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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로벌 사회로 발 함에 따라 외국어를 능숙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능숙하게 말하기 

해서는 말하는 훈련을 충분히 가져야 하는데 이때 화 상 방을 필요로 한다. 최근에는 음성 인식 정보 기술

의 발달로 인하여 화 상 방의 인간이 없어도 외국어 말하기 훈련을 수행하는 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 말하기 훈련 교육을 한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등학교 

수업에 용하 다. 등학생에게 어 화 상황을 제시하고 말하기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 다. 그 후, 시스템

에 한 만족도와 지속 인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외국어 말하기 

학습 훈련에 도움이 된다는 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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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world develops into a global society, more and more people want to speak foreign languages fluently. 

To speak fluently, you must have sufficient training in speaking, which requires a dialogue partner. Recently,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ment of voice recognition information technology will enable the development of a sys-

tem for conducting foreign language speaking training without human beings from the other party. In this study, 

a test bed system for foreign language speaking training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elementary school classes.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asked to present their English conversation situation and conduct speaking 

training. Then, satisfaction with the system and potential for continuous utilization were surveyed. The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has been identified as helpful for the training of learning to speak a foreig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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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 으로 외국어를 배우고 익히는데 있어서 말하기

를 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외국어 학습자

들이 외국어 학습 과정을 익힌 뒤, 말로 표 하기를 어

려워한다[1].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 하는 것은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이다[2]. 외국

어를 능숙하게 말하기 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 하

는 훈련을 효과 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3]. 

기존 말하기 교육 로그램에서는 교수자와 사용자의 

상호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 명이 함께 학습

하는 상황에서는 학습자 개개인의 말하는 시간이 체 

학습 시간 비 충분하지 않아서 말하기 학습 훈련 효

과가 떨어진다[4]. 

기술의 발 에 따라 빅 데이터 기반의 음성인식 처리 

테크놀로지의 진보에 의해 언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

고 있다[5]. 최근에는 음성으로 각종 소 트웨어 기반의 

스마트폰, TV, 라디오, 스피커 등을 제어하고 있다.

따라서 말하기의 비언어 인 표  분석은 어렵더라도 

텍스트 기반의 정확한 단어 표 을 익히는 시스템과 교

육 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언어 학습 훈련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시간 비 사용자의 말하

기 훈련 시간이 부족하여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 말하기 

유창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 최신 기술의 격한 발

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외국어 말하기 훈련 교육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6][7].

본 논문에서는 시  요구에 맞도록 사용자 심의 

말하기 훈련 시스템  교육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을 용하기 한 말하기 훈련용 사용자  교수자

용 앱과 서버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제 교육 장에 

용하여 교육 모델의 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외국어 말하기 교육

말하기는 외국어를 배우는 데 필수 인 기본 기술  

하나이다. 말하기는 말하는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여 자

신의 생각이나 메시지를 달하는 것이다[8]. 메시지를 

제공하는 로세스가 있는데, 이를 인코딩 로세스라고 

한다[9][10]. 동시에 첫 번째 화자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다. 해리스는 말하기를 아이디어, 생각  느

낌을 구두로 달하는 인코딩 로세스로 정의한다[11]. 

사람은 군가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고 다

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한다. 따라

서 말하기는 자신의 생각, 정보  느낌을 달하여 다

른 사람과 연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12]. 

Brown은 말하기를 정보의 생성, 수신  처리와 련

된 의미를 구성하는 화식 로세스라고 말한다[13]. 

화식 로세스를 통해 의사소통하고 상호 작용하기 해

서는 세 가지 요한 사항이 있다[14][15]. 첫째,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 할 수 있는 유창성, 둘째 문법  발음 

포함하여 정확하게 표 하는 정확성, 셋째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16]. 

따라서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지속 으

로 말하기 연습을 수행해야 하며, 그것을 평가하는 

에서도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토 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7][18]. 하지만, 말하기 교육은 객 으로 평가할 

때의 문제와 시간 때문에 말하기가 부족한 편이므로 이

를 보완해  도구가 필요하다. 교사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간단한 질문과 짧은 

화를 통해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발 시킬 수 있다.

