은 측정된 어음 신호에서 

최고 강도 레벨(peak level)을 포함하거나 그 이하의 99% 부분

을 나타내며, 30% 누적히스토그램 레벨(L30)은 측정된 어음 신

호에서 최소 강도 레벨을 포함하거나 그 이상의 30% 부분을 나

타낸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어음역동범위는 최대 레벨에서 최

소 레벨을 뺀 값을 나타내며(L99-L30), 이 방식은 국제어음시

험신호(International Speech Test Signal)에서 효과적인 어음역

동범위로 제시된 기준이다(Holube et al., 2010).

Statistical analysis

본 연구는 녹음 데이터를 가지고 두 가지 발성법 종류(클리

어스피치, 일반 발성)에 따른 어음역동범위, 최대어음레벨, 최소

어음레벨의 유의미한 차이 여부를 확인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22 (IBM Corp., Armonk, NY, USA)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하였고 대응표본 t 검정(paired sample t-test)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RESULTS

발성법 종류(클리어스피치, 일반 발성)에 따른 어음역동범위

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클리어스피치의 어음역동범위는 19

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일반 발성법의 어음역동범위보다 유의미

하게 넓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주파수 대역에서 클리어스피치와 일반 발성법 간

의 어음역동범위 차이는 최소 0.67 dB(중심주파수: 4,800 Hz)

에서 최대 4.09 dB(중심주파수: 1,370 Hz) 사이였다.

Figure 2에서는 발성법 종류(클리어스피치, 일반 발성)의 최

대어음레벨(L99)과 최소어음레벨(L30)을 나누어 비교하였다. 

최대어음레벨(L99)의 경우, 두 개의 주파수 대역(중심주파수: 

150             250                450                      1,000                    2,150             4,000                   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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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DR for clear (square) and 
conversational (circle) speech as a func-
tion of 21 band frequencies. Asterisks in-
dicate frequency bands wherein the DR 
of clear speech differed significantly from 
that of conversational speech. DR: dy-
namic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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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50 Hz)을 제외하고 19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클리어스피

치가 일반 발성법보다 더 높은 최대어음레벨(L99)을 보였으며

(p ＜ 0.05), 그 차이는 최소 0.47 dB(중심주파수: 570 Hz)에서 
최대 2.96 dB(중심주파수: 1,170 Hz) 사이였다. 최소어음레벨

(L30)의 경우, 10개의 중심주파수 대역(중심주파수: 150, 250, 

450, 570, 700, 840, 1,170, 1,370, 1,600, 1,850 Hz)에서 클리어

스피치가 일반 발성법보다 더 낮은 최소어음레벨(L30)을 보였

다(p ＜ 0.05). 이와 반대로 클리어스피치의 최소어음레벨(L30)
은 4개의 중심주파수 대역에서 클리어스피치가 일반 발성법보

다 더 높은 최소어음레벨(L30)을 보였다(p ＜ 0.05). 이렇듯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주파수 영역에서 클리어스피치와 일반 발성

법의 최소어음레벨(L30)의 차이는 최소 0.76 dB(중심주파수: 

7,000 Hz)에서 최대 1.63 dB(중심주파수: 1,600 Hz) 사이였다.

DISCUSSIONS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클리어스피치가 일반 발성법보다 더 

넓은 어음역동범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어음역동범위가 어음인지지수의 예측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지어 연구한 선행 논문의 결과에 적용하였을 때, 한국어 

클리어스피치가 일반 발성법에 비해 어음인지도에 유리한 음향

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Jin et al.(2017) 연

구에서는 어음역동범위가 10 dB에서 60 dB로 넓어지면 동일한 

가청 영역에서 어음인지지수에서의 어음인지도 수행력 점수도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어음역동범위가 넓어지면 더 높은 최

대어음레벨(L99)을 가진 평균 실효값 레벨을 포함하기 때문에 

신호대잡음비(signal-to-noise ratio)가 높아지게 되고 어음인

지지수의 전이함수(transfer function)에서 높은 어음인지도 점

수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현재 어음인지지수에서의 효과적인 

어음역동범위는 30 dB로 평균 실효값 레벨을 기준으로 ±15 

dB을 나타내는데(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1997/ 

R2012), 만약 어음역동범위가 평균 실효값 레벨을 기준으로 

–15 dB 에서 +25 dB을 나타내는 40 dB로 넓어지게 된다면 더 

높은 평균 실효값 레벨을 포함하기 때문에 신호대잡음비가 높

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Jin et al.(2017)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절대 전이함수(absolute transfer function) 그래프에서 0.52의 어

음인지지수 값을 기준으로 어음역동범위가 30 dB에서 40 dB로 

넓어질 때, 어음인지도 수행력 점수가 대략 27%에서 57.5%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 어음역동범위 값

이 1 dB 증가할 때, 어음인지도 수행력은 평균적으로 3.05%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클리어스피치의 어음인지도 향상 효과는 많은 선행 논문들

에서 보고하고 있다. Bradlow & Bent(2002) 연구에서는 32명

의 비원어민과 32명의 원어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신호대잡음

비 상황에서 클리어스피치와 일반 발화 간의 어음인지도 효과

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비원어민과 원어민 집단 모두에서 클리

어스피치를 사용했을 때 일반 발화법보다 더 높은 어음인지도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radlow et al.(2003) 

연구에서는 건청아동 36명과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 63명을 대

상으로 클리어스피치와 일반 발화 간의 어음인지도 효과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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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aximum and minimum levels 
of dynamic range for clear (square) and 
conversational (circle) speech as a func-
tion of 21 band frequencies. Asterisks 
indicate frequency bands wherein the 
maximum (upper) and minimum (lower) 
levels of clear speech differed significant-
ly from that of conversational speech. 
SPL: sound pressur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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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였다. 그 결과 클리어스피치 상황에서 건청아동 그룹에서

는 8.8%, 학습장애아동 그룹에서는 9.2% 정도 더 높은 어음인

지도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들

은 영어 클리어스피치가 어음인지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클리어스피치도 어음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만큼 한

국어의 음향적 특성을 고려한 클리어스피치 연구를 추가적으

로 진행한다면 한국인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으로 적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클리어스피치의 어음역동범위가 전주파수 

대역에서 일반 발성법의 어음역동범위보다 더 넓은 분포를 보였

고, 이는 대부분 클리어스피치의 최대어음레벨(L99) 값이 일반 

발성법의 최대어음레벨(L99) 값보다 높다는 점(최소 0.47 dB~최

대 2.96 dB)에서 한국어 클리어스피치는 일반 발성법에 비하여 

어음인지도에 유리한 음향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심 단어0:0�클리어스피치·어음인지·어음역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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