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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발음 평가 모델을 활용한 수동 평가자 연구1)

A Study on Human Evaluators Using the Evaluation Model of English Pronunciation

윤 규 철2)

Yoon, Kyuchu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tendency of evaluators in the pronunciation evaluation of English utterances. The 
tendency was visualized using the evaluation model of English pronunciation proposed in [1]. One hundred fifty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four evaluators participated in the study. Students read eight English sentences aloud as evaluators 
evaluated English pronunciation by their own criteria. The models based on their pronunciation evaluation proved to be 
efficient in showing their evaluation tendency in terms of the  fundamental frequency, intensity, segmental durations, and 
segmental spectra as compared to those of the five native speakers of English chosen for building the models. However, 
human evaluators were not always consistent in their evaluation and sometimes gave conflicting scores to the sam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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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어진 영어 문장에 대하여 발음을 평가하는 것은 음성학

적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

는 억양, 강도, 길이의 초분절음 혹은 운율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운율적 측면을 제외한 분절음적 측면이다. 이 두 측면

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졌고 영어 문장의 

발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영어 발음을 평가하는 주체가 사람이라고 가정한

다면 아무리 영어 전문가이면서 음성학 전문가라 할지라도 운

율과 분절음을 별개로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영어 발음 평가의 대상이 수천, 수만의 학생들이라면 평가를 

수작업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고 할 수 있다.
사람이 평가의 주체가 되어서 학생들의 영어 발음을 평가

한다고 할 때, 주어진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침에 따라 평가한

다고 해도 평가자 개개인의 영어 발음의 좋고 나쁨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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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차이가 있을 것이며 아무리 일관성이 뛰어난 사람도 대

량의 자료를 오랜 기간에 걸쳐 평가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

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평

가자의 주관적 발음 지식이 과연 주어진 지침에 따라 짧은 시

간 안에 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훈련을 통해 이러

한 발음 지식이 얼마나 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변할 수 있는가 혹은 없는가를 논하기 전에, 각 평가자 개

인이 영어 발음 평가에 관하여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특정 

평가자가 운율과 분절음 중 어느 측면을 영어 발음의 평가 기

준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알아낼 수 있어야 다음 단

계의 준비나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성향을 알아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음성학 전문가의 경우 자신의 성향 혹은 타인의 성향을 주어

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개
별 평가자의 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다행히도 [2]의 연구에서는 [3]에서 

제시한 기법을 응용하여 분절음과 운율을 간접적으로 평가하

는 방법을 제시하여 분절음과 운율의 분리 평가가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제시된 방법은 운율적 요소 전체

와 분절음적 요소 전체를 나누는 이분법적인 방법이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음성인식을 활용한 발음 평가의 경우는 잘 알려진 바와 같

이 음성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에서 수동 평가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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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만의 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가자 개

인의 성향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음성

인식을 활용한 [4]의 연구에서도 분절음과 초분절음의 관점에

서 발음 점수를 나누어서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 발음 자료를 기반으로 자동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 수동 평가자 개개인의 성향을 분석

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5]의 연구에서 제시한 운율 평가 방식과 이 방

식을 분절음을 포함한 영어 문장 발음 전체로 확장한 [1]의 

연구를 응용하여 수동 평가자의 평가 성향을 발음 평가 모델

로 시각화하고 발음 평가 점수를 결정한다고 여겨지는 네 가

지 요소, 즉, 억양, 강도, 음소 길이, 음소 내 스펙트럼 변화 

등의 요인이 기여하는 정도를 개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과 [5]의 두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 대상이 

되는 한국인 발화 문장 하나에 대하여 해당 발화의 모범으로 

볼 수 있는 여러 명의 영어 원어민 발화가 갖고 있는 억양, 
강도, 길이, 분절음 스펙트럼의 측면에서 다중 비교를 통해 한

국인 발화가 원어민의 발화와 그 네 가지 음성학적 측면에서 

얼마나 다른지를 각 요소별로 유클리드 거리로 계산하고, 각 

거리값을 네 축을 가진 사차원 공간에 좌표로 설정하여, 이 

점들의 집합을 한국인 발화 문장의 최종 점수로 표현하는 것

이다. 다중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발화의 억양 곡선을 형

성하는 피치 점들과, 강도 곡선을 형성하는 강도 점들, 대응하

는 음소별 분절음의 길이, 그리고, 음소별 분절음 내에서 동일

한 간격으로 세 곳에서 추출된 스펙트럼들이다. 결국 모범 발

화로 선별된 원어민의 수만큼의 점의 좌표값이 생겨나게 될 

것이며, 영어 발음의 좋고 나쁨, 즉 원어민의 발음과 얼마나 

가까운가가 해당 학생의 영어 발음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이

다. 원어민의 발음과 가까울수록 그 공간의 각 축에 대하여 

점들의 집합은 원점에 보다 가까워질 것이며, 원어민의 발음

과 멀어질수록 원점에서 먼 곳에 점들이 찍히게 될 것이다. 