2.2 관련 연구

어 말하기 능력 신장을 한 스마트 앱 개발 연구

[6]에서는 말하기 기능을 해 단어와 문장을 듣고 따라

하는 형태와 말하는 것을 녹음하여 반복학습 하면서 말

하기 기능을 향상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말하는 것을 시

스템이 받아쓰기 하거나 텍스트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

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학교 어 말하기 학습용 모바일 앱 개발 연구에서

는 모바일 어 학습 선행 연구와 련 학습 로그램 

사례를 분석하고 어 말하기 학습과 녹음  제출을 

통하여 말하기 기능이 향상되도록 설계하고, 구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단순한 문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뒤, 실제 학생들에게 용하여 말하기 학습 로그램 

앱의 유용성  만족도를 분석하 다[7]. 실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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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맞는 화 상황이 자동 으로 추천되지 않고, 실

제 학업 성 과의 상 계 등에 한 분석이 부족하다.

모바일 어 말하기 평가 융합 시스템 모형 타당도 

검사 연구에서는 모바일기기용 평가 앱을 개발하고 시

험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여 정해진 콘텐츠에 맞도록 타

당성 있는 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차를 마련하 다

[5]. 다만, 말하기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해 학습

자들이 말한 것을 음성 일로 장하여 채 자에게 제

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 하는 방식으로 어말하기 

평가를 수행하 다.

등 어 말하기 교육의 실태 분석과 발  방안 연구

에서는 어 교육 에서 설문조사, 면담조사, 수업 

찰을 통해 말하기 교수-학습  평가에 한 교사 인

식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 다[1]. 학생들의 말하기 

결과에 반응을 직 으로 하지 않는 암시  교수법과 

피드백을 선호하고 말하기 평가도 엄격하게 수 매기

는 방식 보다는 과제해결형 평가 혹은 찰평가와 같은 

간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러한 들은 본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참고가 되었다.

3. 영어 말하기 훈련 시스템의 설계

3.1 영어 말하기 훈련 시스템의 요구 사항 분석

본 논문의 어 말하기 훈련 시스템을 사용하기 해

서는 인터넷이 가능하고, 태블릿PC가 6  이상 확보된 

상황에서, 등학교 20~25명 내외의 학생들이 있는 교실

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실에서 어 말하기 훈련과 평가

를 수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정의

하면 다음과 같다. 

○ 사용자의 말하기와 이를 음성인식 테크놀로지를 

통한 받아쓰기 처리  학습 리 시스템 송.

○ 받아쓰기 처리된 결과에 한 교수자의 정오답 

단과 함께 딥러닝 기반의 정오답 정보 단.

○ 교수자에게 기록한 역을 송하여 결과를 단 

후 피드백 처리.

○ 말하기 훈련 수 , 반복 회수 등에 한 이력을 

장하여 학습자 개인별 로 일 리.

○ 말하기 패턴에 따른 형태소 분석, 정오답 결과 기록.

○ 개인별 수 에 따라 맞춤형 학습 서비스 연계(반

복학습, 다음 학습 추천 등).

○ 음성 인식을 통한 텍스트 변환 기술 사용.

3.2 영어 말하기 훈련 시스템의 설계

제안하는 어 말하기 훈련 시스템의 시스템 구조는 

(Fig. 1)과 같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of English 

Conversation Training System

어 말하기 훈련 시스템은 사용자 앱과 이를 리할 

수 있는 Learning Management System(LMS)으로 구

성된다. 사용자 앱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모듈, 

어 말하기 모듈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로그인 하면 사용자 정보에 맞는 콘텐츠가 

추천되며, 기 학습자일 경우에는 기 진단 8개 문장

을 통해 학습자를 진단하게 된다.

어 교과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어 교

과서의 콘텐츠로 학습 콘텐츠로 구성한다. 기 학습자 

진단 결과가 부정확하면 기 학습자 진단을 다시 수행

하도록 한다.

기 학습 결과가 부족하다고 사용자가 단하면, 

기 학습은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에 따

라 학습 콘텐츠는 추천되도록 구성한다.

말하기 버튼을 만들어서 제시되는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고, 사용자가 정확하게 말하고 시스템이 제 로 인

식했다고 단하면 장 버튼을 러서 해당 문장을 임

시로 장한다. 문장을 장한 뒤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

면 해당 문장을 클릭하면 해당 문장이 삭제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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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훈련을 수행한다.

