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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은 언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의사소통을 

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도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 하는 방

식을‘발화’라 한다. 발화를 할 때 언어를 구상하는 능

력은 개인마다, 연령마다 차이가 난다. 언어 병리학에서

는 발화의 능력으로 언어장애 여부를 판별한다 [1]. 평

가하는 방법은 언어병리 전문가가 발화문을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능력을 평가한다 [2]. 이러한 방법은 시간

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경험을 바

탕으로 한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언어 구상 능력이란 수치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이

루어지기 보다 평가를 받는 사람과 비슷한 연령대의 평

균적인 능력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든 연령에 대한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한국어 발화문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웹 기

반의 시스템을 제안한다.  

 

 

2. 서비스 개요 
 

본 연구의 시스템은 Django를 기반으로 한 웹 서비스

를 구축하였으며 크게 Client와 Server로 나뉜다. Client

는 HTML, Web Browser로 구성되고 Server는 Django, 

MySQL3, KoNLPy로 구성된다.  

 

                                          
1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SW 중심대학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2018-0-00216) 

 

 
그림 1 시스템 개략도 

그림 1은 본 논문 시스템의 개략도 이다. Client는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가 분석 하고자 하는 전사 파일

을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 쉽게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 

전사 파일은 발화문으로 이루어진 파일이다. 사용자가 

분석을 요청하면 전사파일은 서버로 올라간다. 서버에서

는 전사파일을 한 줄 씩 읽는다.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를 이용하여 발화문을 분석 한 후 언어 병리에서 사용하

는 평가 지표에 따라 능력을 평가한다. 그리고 사용자에

게 그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이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발화자와 같은 연령대의 분석 결과를 평균 내어 사용자

에게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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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연령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이 능력은 평가 분류에 따라 수치적으로 평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치로 평가하는 것 보다 비슷한 연령의 평균적인 능력과 비교를 통하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어 병리학에서 평가를 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언어 병리 전문가가 하는 것 

이다. 그러나 사람을 통한 평가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어 발화에 대한 분석을 자동화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주제어: 한국어 발화 분석, 장고, 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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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현 
 

 
그림 2 전사 파일 예시 

그림2는 전사파일의 구조이다. 전사파일은 턴, 발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턴은 질문자의 물음에 대하여 

대답한 차례를 의미한다. 발화는 질문에 대답한 문장 수

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질문자의 물음에 발화자가 ‘아 

우리 손주도 sk가서 잘 돼서 삼성 다니는 아가씨랑 결혼

해서 아주 잘 지내. 아 행복하지.’라고 대답한 경우 한 

물음에 두 문장을 답해 턴은 1회이고 발화는 2회가 되는 

것이다. 내용은 발화자가 말한 내용을 말한다. 

 
그림 3 사용자 화면 

 

그림3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실제 화면이다. 화면의 구

성은 ‘Document’, ‘Age’, ‘Analyze button’, ‘전

사자료 분석정보’로 되어있다. ‘Document’에서는 사용

자가 분석 할 전사파일을 올리는 곳이다. 파일 선택 버

튼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전사파일을 선택

하면 된다.‘Age’에서는 발화자와 같은 연령대를 선택

하도록 되어있다. 언어 구사 능력 평가란 개인 분석결과

보다 같은 연령대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발화자의 연령대를 선택하면 

해당 연령대의 평균적 수치를 발화자의 분석 결과와 함

께 제공한다. 연령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성인

(20~30대), 성인(40~50대), 성인(60대 이상)으로 총 6분

류로 나눠져 있다. 파일 전택과 연령대 선택이 완료되면 

분석버튼으로 분석을 시작한다.‘전사자료 분석정보’에

서는 발화자의 분석 결과와 해당 연령의 평균을 제공한

다.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크게‘총 발화 수’,’

구문부/형태부’,‘의미부’로 나뉜다 [7]. 분석 결과는 

사용자가 파일로 다운받아 볼 수도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발화 자동 분석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발화자의 발화문 분석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있으며 비슷한 연령대의 분석 결과를 평균내

어 함께 제공함으로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의 총 발화 수 만 제공한다는 단점이 있었다면 본 

연구는 총 발화 수 뿐만 아니라 구문부/형태부, 의미부

로 나뉘어 다양한 평가 지표로 평가 결과가 제공된다. 

또한 사람에 의해 평가될 떄 시간적, 비용적 문제와 평

가에 대한 객관성 문제도 모두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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