그림 1. 영어문장 운율 평가에 사용된 삼차원 공간 [5]
Figure 1. 3D space for the prosody evaluation of 

English utterances

[5]의 연구에서 제시한 억양, 강도, 길이의 삼차원 공간으로 

이루어진 발음 평가 모델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시각

적인 도움을 위해 점들은 긴 몸체를 지닌 화살표로 표시하였

고, 화살표의 머리의 위치가 이 점들의 실제 위치를 나타내며 

화살표의 몸체는 삼차원 공간 안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표시하였다. 원어민과 운율적인 

차이가 거의 없는 영어 발화 문장이라면 세 요소별로 원어민

의 발화와 비교한 거리가 영에 가까워질 것이므로 원점에 가

까운 좌표값들을 갖게 되어 원점에 가까운 곳에 평가 점수를 

나타내는 녹색 점들로 찍히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원점

에서 삼차원 대각선으로 멀어지는 쪽에 붉은 점들로 찍히게 

될 것이다. 만일 이 중간 쯤에 찍히는 검은 점들로 대변되는 

영어 운율 평가 점수가 있다면 해당 학생은 최고점과 최저점

의 중간에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평

가 방식을 분절음 평가로 확장시켜 분절음 사이의 스펙트럼 

비교로 영어 발음 평가를 확장시킨 연구가 바로 [1]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발음 평가에 사용된 요소가 억양, 강도, 

길이, 스펙트럼 등 네 가지이므로, 사차원의 공간에 점이 찍히

게 되지만, 시각적으로 이해가 어려우므로, 대신 본 연구에서

는 두 개의 삼차원 공간을 활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 

2>에서 보듯 왼쪽은 억양(수평축), 강도(45도축), 길이(수직축)
을 나타내는 삼차원 공간이고, 오른쪽은 억양(수평축), 길이

(45도축), 스펙트럼(수직축)의 삼차원 공간이다.

그림 2. 문장 발음 평가에 사용된 두 개의 삼차원 공간

Figure 2. Two 3D spaces for the pronunciation 
evaluation of utterances

 

<그림 2>에서 화살표에 부여된 색깔은 수동 평가자가 부여

한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연두색으로 표시된 원점에 비

교적 가까운 점들의 집합은 원어민들 사이의 다중 비교를 통

해 만들어진 것이며, 수동 평가자들이 점수를 부여할 대상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점수가 비교되는 대상으로서 기준 점

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점들로부터 원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원어민 발음과 먼 발음으로 볼 수 있고 

점수가 낮아질 것이다. 
왼쪽 발음 모델에서, 원어민들의 점수를 나타내는 연두색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무리를 이루고 있는 파란색 점들의 집합

은 수동 평가자가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을 받은 학생들의 집

합이다. 또 수직축 즉, 길이 측면에서 원점에서 아주 먼 곳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 붉은 점들은 수동 평가자가 최저점을 부

여한 학생들이다. 이처럼 수동 평가자가 실제로 부여한 점수

를 색으로 표현하고, 원어민 발화 문장과 다중 비교를 통해 

얻어진 좌표값들을 발음 모델 공간에 점으로 표현하면, 우리

는 특정 평가자가 음성학적 네 가지 요소 중에 어떤 측면에서 

학생들의 점수 차이를 유발시켰는지를 객관적으로 시각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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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에서 억양, 강도, 길이의 삼차원으로 이루어진 왼

쪽 발음 모델을 보면, 수동 평가자는 최고 점수(푸른색)와 최

저 점수(붉은색)를 주로 수직축인 길이 측면에서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억양, 길이, 스펙트럼의 삼차원으로 이루어

진 오른쪽 발음 모델에서는 수직축(스펙트럼)에 최고와 최저 

점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결
국, 해당 수동 평가자는 점수 차이를 주로 운율 요소 중 음소

별 분절음 길이 측면에서 두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처

럼 발음 평가 모델을 이용하면 해당 수동 평가자의 평가 성향

을 객관적 수치로 모델링 할 수 있으며, 수동 평가자가 어떤 

음성학적 요소를 발음 평가의 주요 근거로 삼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처럼 영어 발음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음성학적 요소를 

다차원 공간 상의 하나의 축으로 표현하여 평가 대상 발화 문

장과 비교 기준이 되는 원어민 발화 문장들과의 차이를 색으

로 구별된 좌표점으로 표시하면, 수동 평가자의 평가 성향을 

시각화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삼아 해당 평가자를 검증

하고 오류나 실수를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실제 여러 명의 수동 평가자들이 수행한 발음 평가를 바탕

으로 이들의 평가 성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수동 평가자들의 영어 발음 평가 성향을 알아보고, 수동 평

가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수동 평가의 대상으로, 영남

대학교에 영문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 150명을 설정하였고, 이
들을 영어 발음 평가 실험에 참여시켜 녹음을 실시하였다. 이
들은 [6]의 K-SEC 코퍼스에서 추출된, 한국 학생들이 틀리기 

쉬운 발음이 담겨 있는 여덟 문장이 적혀 있는 화면을 보고 

하나씩 차례대로 소리 내어 읽었으며, 이를 마이크를 통해 [7]
의 프랏을 이용하여 직접 녹음하였다. 표본 주파수는 22kHz였
다. 녹음된 문장의 개수는 150명 X 8문장 = 1,200 문장이었다.

1. The dancing queen likes only the apple pies.
2. The players sent the cap to Susan.
3. People couldn’t sleep well last night because of the noise.
4. When did he go skiing, Wednesday or Thursday?
5. I see the moon shining brightly all over the lake.
6.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next bus stop?
7. Thirteen years later, Mary met him at the same place.
8. If a tree could talk, what would it say?