8개 문장으로 된 학습 콘텐츠의 학습이 모두 종료되

면, 제출 버튼을 러서 LMS로 결과를 송한다. 송

된 문장들은 교사용 앱 혹은 LMS 시스템에서 체크하고 

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3.3 영어 말하기 훈련 시스템 테스트베드 개발

제안하는 어 말하기 훈련 시스템의 테스트베드를 

개발한 결과는 (Fig. 2)와 (Fig. 3)과 같다.

(Fig. 2) User interface of Learner Diagnosis

 

(Fig. 2)는 처음 학습자 혹은 기 진단  학습을 하

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다. 해

당 문장을 클릭하면 구  TTS를 이용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말하기 버튼을 통해서 말하면 해당 문장이 음성 

인식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텍스트로 장된다. 이 때, 

인터넷 상황, 학습자 발음, 주  소음 등으로 음성 인식

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천천히 박 박 말하

면 원어민 발음이 아니더라도 어 받아쓰기를 수행해 

다. 어 받아쓰기를 실시한 결과가 마음에 들면, 장 

버튼을 러서 말하기 훈련 결과를 임시로 장한다.

8개 문장이 하나의 화상황으로 구성되어 있고, 8개

의 문장에 한 말하기 훈련이 모두 완료되면, 제출 버

튼을 러서 훈련 결과를 송한다.

(Fig. 3) User interface of Speaking Module

기 진단학습이 완료되고 나면, 해당 학습자가 말하

기 훈련을 수행하게 하고 틀린 문장을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해당 문장을 다시 제시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는 (Fig. 3)과 같다. 사용자 편의를 해서 시스템 사용 

방법을 기 진단 과정과 유사하다. 만약 학습자가 시스

템이 제안하는 화상황이 아니라, 음식 , 길 찾기 등 

희망하는 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화 상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 다.

4. 영어 말하기 훈련 시스템의 적용 결과 분석

4.1. 분석 방법 및 결과

제안하는 어 말하기 훈련 시스템의 실제 수업 용 

결과를 분석하기 해서 2주간 서울시 소재 등학교 4

학년을 상으로 창의  체험활동 시간과 어 교과 시

간에 실제 용을 해 보았다. 성별 남학생 13명(56.5%), 

여학생 10명(43.5%) 합계 23명을 상으로 하 다.

4.2. 시스템 만족도 조사

학생들에게 실제 수업에 용한 뒤, 4학년 학생들에게 

느낀 을 응답하도록 하 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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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본인의 어 말하기 실력이 어떠한지 물었고, 

매우 우수하다는 3명, 조  우수하다는 7명, 보통이 10

명, 조  아니다 2명, 아니다 1명으로 응답하 다.

어 말하기 앱을 사용해 본 결과 어 말하기 공부가 

도움이 된다는 학생이 16명, 보통이 6명으로 정 평가가 

95.7%로 높게 나타났다. 4명이 한 모둠을 이루어 함께 

말하기 연습을 수행하고, 평가를 할 때는 개인이 혼자 조

용한 상황에서 말하기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이 4학년 학

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어 말하기

를 혼자 공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정이 17명(73.9%), 

보통이 5명(21.7%)로 나타났다. 이 앱을 통해 어 말하

기에 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학생이 11명(47.8%), 보통

이 7명(30.4%)로 나타났고, 그 지 않다가 5명(21.7%)로 

나타났다. 4학년 학생들 특성상 조용히 기다려줘야 하는

데, 다른 친구들이 말하기 공부하거나 평가할 때 끼어들

고 방해하는 장난 행 가 있어서 불편해 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체로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다.

4학년 학생 특성상 어 발음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 본인이 말하는 것을 어로 받아쓰기 해 다는 

응답이 11명(47.8%), 보통이 5명(21.7%), 부정 인 응답

이 7명(30.4%)로 나타났다. 이 게 의견이 나타난 이유

에 해서 지도교사의 자문을 구해보니, 교실에서 2~3명

이 얘기하면 제 로 인식되는데, 24명이 있는 교실에서 

6명이 동시에 얘기하고, 간에 잡담하는 학생들이 있어

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럴 경우 

복도 같은 곳에서 조용히 말하기 훈련을 할 경우에는 

제 로 처리가 되었다고 한다. 

