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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음성합성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과제의 개발과 

평가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English Speaking Task Using 
Smartphone and Text-to-Speech

문도식*

Dosik Moon*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어 학습자들의 말하기 출력 활동을 활성화시킬 방안으로서 스마트폰과 음성합성(Text-to-Speech)

이 지닌 장 을 활용하여 모바일 어 학습의 한 형태인 어 말하기 상 과제 학습 모델을 개발, 용한 후, 이 모델

이 학습자들에게 미친 효과를 탐구하 다. 설문 조사 결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어 말하기 상 과제는 학습자들의 

반 인 어실력 뿐 아니라 발음, 말하기, 듣기, 쓰기 역에서 자신감과 실력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기반으로 외국어로서 어를 학습해야 하는 상황  한계로 인해 충분한 어 입력에 노출되지 

못하고 말하기 출력활동이 부족한 국내 어 학습자들의 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한 가지 방안으로써 말하기 

상 과제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an video-recording English speaking task model on learners. The 
learning model, a form of mobile learning, was developed to facilitate the learners' output practice applying 
advantages of a smartphone and Text-to Speech. The survey results shows the positive effects of the speaking task 
on the domain of pronunciation, speaking, listening, writing in terms of students' confidence, as well as general 
English ability. The study further examin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speaking task in assisting Korean 
learners improve their speaking ability, who do not have sufficient exposure to English input or output practice due 
to the situational limitations where English is learned as a foreign language.

Key Words : Text-to-Speech, Speaking Skills, Mobile Learning, Speech Recording

I. 서  론

1990년  이후 세계화 시 를 맞이하여 어 의사소

통 능력, 특히 말하기 능력에 한 사회  요구가 증가해 

왔다. 효과 으로 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서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 으로 어 입력(input)에 노출

되고 능숙한 어 구사자들과 상호 소통 과정을 통해 지

속 으로 어를 사용하는 출력(output) 활동이 필수

이다.[1]그러나 이제까지의 어교육은 주로 입역 활동 

주의 읽기, 문법, 어휘에 편 되어 왔고, 말하기 심의 

출력 능력을 강화시킬 방안에 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

어져 있지 않다.

한국의 어교육은 지난 십 수 년 간 원어민을 확보하

고 의사소통 심의 어 화화 수업을 확 하는 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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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노출과 어 사용 기회를 증 시켜 학습자들의 

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국어로서 

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인 국내 여건상 교실 밖에서 실제 

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수업시간에서조차 

말하기에 한 자신감 부족, 실수에 한 불안감 등의 이

유로 출력활동을 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수의 한국 학습자들에게 어 

말하기는 가장 향상시키고 싶지만, 가장 어렵고도 두려

운 역으로 남아 있다.
[2] 따라서 국내 학습자들이 처한 

이러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효과 인 어 말하기 학

습 방법 개발을 통해 학습자들의 어 한 불안감을 감

소시키고 말하기 출력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선 인터넷 기술과 스마트폰, 아이

패드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발 과 함께 등장한 모바

일 학습(mobile learning)이 주목을 받고 있다.[3-4] 정보 

통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보  확 에 따라 인터

넷에 속하기만 하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

디서나 교육 콘텐트에 근할 수 있고, 해외에 나가지 않

고도 어로 상호소통이 가능한 모바일 환경 기반이 마

련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환경은 비디오 카메라, 음

성 녹음  재생 로그램, 웹 라우징 기능을 갖춘 스마

트폰의 장 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실험을 가능하게 

하 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어 교육 애 리

이션들의 개발과 연구를 진하고 있다.

어 말하기 교육 분야 역시 향상된 스마트폰의 기능

과 웹 애 리 이션들을 목한 모바일 교육에 한 

심이 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음성녹음 과제와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디지털 음성 기술인 음성 

합성(Text To Speech: TTS) 한 최근의 연구 성과들

은 한국의 어 말하기 교육 개선을 한 요한 시사

들을 제시하고 있다. 음성녹음 과제는 과거 학습자 개개

인이 발화연습을 반복한 후 완성한 과제에 교수자가 피

드백을 주는 단순한 활동에 머물 으나, 최근에는 모바

일 기기와 소셜 미디어를 매개로 상호작용을 통한 력

학습 등의 방식으로 그 용범 가 확 되면서 음성 녹

음 활동의 장 들이 재조명 받고 있다[4]. 그러나 음성 녹

음 활동의 가장 큰 단 은 과제를 완수한 이후에서야 학

습자들이 교수자 혹은 동료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문제 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 

자기 주도 인 말하기 학습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연습 

단계에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로서  원어

민음성과 유사한 발음 모델을 제공하는 TTS를 활용하

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TTS는 작동이 간편하고 음

성 반복 재생  속도 조  기능, 미국, 국, 호주 등 다

양한 어 음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자기 주도 인 말하기 연습을 진할 수 있는 유용한 도