녹음된 문장을 영어 발음의 측면에서 수동으로 점수를 부

여하기 위하여 영어 발음 평가자 네 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영남대학교 영문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박사과

정 재학생 두 명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두 명이었다. 
박사과정 재학생 1명(이하 E1)은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유학

한 경험이 있고, 영어 구사 능력은 매우 우수한 편이고, 다른 

박사과정 재학생 1명(이하 E2)은 유학 경험은 없으나 영어 구

사 능력이 석사 재학생들(이하 E3와 E4)에 비해 매우 우수한 

편이다. 또한 박사과정 재학생 두 명은 여러 종류의 음성학 

과목을 수료하여 음성학 이론과 실기에 비교적 능한 편인 반

면, 석사과정 재학생 두 명은 비교적 기초적인 음성학 지식이 

있을 뿐이었다.
이들 네 명의 수동 평가자들에게 위에서 학생들이 녹음한 

여덟 문장을 무작위로 들려주고 각 문장별로 10점부터 90점
까지를 아홉 단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영어 

발음 평가 기준은 자신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영어 발음 기

준에 근거하도록 하였고 가능한 일관성 있게 평가하도록 하였

다.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림 3>와 같은 프랏 스크

립트를 사용하여 각 녹음 문장을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하여 

재생할 수 있게 하고 10점부터 90점까지의 점수 아홉 단계 중

에서 제일 잘한 사람은 90점, 제일 못한 사람은 10점을 부여

하도록 하였다. 스크립트는 각 학생별로 점수를 기록하고 점

수에 따라 별도의 폴더에 녹음파일을 분류하여 저장하도록 해

서 추후의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림 3. 수동 평가자의 영어 발음 평가에 쓰인 

스크립트의 실행 중 화면의 일부

Figure 3. Script used for the pronunciation evaluation 
for manual evaluators

2.1. 수동 평가자들의 영어 발음 평가 성향 파악

그림 4. 녹음 문장을 음소별로 분절

Figure 4. Segmentation by the phones of 
the recorded utte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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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평가가 끝난 후, [1]의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원

어민과의 비교 평가를 위해, 녹음에 사용된 여덟 개 문장에 

대하여 K-SEC 코퍼스에 있는 영어 원어민 녹음 다섯 개를 선

발하였다. 또한 평가자별 평가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평가

자별로 상(80~90점), 중(50점 전후), 하(10~20점)의 점수를 부

여받은 학생들을 약 다섯 명 정도씩 무작위로 가려내었다. 
예를 들어, 1번 문장에 대하여, 모범적인 영어 원어민 다섯 

명이 읽어 녹음한 녹음 파일들과 상, 중, 하 점수를 부여받은

최대 다섯 명 정도의 학생들을 억양, 강도, 길이, 분절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그 차이를 수치화하여 사차원의 공간 좌표점들

로 저장하였고, 해당 평가자가 각 문장에 대하여 영어 발음 

평가를 할 때에 어떤 성향을 갖고 평가했는가를 시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평가자별로 두 개씩의 삼차원 그래프를 그렸

다.
문장별, 평가자별 발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모든 녹음 

문장은 <그림 4>에서와 같이 음소별로 레이블링을 하였고, 
[1]에서  제시한 스크립트를 다소 변형하여 네 개의 좌표로 

이루어진 점수 좌표를 계산하였다. 특히 [1]에서는 억양의 단

위로 Hz를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취 단위인 Mel로 

단위를 변경하였다. 학생 문장 한 개당 원어민 다섯 명과의 

비교가 이루어지므로 점수 좌표는 다섯 개가 나오게 되며 이

들 다섯 개의 점이 해당 학생 한 명에게 부여된 점수 점들의 

집합이 되는 셈이다.

2.2. 발음 평가 점수 부여의 불일치 사례

수동 평가자의 수동 평가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자들 사이

의 점수 부여 불일치 사례와 오류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최고

점과 최하점을 받은 학생들에게 부여된 점수를 모두 검토하였

다. 특히 특정 평가자에게서 최고점을 받았지만 다른 평가자

에게 최저점을 받은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가려 내어, 
이러한 현상이 분절음 혹은 초분절음을 중시하는 평가자의 성

향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오류인지 등을 역시 발음 모

델을 구축하여 평가자별 발음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밝히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평가 모델로 판단해 볼 때 초분절음을 중

시하는 평가자라면 초분절음 측면에서 뛰어난 학생에게 고득

점을 준 것은 당연하지만, 만일 최저점을 주었다면 이는 오류

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랏 스크립트를 통해 구해진 사차원 좌표로 이루어진 점

수값들은 [8]의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삼차원 산점도로 표시

되었다. 사차원 좌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기 때문

에 <그림 2>에서처럼 삼차원 산점도로 표시할 때 좌표축을 

한 개씩 생략하여 두 종류의 삼차원 산점도로 나타내어 그림

을 그렸다. 예를 들어 분절음 축을 생략하여, 억양, 강도, 길이

의 삼차원 산점도를 그리고, 다음은 강도 축을 생략하여, 억
양, 길이, 분절음의 삼차원 산점도를 그렸으므로 이를 고려하

여 모델을 파악하여야 한다.