4.3. 시스템 적용 가능성 분석

학습자들이 느낀 만족도 외에 실제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된 성 과 학습자의 사  말하기 능력 정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Gender speaking ability score

Gende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1 .008 .116

significance probability

(double-tail)
　 .971 .693

N 23 23 14

Speaking 

abilit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008 1 .633*

significance probability

(double-tail)
.971 　 .015

N 23 23 14

Scor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116 .633* 1

significance probability 

(double-tail)
.693 .015 　

N 14 14 14

<Table 2> Correlation Result

남녀 학생 특성상 스마트 패드 등을 다루기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남녀 학생 성별에 따른 상 계

를 분석했을 때, 말하기 능력정도와 실제 평가 결과와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말하기 능력과 실제 학업 성 과는 

.633(p<0.05)으로 높은 상 계가 나타났다. 학생들이 

스스르 느끼는 말하기 실력과 실제 말하기 훈련 시스템

No Question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0 Is your own ability to speak good? 3(13.0%) 7(30.4%) 10(43.5%) 2(8.7%) 1(4.3%)

1 Studying English speaking with friends is helpful. 9(39.1%) 7(30.4%) 6(26.1%) 1(4.3%) 0

2 The English speaking app helps you study speaking. 8(34.8%) 8(34.8%) 6(26.1%) 1(4.3%) 0

3 I can study English speaking by myself. 10(43.5%) 7(30.4%) 5(21.7%) 1(4.3%) 0

4 You can speak English using this app. 8(34.8%) 6(26.1%) 6(26.1%) 3(13.0%) 0

5 This app gives me confidence in speaking English. 6(26.1%) 5(21.7%) 7(30.4%) 4(17.4%) 1(4.3%)

6 It was appropriate to learn English speaking sentences. 10(43.5%) 5(21.7%) 7(30.4%) 1(4.3%) 0

7 It dictates what I say in English. 6(26.1%) 5(21.7%) 5(21.7%) 5(21.7%) 2(8.7%)

8 It's fun to use this app. 6(26.1%) 8(34.8%) 3(13.0%) 2(8.7%) 4(17.4%)

9 I was nervous when I used this app. 4(17.4%) 5(21.7%) 3(13.0%) 4(17.4%) 7(30.4%)

10 I want to continue studying English speaking with this app. 4(17.4%) 4(17.4%) 5(21.7%) 2(8.7%) 8(34.8%)

<Table 1> Result of Satisfac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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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해서 평가한 결과가 상 이 있다는 것은 제안하

는 시스템이 학생의 수 을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의미

이다. 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 으로 제안하는 시

스템을 활용해서 학습한다면 말하기 능력이 향상될 수

도 있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 

어떠한 향일 미치는지 악하기 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Table 4>와 같다.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633a .401 .351 7.973

<Table 3> Model Summary

Model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1

Regression 510.107 1 510.107 8.025 .015a

Residual 762.750 12 63.563

Total 1272.857 13

a. Dependent Variable : Speaking ability

b. Predictors: score

<Table 4> ANOVAb

상 계 분석에서 의미있게 나온 것과 같이 실제 말

하기 능력을 진단하고 제안하는 시스템을 사용한 결과

에 따른 실제 말하기 테스트 성 (F=8.025, p<0.05)에 

의미있는 향을  것으로 악되었다.

5. 결론

본 논문은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 음성 인

식 테크놀로지 기반의 외국어 말하기 훈련 시스템을 제

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가능성을 악하기 해서 

어 말하기 학습을 한 사용자용 앱과 LMS를 구축하

여 학습자들의 실제 용 결과를 분석하 다. 

시스템을 용하고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의 만족도

가 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말하기 능

력과 실제 학업 성 과는 .633(p<0.05)으로 높은 상

계가 나타났다. 한 상 계 분석에서 의미있게 나타

난 본인이 진단한 말하기 능력에 따라서 제안하는 시스

템을 사용한 결과, 실제 말하기 테스트 성 (F=8.025, 

p<0.05)에 의미가 있는 향을  것으로 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하기 훈련 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실시한다면,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악하고 학

습 동기를 신장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학습의 몰입도를 

증가시켜서 학습의 효과를 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그리고 음성 인식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외국어 말하

기 훈련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 외국어 학습에서 말하

기 훈련 시간 비 을 획기 으로 증 시켜서 외국어 말

하기의 원활한 능력 향상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

고, 자기 주도 으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만큼의 말

하기 학습 훈련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에는 어 기반의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일본어, 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 말하기 

훈련 역에도 확장하여 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역으로도 연구가 확장될 필요

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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