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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유아는 만3～5세 사이에 언어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게 된다. 유아의 언어발달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해서는 그 시기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해 유아에 맞는 음성 인터페이스

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유아를 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에서 만 3～5세 유아들의 객 화되고 정확한 음성 데이터 수집을 설계하기 하여 발달

시기에 맞는 한 단어 선정  성인과 다른 유아의 행동 특성 유형을 악하는 과정을 거쳐 음성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 다. 단어의 경우 MCDI-K에서 두 단계를 걸쳐 선정하 고, 유아는 한 단어 당 세 번씩 

발성하 다. 이 게 수집된 음성 데이터는 유아별, 단어별 일 토큰화 과정을 거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되었다. 한국어 유아 음성 데이터베이스는 웹 페이지를 통한 기술 이 을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유아들

의 언어 발달에 유익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그 익일을 담당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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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ldren develop their language skill rapidly between age 3 and 5. To meet the child's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a variety of experienc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ge-appropriate contents. So it needs to develop various contents using speech interface for 

children, but there is no speech database of korean children. In this paper, we develop speech 

database of 3 to 5 years old children in korean. For collecting accurate children's speech, child 

education experts examine in the speech database development process. The words for database 

are selected from MCDI-K in two stage and children speak a word three times. Such collected 

speech are tokenized by child and word and stored in database. This speech database will be 

transferred through web and, hopefully, be the foundation of development of children-oriente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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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컴퓨터 기술의 발 과 인터넷, 모바일의 보 은 학습 

환경의 새로운 시 를 열고 있다. 재 시 에 맞는 교

육 환경  하나는 CAI(Computer-Assisted Instruction) 

개념이다. CAI는 교육 환경의 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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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시간을 단축시켜주며 개개인이 필요한 학습을 선

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효과를 증진시킨다[1].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

는 교육활동의 학습 효과의 증진은 이미 이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2-4]. 재 우리는 교실에서 멀

티미디어를 활용하지 않은 교육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최근에는 유치원 교실은 물론이고 가정마

다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 유아들도 구나 쉽게 컴퓨

터와 인터넷을 할 수 있다. 이는 유아에게 주입식 교

육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실제 이고 유의미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유아 언어 발달은 만3～5세까지 격하게 발달하게 

된다. 유아의 언어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로 구성되

지만 유아의 언어발달은 이 모든 역들이 통합되어 발

달해간다. 그러나 유아들이 자신의 의사를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은 래 계와 더불어 사회 으로 유능한 

유아가 되기 해 필요한 요소이다. 유아의 언어 발달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  하나로 놀이를 통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다[14][15]. 유아의 언어 발

달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해서는 그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유아용 음성인식기가 개발

되면 다양한 놀이를 통해 언어 능력 발달 뿐 아니라 놀

이의 목 을 통한 유아의 발달에도 도움을 다. 이  

연구에서 음성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유아용 보드게임

의 개발이 있었고, 유아 음성 인터페이스는 유아의 몰

입도 향상에 도움을 주어 놀이 효과를 증진시켰다[17].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해 유아에 맞는 음성 

인터페이스 개발이 필요하지만, 재 한국에서 유아에 

맞는 음성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지 않은 실정이다

[5]. 

유아의 언어 발달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유아

에게 맞는 음성 인터페이스를 개발이 필수 이다. 하지

만 유아의 음성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

에서 유아에 맞는 음성 인터페이스 구축은 어렵다. 한

국어 기반의 성인 음성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어 있

지만 언어학 으로 성인과 유아는 해부학 , 생리학  

차이로 성인 음성인식기로 유아의 음성을 실험하게 되

면 인식률에 큰 차이가 있다[6]. 따라서 유아에 맞는 음

성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기 해 상에 맞는 음성 데이

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성인과 달리 유아들의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

서는 먼  유아들의 연령에 따른 단어의 수 과 발음의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 유아의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성인과 달리 한 번에 단어를 녹음하는 단

어의 수와 시간을 조 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에서 만 3～5세 유아의 음성인

식에 기 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해 음성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Ⅱ장에서는 국내외 유아 음성 데이터베

이스 구축 황을 정리하고, Ⅲ장에서는 유아 음성 데

이터베이스 수집의 일련의 과정을 서술했다. Ⅳ장에서

는 수집된 음성 데이터베이스의 정리와 상세한 구축 과

정을 기술했다.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반 인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활용 방향에 해 기술하고 결론을 맺

는다.