3. 연구결과

수동 평가에 참여한 네 명의 평가자들을 대상으로 구축한 

영어 발음 평가 모델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들이 각각 여덟 개

의 문장에 대하여 10점에서 90점까지 아홉 단계의 점수를 어

떤 비율로 부여했는지를 살펴보자. <그림 5>의 히스토그램에

서 보듯이, 네 명의 수동 평가자들은 중간 점수대 혹은 약간 

상위 점수대의 점수를 가장 많이 부여하여 일반적인 종 모양

의 분포 모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도 

부여하여 고른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수동 평가자 네 명의 문장별 점수 부여 히스토그램

Figure 5. Histograms of evaluation scores from 
the four manual evaluators

3.1. 수동 평가자별 발음 평가 성향: 문장 1번
여덟 문장 중 처음 네 문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

선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수동 발음 평가 성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수동 평가자 E1의 평가 결과를 억양, 강도, 길이의 

측면에서 삼차원 발음 모델로 표시하여 <그림 6>에 나타내었

다. 그림은 모델 구축 시 모범 발음으로서 기준으로 잡은 영

어 원어민 다섯 명의 발화 녹음과, 평가자 E1으로부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받은 학생들 중 무작위로 최고 다섯 명을 

선발하여 삼차원 산점도를 그린 것이다. 
왼쪽 위의 모델은 원어민 다섯 명만을 이용하여 억양(수평

축), 강도(45도축), 길이(수직축)의 세가지 운율 요소 측면에서 

서로 비교하여 얻은 좌표점을 점수 형태로 공간에 표현한 것

이다. 원어민일지라도 서로 발화의 차이가 있으므로 공간의 

원점에서 각 축으로 어느 정도 서로 떨어져서 점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의 오른쪽 위 모델은 평가자 E1으로부터 최저점을 

받은 학생들의 점수를 원어민과 같은 삼차원 공간에 붉은 색 

산점도로 표현한 것이다. 이들 최저점 학생들의 발화 녹음은 

원어민 다섯 명과 모두 비교했을 때, 억양, 강도, 길이의 운율

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어민들의 점들

이 이루고 있는 집단의 위치보다 상당히 다른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평축이나 45도축보다는 수직축인 

음소별 길이의 측면에서 원어민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 발음 평가 모델을 활용한 수동 평가자 연구 113

그림 6. 문장 1에 대한 수동 평가자 E1의 억양(수평축), 
강도(45도축), 길이(수직축) 발음 평가 모델. 모델에 사용된 

자료는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각각 원어민, 
원어민/최저점 학생들, 원어민/최저점/최고점 학생들, 

원어민/최고점 학생들

Figure 6. Pronunciation evaluation models for sentence #1 
from manual evaluator E1 with respect to intonation, 

intensity, and durations

그림 7. 문장 1에 대한 수동 평가자 E1의 억양(수평축), 
길이(45도축), 스펙트럼(수직축) 발음 평가 모델. 모델에 

사용된 자료는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각각 원어민, 
원어민/최저점 학생들, 원어민/최저점/최고점 학생들, 

원어민/최고점 학생들

Figure 7. Pronunciation evaluation models for sentence #1 
from manual evaluator E1 with respect to intonation, durations, 

and spectra

<그림 6>의 왼쪽 밑 모델을 이 평가자로부터 최고점을 받

은 학생들의 점수를 원어민과 같은 공간에 푸른 색 점들로 표

현한 것인데, 45도축(강도)이나 수직축(길이)보다는 수평축인 

억양의 측면에서 원어민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의 모델을 한데 모아놓은 것이 오른쪽 아래의 

모델이다. 평가자 E1의 평가 성향 중 운율적인 측면을 종합하

여 보면, 최고점 및 최저점 학생들을 평가한 주요 기준은 운

율 요소 중에서 수직축인 길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평가자 E1의 평가 성향을 강도축을 빼고 그 대

신 각 음소별 스펙트럼 비교를 통한 분절음 특성을 수직축에 

나타내어 평가 모델을 그린 것이다. 그림에서 수직축인 스펙

트럼 비교 부분을 살펴보면 오른쪽 위의 최저 점수 모델과 왼

쪽 아래의 최고 점수 모델 사이에 그리 눈에 띄는 차이가 없

어 보인다. 따라서 이 평가자는 점수 부여 기준에 있어 분절

음 차이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두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그림 6>과 <그림 7>을 통해서 우리는 평가자 E1이 영

어 문장 발음 평가에 있어서, 운율 요소 중 분절음 길이에 가

중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수동 평가자 E2의 문장 1에 대한 발음 평가 모델

을 살펴보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억양(수평축), 강도(45도
축), 길이(수직축)의 세가지 운율 요소 측면에서 삼차원 모델

을 구축하여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 문장 1에 대한 수동 평가자 E2의 억양(수평축), 
강도(45도축), 길이(수직축) 발음 평가 모델. 모델에 사용된 

자료는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각각 원어민, 
원어민/최저점 학생들, 원어민/최저점/최고점 학생들, 

원어민/최고점 학생들

Figure 8. Pronunciation evaluation models for sentence #1 
from manual evaluator E2 with respect to intonation, intensity, 

and durations

평가자 E2도 평가자 E1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림 8>에서 원어민과 최저 점수를 받을 학생들을 나타

낸 오른쪽 위의 모델을 보면 원어민과의 차이가 주로 수직축

인 길이 측면에 있고 또한 수평축인 억양에도 약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원어민과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들을 나

타낸 왼쪽 아래의 모델을 보면 운율의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이 원어민과 상당히 유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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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가자 E2는 발음 평가에 있어 주로 

길이를, 그 다음으로 억양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문장 1에 대한 수동 평가자 E2의 억양(수평축), 
길이(45도축), 스펙트럼(수직축) 발음 평가 모델. 모델에 

사용된 자료는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각각 원어민, 
원어민/최저점 학생들, 원어민/최저점/최고점 학생들, 

원어민/최고점 학생들

Figure 9. Pronunciation evaluation models for sentence #1 from 
manual evaluator E1 with respect to intonation, durations, 

and spectra

평가자 E2가 운율 이외에 분절음 요소에 있어서 어떤 평가 

성향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평가 모델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음소별 레이블링을 기준으로 하여 각 음소 내에

서 일정한 간격으로 스펙트럼을 취한 후 대응하는 원어민의 

것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수치로 얻은 수직축(스펙트럼)을 중

심으로 모델들을 살펴보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받은 학

생들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세 번째 수동 평가자 E3의 문장 1에 대한 발음 평가 모델

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려 보면 <그림 10>과 같다. 평가자 

E3는 앞의 두 평가자 E1과 E2와는 달리, 억양(수평축), 강도

(45도축), 길이(수직축)의 세 운율 요소 측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들(왼쪽 아래 모델)과 최저 점수를 받은 학생들(오른

쪽 위 모델) 사이에 길이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신 억양 축에서 일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평가자 E3는 발음 평가에 있어, 운율의 세 요소 중

에서 주로 억양의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음 평가에 있어 평가자 E3이, 스펙트럼 비교로 나타나는 

분절음 차이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

해 억양, 길이, 스펙트럼의 모델을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수직축인 스펙트럼 차이를 주로 살펴보면, 최고점 학생들과 

최저점 학생들 사이에 원어민과의 일관성 있는 차이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평가자 E3는 발음 평가에 있어 분절음 발음 

차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문장 1에 대한 수동 평가자 E3의 억양(수평축), 
강도(45도축), 길이(수직축) 발음 평가 모델. 모델에 사용된 

자료는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각각 원어민, 원어민/최저점 

학생들, 원어민/최저점/최고점 학생들, 원어민/최고점 학생들

Figure 10. Pronunciation evaluation models for sentence #1 from 
manual evaluator E3 with respect to intonation, 

intensity, and durations

그림 11. 문장 1에 대한 수동 평가자 E3의 억양(수평축), 
길이(45도축), 스펙트럼(수직축) 발음 평가 모델. 모델에 

사용된 자료는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각각 원어민, 
원어민/최저점 학생들, 원어민/최저점/최고점 학생들, 

원어민/최고점 학생들

Figure 11. Pronunciation evaluation models for sentence #1 from 
manual evaluator E1 with respect to intonation, durations, 

and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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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문장 1에 대한 수동 평가자 E4의 억양(수평축), 
강도(45도축), 길이(수직축) 발음 평가 모델. 모델에 사용된 

자료는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각각 원어민, 원어민/최저점 

학생들, 원어민/최저점/최고점 학생들, 원어민/최고점 학생들

Figure 12. Pronunciation evaluation models for sentence #1 from 
manual evaluator E4 with respect to intonation, intensity, 

and durations

그림 13. 문장 1에 대한 수동 평가자 E4의 억양(수평축), 
길이(45도축), 스펙트럼(수직축) 발음 평가 모델. 모델에 

사용된 자료는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각각 원어민, 
원어민/최저점 학생들, 원어민/최저점/최고점 학생들, 

원어민/최고점 학생들

Figure 13. Pronunciation evaluation models for sentence #1 
from manual evaluator E1 with respect to intonation, 

durations and spectra

문장 1에 대한 마지막 평가자인 E4에 대한 발음 평가 모델

을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평가자 E4의 경우도 평가자 E3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절음 길이 측면(수직축)에서는 최고

점과 최저점 학생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

다. 또한 억양(수평축)과 강도(45도축)에서도 두 집단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즉, 발음 평가 시에 운율 

측면에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평가자 E4의 분절음 평가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발음 모

델을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수직축인 음소별 스펙트럼 차

이를 살펴보면 최고점과 최저점 학생들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

를 발견하기 힘들다. 결국 평가자 E4는 발음 평가 모델을 기

준으로 판단해 볼 때, 영어 발음 평가 시에 운율과 분절음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3.2. 수동 평가자별 발음 평가 성향: 문장 3번

그림 14. 문장 3에 대한 수동 평가자 E1의 억양(수평축), 
강도(45도축), 길이(수직축) 발음 평가 모델. 모델에 사용된 

자료는 왼쪽은 원어민/최저점 학생들이고 오른쪽은 

원어민/최고점 학생들

Figure 14. Pronunciation evaluation models for sentence #3 
from manual evaluator E1 with respect to intonation, intensity, 

and durations

위에서 살펴본 수동 평가자별 영어 발음 평가 성향이 과연 

다른 문장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

여 이번에는 문장 3번에 대한 발음 평가 모델을 검토하여 보

자. 1번 문장의 발음 평가에 있어서 운율에 상대적으로 비중

을 두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길이에 비중을 두었던 평가자 E1
의 문장 3번에 대한 운율 평가 모델을 <그림 14>에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자 E1은 문장 3의 발음 평가

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운율 요소 중 길이에 큰 비중을 두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펙트럼 비교를 통한 분절음 발음 평가가 포함된 

<그림 15>의 모델에서 평가자 E1은 문장 1에 대한 평가에서

와 마찬가지로 최고점과 최저점 학생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유사한 성향을 보인다. 
이번에는 문장 1의 발음 평가에 있어서 운율 요소 중 첫째

로 길이, 둘째로 억양에 비중을 두었던 것으로 보였던 평가자 

E2의 문장 3에 대한 운율 평가 모델을 <그림 16>에서 살펴보

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평가자는 문장 3의 경우에도 

운율 요소 중에서 길이(수직축)에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평축인 억양에 있어서도 다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자 E2는 문장 3의 발음 평가 중 운율 측

면에 있어서 문장 1과 상당히 유사한 평가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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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문장 3에 대한 수동 평가자 E1의 억양(수평축), 
길이(45도축), 스펙트럼(수직축) 발음 평가 모델. 