Ⅱ. 배경 연구

본 장에서는 국내외 유아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황을 살펴본다. 국외의 경우 다양한 나라에서 유아를 

포함한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만3～5세 상의 음

성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지 않았다. 

2.1 국외 유아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표 1. 국외 유아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음성DB의 
종류

kidCC
[7]

kidAM
[7]

SpeeCon
[8] ChildIt[9]

언어 English English Swedish Italian
나이 8-13세 5-10세 4-8세 7-13
화자수 11명 395명 200명 171

구축내용 400개의 
문장 376 단어 숫자열, 명칭, 

아동문학
아동 문학 

문장

국외에서 유아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황은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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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국외에서는 미국, 스웨덴, 이탈리아에서 유아

를 포함한 음성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었다. 우선 

미국에서 구축된 음성데이터베이스는 kidCC와 kidAM

이 있다[7]. KidCC는 “Go to Lotus organizer”와 같은 

컴퓨터 명령어와 제어 문구를 다섯 명의 남자와 여섯 

명의 여자가 참여했다. 실험을 목 으로 구축된 kidAM

은 395명의 유아가 참여했고 유아가 자주 사용하는 단

어 심의 음성을 수집했고, 각각의 유아는 70단어를 

발성한다. 

스웨덴에서 구축된 유아를 포함한 음성데이터베이스

는 SpeeCon이다[8]. 이는 성인과 유아의 음향학  특징 

차이 실험을 해 구축된 것으로 유아의 음성 데이터베

이스는 훈련과 실험에 사용된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의 목표는 소비자 어 리 이션 개발을 한 것이므로 

인터페이스가 사용될 장소로 상 되는 공공장소  사

무실 환경에서 수집되었다. 단어는 숫자열과 명칭 아동

문학의 문장을 포함한다. 남녀의 성비는 4:6으로 구성

된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에서 ChildIt 음성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했다[9].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참여한 유아는 아

동 문학에 나오는 58 혹은 65개의 문장을 읽는다. 이는 

이탈리아 언어에서 유아의 음성 특징과 음성 인터페이

스 개발을 해 사용되고 있다.

2.2 국내 유아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한국에서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ETRI

의 공통 음성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만3～5세 유

아 상의 음성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지 않은 실정

이다. ETRI는 다양한 명사와 문장으로 각종 인터페이

스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음성 DB를 

구축하고 배포하고 있다.  

한국의 공동 이용을 한 음성 언어 자원 구축 황

을 조사한 결과 등학생 상으로 구축된 음성 데이터

베이스가 있다[5]. 인원은 500명으로 숫자, 명령어, 제어

어와 단 로 구성된 고립단어 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완구, 교육용 소 트웨어를 

한 음성 인터페이스 개발을 한 것이다. 다양한 분야

의 응용이 가능한 발성 목록의 구성은 4연 숫자 340종, 

PBW 452종, 명령어와 지시어 400종, 단독숫자 41종으

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된 발성 목록은 총 1,233종으로 

1명의 학생이 발성하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단독 숫

자의 경우를 제외한 목록은 20개의 세트로 나 어 수집

했다. 수집된 데이터의 남녀 성비는 1:1이며 1인당 발성

량은 100～101단어이다. 수집 환경은 추후 음성인터페

이스가 활용된 어 리 이션을 사용할 수 장소로 상

되는 사무실 는 가정집에서 이루어졌다.

Ⅲ. 유아 음성 데이터 수집

본 장에서는 한국어에서 만 3～5세 상의 유아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을 설명한다. 유아 음성 수집 

설계  단어 선정을 비롯한 유아 교육 기 과 유아 섭

외 과정  음성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에 한  

과정을 소개한다.

그림 1. 음성 수집 설계 과정

3.1 유아 음성 수집 설계
유아의 음성 수집을 하여 [그림 1]과 같은 단계로 

설계했다. 각 단계에서는 유아들의 객 화되고 정확한 

음성 수집을 설계하기 하여 유아교육 문가의 검토

를 통하여 음성 수집의 단계를 진행하도록 설계 하

다.

3.2 유아 교육 기관 및 유아 섭외
만 3～5세 상의 유아 음성데이터베이스 수집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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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음성 인터페이스가 장착된 어 리 이션의 사용이 

상될 장소인 유치원에서 이 졌다. 

유치원은 덕성여자 학교 아동게임연구센터를 통해 

섭외되었고, 서울과 경기 지역의 유치원을 방문할 수 

있었다. 방문 에 유아 음성 데이터베이스의 수집 목

과 앞으로의 발  가능성, 방문 날짜, 참여연구원을 

기재하여 기 의 동의를 구했다. 한 명확한 음성 데

이터베이스를 수집하기 해 유치원의 조용한 빈 교실

에서 데이터를 수집하 다.

음성 데이터베이스 수집 시 유아의 성별과 나이, 거

주지, 형제 계 정보도 포함하여 설계했다. 

3.3 1차 유아 음성 수집
유아 음성 수집 설계와 기  섭외 후 음성 시험 수집

을 해 MCDI-K(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 - Korean)를 참고하여 1차 단

어를 선정하 다. 단어 선정 완료 후 수집 환경에 한 

유아의 행동 유형을 분석하기 해 1차 유아 음성 수집

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녹음 시간방법에 한 보완

을 발견하고 2차 음성 수집 방법을 수정했다. 한 선

정된 단어  인식률이 낮은 단어를 발견하고 2차 단어 

수집 과정에 반 했다.

3.3.1 1차 단어 선정
국외의 유아를 포함한 음성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유

아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 혹은 문장으로 구성되어있

다. 유아 음성 데이터베이스의 목 은 유아의 언어 발

달  말하기 능력을 보완하기 한 것으로 다양한 어

리 이션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가 

그 시기에 배울 수 있는 단어를 심으로 선정되었다. 

단어 선정은 한국의 유아가 사용하는 어휘를 설계한 

MCDI-K를 바탕으로 유아교육 문가를 통해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받았다. 유아 상의 다양한 체감형 게임 

콘텐츠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단어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1차 선정된 단어는 [표 2]와 같다.

표 2. 1차 단어 선정

개념

색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분홍, 검정, 보라, 흰색, 주황, 하늘
색

형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달, 하트, 삼각형, 사각형, 원

수 영,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칭
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시간 먼저, 나중, 지금, 아직, 내일, 어제, 오늘, 아까
위치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앞, 뒤, 옆, 안, 밑

지시
어

보기 확대, 축소, 회전
실행 예, 아니오, 시작, 다시, 그만, 처음으로

단어
제목 누구일까요, 놀이터에서
동물 여우, 사자, 코끼리, 토끼, 기린, 호랑이, 말, 오리, 돼지

3.3.2 1차 유아 음성 수집 방법
이  연구의 음성 수집 방법을 참고하여 노트북의 스

크린을 통해 그림과 자가 조합된 화면을 비했다. 

비된 화면은 성인 진행자에 의해 유아가 혼자 한 단

어 당 세 번씩 발성하도록 했다. 녹음 진행 시간은 10～

15분으로 약 50개의 단어를 3회씩 150번의 발성을 했다. 