모델에 사용된 자료는 왼쪽은 원어민/최저점 학생들이고 

오른쪽은 원어민/최고점 학생들

Figure 15. Pronunciation evaluation models for sentence #3 
from manual evaluator E1 with respect to intonation, 

durations and spectra

그림 16. 문장 3에 대한 수동 평가자 E2의 억양(수평축), 
강도(45도축), 길이(수직축) 발음 평가 모델. 모델에 

사용된 자료는 왼쪽은 원어민/최저점 학생들이고 

오른쪽은 원어민/최고점 학생들

Figure 16. Pronunciation evaluation models for sentence #3 
from manual evaluator E2 with respect to intonation, 

intensity, and durations

평가자 E2의 분절음 발음 평가를 모델로 살펴보면 <그림 

17>과 같다. 스펙트럼 차이를 나타내는 수직축을 기준으로 보

면, 오른쪽 모델인 최고점을 받은 학생들의 점들이 최저점을 

받은 학생들의 모델인 왼쪽의 것보다 다소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문장 1의 경우인 <그림 

9>에서보다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분간하기가 

다소 용이해 보인다.
문장 1의 평가에 있어서 발음 평가 모델 구축에 사용된 요

인 중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다소 억양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였던 평가자 E3의 문장 3에 대한 운율 평가 모델

을 <그림 18>에서 살펴보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자 

E3는 문장 3의 운율 평가에 있어서 평가자 E1과 E2 못지 않

게 수직축인 길이 측면에서 최고점과 최저점 학생들의 점수를 

구분한 것을 알 수 있다. 수평축인 억양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즉, 평가자 E3는 문장 1의 발음 평가

에서 보였던 평가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문장 3의 발음 평가

에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7. 문장 3에 대한 수동 평가자 E2의 억양(수평축), 
길이(45도축), 스펙트럼(수직축) 발음 평가 모델. 모델에 

사용된 자료는 왼쪽은 원어민/최저점 학생들이고 

오른쪽은 원어민/최고점 학생들

Figure 17. Pronunciation evaluation models for sentence #3 
from manual evaluator E2 with respect to intonation, 

durations and spectra

그림 18. 문장 3에 대한 수동 평가자 E3의 억양(수평축), 
강도(45도축), 길이(수직축) 발음 평가 모델. 모델에 

사용된 자료는 왼쪽은 원어민/최저점 학생들이고 

오른쪽은 원어민/최고점 학생들

Figure 18. Pronunciation evaluation models for sentence #3 
from manual evaluator E3 with respect to intonation, 

intensity, and durations

평가자 E3의 분절음 발음 평가를 포함한 모델은 <그림 19>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직축(스펙트럼)을 살펴보면 두 집단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지만 오른쪽 모델인 최고점 학생들의 

점들이 높이가 전체적으로 다소 낮아서 원어민에 가까운 분절

음 발음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평가자 E3는 분절음 평가에 

있어서도 문장 1에서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

단된다.
문장 1의 평가에 있어서 일관된 발음 평가 기준을 발음 모

델을 통해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평가자 E4의 문장 3에 대한 

운율 평가 모델을 살펴보면 <그림 20>과 같다. 평가자 E4도 

문장 3의 운율 평가에 있어서 문장 1의 평가에서와는 달리 수

직축인 길이와 수평축인 억양에 있어서 최고점과 최저점 학생

들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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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문장 3에 대한 수동 평가자 E3의 억양(수평축), 
길이(45도축), 스펙트럼(수직축) 발음 평가 모델. 모델에 

사용된 자료는 왼쪽은 원어민/최저점 학생들이고 

오른쪽은 원어민/최고점 학생들

Figure 19. Pronunciation evaluation models for sentence #3 
from manual evaluator E3 with respect to intonation, 

durations and spectra

그림 20. 문장 3에 대한 수동 평가자 E4의 억양(수평축), 
강도(45도축), 길이(수직축) 발음 평가 모델. 모델에 

사용된 자료는 왼쪽은 원어민/최저점 학생들이고 

오른쪽은 원어민/최고점 학생들

Figure 20. Pronunciation evaluation models for sentence #3 
from manual evaluator E4 with respect to intonation, 

intensity, and durations

그림 21. 문장 3에 대한 수동 평가자 E4의 억양(수평축), 
길이(45도축), 스펙트럼(수직축) 발음 평가 모델. 

모델에 사용된 자료는 왼쪽은 원어민/최저점 학생들이고 

오른쪽은 원어민/최고점 학생들

Figure 21. Pronunciation evaluation models for sentence #3 
from manual evaluator E4 with respect to intonation, 

durations and spectra

평가자 E4의 분절음 평가를 포함한 발음 모델은 <그림 21>
에 나타내었다. 수직축인 스펙트럼 차이를 살펴보면 두 집단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평가자 E4는 문

장 3의 평가에 있어서 주로 운율 요소 중에서 길이와 억양을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장 3에 대한 네 명의 평가자들의 평가 성향을 보면 모두 

음소별 길이에 가장 많은 가중치를 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
장 3이 문장 1보다 단어의 개수가 더 많아서 문장의 길이가 

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장 길이의 영향이 발음 평가 

모델 구축에 축적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3. 수동 평가자별 발음 평가 성향: 문장 2, 4번
수동 평가자 성향 분석에 이용된 나머지 두 문장인 2번 문

장과 4번 문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발음 평가 모델을 살펴

보았다. 각 수동 평가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표 1>에 나타

내었다.