선정된 단어 에 조한 인식률을 보이는 단어가 발

생했다. 단어의 로는 수에서 , 명칭 수, 제목에 해당

되는 단어 다. 특정 숫자열 ‘ '은 ‘육’과 단어가 혼동

되었으며 이는 두 단어의 ‘ㅕ’와 ‘ㅠ’가 반모음 /y/를 포

함한 이  모음이기 때문이다[6]. 명칭 수의 경우 복

되는 개, 마리, 명, 사람의 단어 때문에 인식률의 하가 

발생했다. 제목에 해당되는 단어는 다섯 개의 음 로 

이루어져 다른 단어에 비해 유아가 발성하는 시간이 길

었고, 같은 음 로 인해 인식에 혼동이 일어남을 확인

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1차 음성 수집의 보완 을 발

견했다.  

3.3.3 1차 음성 수집 보완
유아들의 집 시간으로 인해 한 번에 많은 단어를 수

집할 경우 명확한 데이터 수집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

서 비연구를 통하여 한 번에 수집할 수 있는 단어를 

측정하여 한 번에 수집되는 단어의 수를 제한하 다. 

따라서 기존 유아 연구에서 사용한 25～40개의 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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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분 정도 수집한 것을 참고하여 35단어를 3번씩 발

성하게 하여 5～7분 정도 음성을 수집하도록 2차 음성 

수집 방법에 반 했다[10-13]. 

1차 수집 과정  인식률 하의 원인이 되는 단어는 

삭제하고 새로운 단어의 체가 필요했다. 특히 명칭 

수의 경우 복되는 개, 마리, 명, 사람의 단어 때문에 

인식률 하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유아의 경우 

성인보다 발음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복되는 음 을 

최소화하여 2차 단어 선정에 반 했다.

3.4 2차 유아 음성 수집 과정
1차 음성 수집 후 음성 인식기를 이용해 인식률이 낮

은 조한 단어와 집 력 하를 야기하는 수집 방법에 

한 문제를 보완하여 2차 유아 음성 수집을 진행했다. 

3.4.1 2차 단어 선정
단어 선정은 1차 단어 선정 방식과 동일하게 한국의 

유아가 사용하는 어휘를 설계한 MCDI-K를 바탕으

로 유아교육 문가를 통해 내용을 감수 받았다. 그 후 

1차 단어 선정 때의 인식률 하의 원인이 되는 단어를 

삭제하고 새로운 단어를 보완했다. 발음이 불명확한 유

아에게 복된 음 은 인식률 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

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단어 선정을 했다. 2차로 선

정된 단어는 [표 3]과 같다.

표 3. 2차 단어 선정

개념

색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분홍, 검정, 보라, 흰색, 주황
형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달, 하트, 삼각형, 사각형, 

원
수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시간 먼저, 나중, 지금, 아직, 내일, 어제, 오늘, 아까
위치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앞, 뒤, 옆, 안, 밑

지시
어

보기 확대, 축소, 회전
실행 예, 아니오, 시작, 다시, 그만, 처음으로

단어

동물 여우, 사자, 코끼리, 토끼, 기린, 호랑이, 말, 오리, 돼
지

탈것 기차, 자동차, 배, 오토바이, 버스, 비행기, 트럭
직업 간호사, 경찰관, 소방관, 우체부, 의사, 선생님
옷 장갑, 양말, 치마, 외투, 잠바, 잠옷, 바지
장소 병원, 유치원, 은행, 놀이터, 동물원, 학교, 수영장
장난감 로봇, 인형, 블록, 풍선, 비누방울

3.4.2 2차 유아 음성 수집 방법
2차 유아 음성 수집 환경은 [그림 2]와 같다. 국외의 

이  연구를 살펴보면 등학생 이하 상의 음성 수집 

시 인터페이스 구축 시 사용될 장소로 상되는 공공장

소, 사무실, 학교의 컴퓨터실을 이용했다[7-9]. 본 논문

에서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표에 맞게 음성 수집은 유

아의 교육, 혹은 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상되는 유

치원에서 진행했다. 유치원 공간은 잡음이 정제된 환경

은 아니므로 조용한 빈 교실에서 녹음을 시행했다. 

그림 2. 음성 수집 환경

음성 수집을 한 장비는 노트북과 코리아 디지털의 

MBL센서 KDS-1012 마이크를 사용했다. 음성 녹음을 

한 소 트웨어는 편집이 용이한 CoolEdit Pro 2.1을 

사용하여 16KHz Sample Rate, Mono Channels, 16bit 

Resolution으로 설정하여 녹음을 진행했다.

녹음 수집 장소에는 성인 진행자와 유아 한 명이 참

여하여 진행했다. 1차 음성 수집 방법을 수정하여 성인

의 정확한 발음을 들려  후 발음을 하도록 하 다. 1

차 수집 방법의 단 을 보완하여 35단어를 3번씩 발성

하게 하여 5～7분 정도 음성을 수집하 다[10-13]. 

Ⅳ. 유아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만3～5세 상의 음성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 음

성 수집 과정과 동시에 유아 음성 데이터베이스 공개를 

해 음성 데이터의 토큰화와 수집에 참여한 유아의 정

보를 기록한다. 토큰화 과정을 통해 장될 일은 사

용자의 편의를 생각해 일 규칙을 생성해 이름을 붙인

다. 한국에서 유아 음성 데이터베이스 공개는 최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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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유아 음성인식의 활발한 연구 진행의 기 가 

될 것이다.

4.1 유아별 음성 데이터 원본
유아 음성 데이터베이스 수집은 유아가 발성을 시작

하면 녹음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집의  과정이 녹음된

다. 이 때문에 유아의 목소리 외에 진행자의 목소리와 

같은 불필요한 소리가 포함되어 있다. 불필요한 데이터

를 삭제하고 유아 개인의 목소리만 포함된 일을 생성

한다. 

4.1.1 원본 파일 이름 규칙
단어 별 일 토큰화 에 유아 개인의 음성 일원

본이 필요한 사용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아별 

일을 먼  생성한다. 음성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편의

를 해 음성 데이터의 일 이름 규칙을 만들었다[11]. 

유아별 일 이름 규칙은 [표 4]와 같다. 일 이름 규칙

을 통해 유아의 나이와 성별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음성 데이터 정보를 알 수 있는 일 이름 규칙을 살

펴보면 ResD는 유아의 실 거주지를 나타내며, GraP는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알 수 있다. Sib로 형제 수를 

악하고, Name 기호는 유아 이름의 이니셜을 사용한

다. 유아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유아의 정

보 보호를 해서이다. S와 Ag는 성별과 나이를 악

할 수 있도록 했고 Ext는 일의 확장명을 표시한다. 

표 4. 유아별 파일 이름 규칙

형식 ResD_Name_GraP_Sib_S_Ag.Ext

기호 의미
ResD Residence : {서울, 경기}
Name Name : {ksa, ...., yjk}

GraP
Grandparents : {0, 1}
* 0, 1: 조부모 동거 여부

Sib
Sibling : {1, 2, 3}
* 1: 외동, 그 외: 자신 외 나머지 형제 수

S Sex : {Male, Female}

Ag
Age : {3, 4, 5}
* 나이 (만)

Ext File Extension : {PCM}

4.2 단어별 음성 데이터의 토큰화
사용자의 편의를 해 유아가 발성한 단어별로 음성 

데이터의 토큰화 작업을 실시했다. 음성 데이터의 토큰

화를 해 사용되는 소 트웨어는 음성 녹음 시 사용하

는 소 트웨어와 같은 CoolEdit Pro 2.1을 이용한다. 음

성 데이터의 토큰화 과정에서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이

용하는 사용자를 해 원본 일 이름 규칙과 같이 

일 이름 규칙을 부여했다.