 문장 문장 1 문장 2
 평가자 E1 E2 E3 E4 E1 E2 E3 E4
 억양 - + ++ - + +
 강도

 길이 +++ +++ ++ ++ +
 스펙트럼 + + ++ -

표 1. 문장 1 ~ 문장 4를 대상으로 한 수동 평가자들의 

문장별 발음 평가 성향

Table 1. Pronunciation evaluation tendency for sentence #1 
through #4 from manual evaluators

 문장 문장 3 문장 4
 평가자 E1 E2 E3 E4 E1 E2 E3 E4
 억양 + + + + +
 강도
 길이 +++ +++ +++ +++ + ++ ++ ++
 스펙트럼 + + + - - +

표에서 + 기호는 해당 평가 요인의 관점에서 최고점을 받

은 학생들의 점들이 최저점을 받은 학생들의 점들보다 원점에 

더 가까워서 최고점 학생들이 원어민의 발음에 보다 유사한 

경우를 표시한 것이고, - 기호는 이와 반대로 최고점을 받은 

학생들의 점들이 최저점을 받은 학생들의 점들보다 원점에서 

멀어서 오히려 최저점을 받은 학생들의 발음이 원어민의 발음

에 해당 요인의 관점에서 보다 유사한 경우를 나타낸다. +/- 
기호의 개수는 최고점 최저점 두 집단의 거리가 먼 정도를 주

관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세 개의 경우 해당 평가자가 그 요인

을 발음 평가에 매우 주요한 기준으로 사용하여 점수 차이를 

매우 크게 부여한 것을 나타내고, 하나의 경우는 평가자가 그 

요인을 발음 평가에 사용한 정도가 매우 미약한 것을 나타낸

다.
<표 1>을 보면 각 문장의 발음 평가에 있어서 수동 평가자

별로 많은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자별로 발음 평가

의 각 요인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도 

차이가 보이지만, 또한 이러한 차이가 문장별로 변함 없이 일

관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발음 

평가의 요인으로 설정된 네 개의 요인 중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평가자 모두 운율 요소 중에 길이에 가장 큰 비중

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억양과 스펙트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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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4. 수동 평가의 불일치 사례

발음 평가 분석에 사용된 네 개의 문장에 대하여 각 평가

자별로 운율과 분절음의 관점에서 평가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

되지 않고 변할 수 있음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수동 평가자들

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발음 평가 모델을 통

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살펴볼 

수 있음도 알았다. 이번에는 동일한 학생의 발화 문장에 대하

여 상충되는 점수가 부여된 경우, 극단적으로 평가자들이 최

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동시에 부여한 경우를 찾아보기로 하

자.

그림 22. 평가자 E1과 E2가 동일한 학생들에게 상충되는 

발음 평가 점수를 부여한 사례들

Figure 22. Samples of conflicting evaluation scores from 
evaluators E1 and E2 given to the same students

우선 비슷한 발음 평가 성향을 갖는 것으로 밝혀진 수동 

평가자 E1과 E2를 중심으로, 동일한 학생의 발화 녹음에 서로 

상충되는 점수를 부여한 경우를 찾아 <그림 22>에 나타내었

다. 그림의 각 패널은 1번 문장(S1)부터 8번 문장(S8)을 나타

내고 각 문장별로 두 평가자들로부터 상충되는 점수를 부여 

받은 학생들 15명(spkr01부터 spkr15)의 점수를 각각 직선으로 

표현하였다. 
물론 이 두 평가자가 모든 문장에 대하여 동일한 정도의 

평가 성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표 1>에 의하면 문장 2를 

제외하고 거의 비슷한 발음 평가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앞의 <그림 5>에서 보듯이 평가자 E1이 다소 후한 

점수를 줬다는 것을 고려하고, 문장 4부터 문장 8까지도 유사

한 성향으로 발음 평가를 했다고 가정하면, 이상적인 경우에 

같은 수준의 학생들이 거의 동일한 점수를 부여 받아 모든 직

선이 수평축(평가 점수)과 수평한 직선이 되거나 평가자 E1쪽
이 약간 높은 직선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두 평가자 사이에 극단적인 

점수 차이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점수 불일치 사

례 말고도 이보다는 정도의 차이가 작더라도 평가 점수가 평

가자별로 다른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이는 사람이 

수동 평가자로 발음 평가에 참여할 경우 발음 평가 모델을 통

해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인 평가 성향은 유지될 수 있지만, 
일관성 부족이나 실수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학생의 발음 평가 

성적에 오류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은 [1]의 연구에서 제시한 영어 발음 평가 모델을 

응용하여, 영어 문장에 대한 발음 평가를 수동으로 수행하는 

평가자의 평가 성향을 운율과 분절음의 관점에서 각 요인별로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영어 발음 평

가를 결정하는 요인을 세 가지 운율 요소인 억양, 강도, 길이

와 음소 단위의 분절음 내부에서 일정 간격으로 추출한 스펙

트럼의 변화로 설정하여, 주어진 영어 문장에 대한 원어민 다

수의 발화를 대상 학생의 발화와 네 가지 요인의 측면에서 비

교하여 그 차이를 사차원 공간의 좌표값으로 구한 다음 비교

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두 개의 삼차원 공간 안에 산점도로 

표시하여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네 명의 수동 평가자들이 수행한 발음 평가를 발음 평가 