4.2.1 단어 파일 이름 규칙
단어 일 이름 규칙은 [표 4]에서 두 가지 규칙을 추

가한 [표 5]와 같다. 추가된 규칙은 발성하고 있는 단어

를 직  들어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단어 이름 WorN과 

발성횟수를 의미하는 Ind를 포함한다.

표 5. 단어별 파일 이름 규칙

형식 ResD_Name_GraP_Sib_WorN_S_Ag_Ind.Ext

기호 의미
ResD Residence : {서울, 경기}
Name Name : {ksa, ...., yjk}

GraP
Grandparents : {0, 1}
* 0, 1: 조부모 동거 여부

Sib
Sibling : {1, 2, 3}
* 1: 외동, 그 외: 자신 외 나머지 형제 수

WorN Word Name : {선정된 100개의 단어}
S Sex : {Male, Female}

Ag
Age : {3, 4, 5}
* 나이 (만)

Ind
Index : {1, 2, 3}
* 발성 횟수

Ext File Extension : {PCM}

4.3 데이터베이스 기술이전
만3～5세 상의 유아 음성 데이터베이스는 유아의 

음성과 련한 특징이나 인식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에

게 웹을 통한 기술이 을 할 것이다. 기술 이 은 다음

의 웹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http://academy.duksung.ac.kr/dsim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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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참여 인원

나이(만) 3 4 5 합계

남 6 7 7 20
여 7 6 7 20
합계 13 13 14 40

표 7.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어 수

나이(만) 3 4 5 합계

남 1,890 2,205 2,205 6,300
여 2,205 1,890 2,205 6,300
합계 4,095 4,095 4,410 12,600  

웹 사이트에 방문하면 기술이  될 제 일과 설명

이 있다.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표 6]과 같이 구성된 

유아 상의 [표 7]에 명시된 데이터를 기술이  받을 

수 있다. 기술이  되는 두 가지 형태로 유아별 원본 

일과 단어별 토큰화된 일이다. 유아의 음성 일과 

나이, 성별, 가족 사항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

의 정보 유출의 염려는 없다. 이는 유아의 음성을 연구 

자료로 배포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 인 정보를 포함

하고 있을 뿐 해당 유아의 이름  구체 인 거주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음성 데이터베이스 이술

이 을 통해 련 연구의 기 자료가 되어 활발한 연구

를 기 한다.

Ⅴ. 결론

컴퓨터 기술의 발 과 함께 인터넷과 다양한 디바이

스 개발로 인해 학습 환경의 새로운 시 가 열렸다. 이

는 학습의 다양성과 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다양한 형

태의 실질 이고 유의미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 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언어발달의 요한 시기인 만 3～5세 유아

의 말하기 능력을 강화하기 한 음성 인터페이스 구축

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재 한국에서는 부분 

성인 상의 음성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유아 

상의 음성 데이터베이스는 없었다. 유아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해서는 유아 상의 음성 인터

페이스 구축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

다. 하지만 이 에 유아에 맞는 음성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며 이 사실은 이  연구를 통해 입증하 다.

향후 유아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음성 인터페이

스 개발의 기 자료가 되어 유아의 놀이와 교육과 련

한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할 것이다. 성인의 경우 재 

음성 인터페이스는 여가와 련한 체감형 게임에 사용

되지만, 유아의 경우 놀이와 교육에 동시에 이용될 수 

있다. 이처럼 음성을 활용한 교육과 놀이는 유아의 몰

입감을 증 하여 놀이 활동에서 극 인 모습을 발견

할 수 있다. 놀이와 교육  측면 이외에 음성인식기 측

면에서 한국 유아의 음성 특징 분석을 통해 유아에게 

맞는 음성인식기의 인식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구

축된 한국 유아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기 로 지속 인 

유아의 음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구축내용과 방향에 

해 련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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