모델로 구축하여 각 평가자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받은 학생

들이 네 가지 발음 평가 요인의 측면에서 모델 공간 상에 어

디에 위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여덟 개의 문장 중에서 네 개의 문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가자별로 또 문장별로 평가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는 경우가 많았다. 문장 1번의 경우 평가자 E1과 E2는 운율 

요소 중 특히 길이 요인이 최고점과 최저점을 가르는 주된 기

준이 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두 평가자의 경우는 이들만큼

의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장 3번의 경우

에서는 평가자 E3과 E4도 평가자 E1과 E2 못지 않게 운율 요

소 중 길이를 주요 평가 요인으로 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장 2와 문장 4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종합해 보면, 네 평가자 모

두 발음 평가에 있어서 운율 요소 중 음소별 길이를 가장 비

중 있게 적용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정도는 미약하지만 억양

과 스펙트럼 차이로 나타나는 분절음 발음 차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람이 수동 평가를 수행할 경우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영어 발음 평가 기준이 문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평가

자 자신의 영어 능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고, 문장을 구

성하는 단어의 개수나 각 단어별 음절 수에 비례한 문장 전체

의 길이나 문장 구조의 난이도와 같은 문장 자체와 관련된 변

수가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1]의 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사전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 명의 평가자가 수동으

로 대량의 발음 평가 점수를 부여하기에는 그 신뢰도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문장별로 구축된 발음 평가 모델을 통해서, 수동 평가

자가 해당 문장에 대한 발음 평가를 수행할 때 최종 점수를 

결정 짓는 근거로 삼는다고 가정한 네 가지 요인 중 어떤 요

인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결정하는

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즉 최고점과 최저점을 받

은 학생들의 점수 집단이 두 개의 삼차원 공간 안에서 각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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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원어민 좌표점들의 집단으로부터 얼마나 먼 곳에 

위치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수동 평가자의 발음 평가 성

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필요한 경우 특정 성

향을 지닌 수동 평가자를 선별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평가자

가 여러 문장을 평가할 때에 얼마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수동 평가자의 

평가 성향을 바꾸거나 훈련시키는데 기초 자료로써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발음 평가에 사용된 여덟 개의 문장 중에서 

네 개의 문장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나, 다른 문장의 평가에 

있어서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

다고 생각된다. 
모델 구축 방법의 특성 상, 한 학생 당 모델 구축에 동원된 

원어민들의 수만큼의 점수 좌표점들이 생성되므로 개별 학생

에 대한 평가자의 평가 성향을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

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한 학생의 점수 좌표점들에 대

하여 무게중심점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여러 개의 점들을 대

표점 하나로 대치시킬 수 있을 것이고, 평가자들 사이의 성향 

비교나 두 학생들 사이의 점수 차이를 이 대표점들의 물리적 

거리에 따라 수치로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네 가지의 발음 평

가 요인 이외에 평가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목소리 음색이나 

전체 학생들의 평가에 걸린 시간에 대하여 초반, 중반, 후반부

의 평가 일관성 등 예상 가능한 추가적인 요인도 평가자의 발

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후 이러한 언어 외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윤규철. (2011). 영어발음 자동평가 모델. 언어학연구, 19, 

149-167.

  (Yoon, Kyuchul. (2011). Automatic evaluation model of English 

pronunciation. Studies in Linguistics, 19, 149-167.)

[2] 박한상. (2010). 운율 및 분절음의 독립적 발음 평가 연구: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발음 평가 차이를 

중심으로. 말소리와 음성과학, 2(4), 101-107.

  (Park, Hansang. (2010). A study of an independent evaluation 

of prosody and segmentals: With reference to the difference in 

the evaluation of English pronunciation between native 

speakers of English and Korean learners of English.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2(4), 101-107.)

[3] Yoon, Kyuchul. (2007). Imposing native speakers’ prosody on 

non-native speakers’ utterances: The technique of cloning 

prosody. Journal of the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 Literature, 25(4), 197-215.

[4] 정현성, 장태엽, 윤원희, 윤일성, 사재진. (2008).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발음 정확성 자동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 

언어와 언어학, 42, 165-196.

  (Chung, Hyunsong, Jang, Tae-Yeoub & Weonhee Yun. (2006). 

A study on automatic measurement of pronunciation accuracy 

of English speech produced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42, 165-196.)

[5] Yoon, Kyuchul. (2009). Building a sentential model for 

automatic prosody evaluation.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1(3), 47-59. 

[6] Rhee, S., S. Lee, Y. Lee & S. Kang. (2003). Design and 

construction of Korean-Spoken English Corpus (K-SEC). 

Malsori, 46, 159-174.

[7] Boersma, Paul & Weenink, David. (2012). Praat: doing 

phonetics by computer [Computer program]. Version 5.3.04, 

retrieved from http://www.praat.org on January 12, 2012. 

[8] R Development Core Team. (2008).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ISBN 3-900051-07-0, 

URL http://www.R-project.org. 

∙윤규철 (Yoon, Kyuchul)
영남대학교 영문과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Tel: 053-810-2130
Email: kyoon@ynu.ac.kr

  관심분야: 음성학, 음운론

* 본 논문의 컬러 버전 파일은 저자의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