구로 인정받아왔다.
[6] 일본, 터키 등과 같은 EFL 국가에

서는 십 수년 부터 TTS를 발음과 말하기 교육에 활발

히 용하여 정 인 교육 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7-8]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TTS를 말하기교육에 본격

으로 용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어 학습자들의 말하기 

출력 활동을 활성화시킬 방안으로서 스마트폰과  TTS

가 지닌 장 을 활용한 모바일 어 학습의 한 형태인 

어 말하기 상 과제 학습 모델을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서 활용한 후, 이 모델이 학습자들의 어 말하기 능력과 

말하기에 한 불안감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

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외국어로서 어를 학습해

야 하는 상황  한계로 인해 충분한 어 입력에 노출되

지 못하고 말하기 출력활동이 부족한 국내 어 학습자

들의 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방안으로써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상 말하기 과제가 지닌 가능성과 한계

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1. 영어 말하기 교육 

어 입력에 한 충분한 노출과 실제 말하기 연습의 

기회를 갖는 것은 어 말하기 능력 개발을 한 필수 조

건으로 알려져 있다[1]. 이와 더불어 진정한 의미에서 의

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기 해서는 화자들이 상 방에

게 자신의 의사를 달하기 해 상호 작용을 하는 과정

에서 의미 상(meaning negoti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견해가 지배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ESL 환경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어 노출이 거의 불가

능하고 출력활동이 으로 부족한  EFL상황에 그

로 용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면서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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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하기 출력 기회의 확보라는 EFL학습자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한 말하기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한 필요성이 두되었다.[9]  

음성 녹음 과제는 학습자 개개인이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주도 으로 발화 연습을 할 수 있고 개별 인 

피드백이 용이하다는 장 으로 인해 말하기 출력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효과 으로 인정받아 왔다.[10] 이러한 실

질 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기계 으로 말하

기 연습을 반복하는 활동에 을 맞췄던 음성 녹음과

제는 의사소통 심의 언어교육 이론의 확산과 더불어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한동안 연구자

들의 심 밖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들의 발달과 함께 구

나 손쉽게 음성을 녹음할 수 있게 되고, 이메일 등을 통

해 음성 일을 송하여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음성 녹음은 새로운 환기를 맞이하 다. 온라인 음성

게시 을 통하여 교수자로부터 피드백을 받거나, 다른 

학습자들과 피드백을 교환하는 상호작용 활동에 한 연

구는 이러한 온라인 활동이 학습 만족도를 높이고, 말하

기 능력 향상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11]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음성 녹음과제에 한 최

근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이동성, 정보 근 용이성 

개인성 등과 같은 특성이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성, 수업 

참여도  어 말하기에 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 이라는 사실이 밝 지고 있다.[12] 한 스마트폰의 

강화된 기능을 말하기 교육에 용한 연구들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 촬 , 편집,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학습자들이 보다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능동

으로 과제 수행을 하는 것이 말하기 과제의 효과성을 높

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 다.[13]

 
2. TTS와 영어 교육 

TTS는 원래 교육 인 목 으로 개발되지는 않았지

만, 읽기 기계(reading machine), 발음 모델, 그리고 화

상 자로서 활용성으로 인해 개발 기부터 어 교육자

들의 심을 끌어 왔다. 특히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편리성과 음성 반복 재생  속도 조  기능, 미국, 국, 

호주 등 다양한 어 음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은 학습

자 심의 자기 주도  말하기 교육에 효과 으로 용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6]

그러나 기에 진행된  합성음의 음질 평가 연구들은 

TTS가 어 교육용으로 사용되기에 합한가라는 문제

에 해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14]은 TTS의  합성

음이 인간의 음성이 지닌 자연스러움과 표 의 풍부함을 

재 하지 못하는 기술  한계를 지 하며 언어 교육에 

시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부정 인 견해를 제시한 반

면,  [15]는 TTS의 음질은 인간의 음성에 필 할 정도로 

좋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후속 연구들에서는 TTS

가 생성한 합성음이 여 히 합성음이 자연스러움, 정확

성, 표 력, 이해도 측면에서 인간의 음성에 미치지 못하

지만, 자연스러움을 제외한 역들에서는 평균을 상회하

는 음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일상에서 원

어민과 자연스럽게 할 기회가 부족한 EFL상황에서

는 원어민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 인 교육도구

가 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16] 

TTS를 실제 어교육에 활용한 다양한 사례 연구들

은 TTS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가장 많은 성과를 거

둔 분야는 어 발음과 말하기 교육으로서 등학생에서 

비 교사에 이르는 다양한 학습자들을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TTS가 학습자들의 흥미를 자극하여 학습 동

기를 부여하는 편리하면서도 신뢰할 만한 발음의 모델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 다.[17]. 한 TTS는 발음과 말하

기 교육 뿐 아니라 듣기, 읽기, 쓰기 교육에서도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18]   

  

Ⅲ. 연구절차 

1. TTS 활용 말하기 과제 개발의 배경 

본 연구는 서울 소재 한 사이버 학에서 2015년 2학기

에 개설된 어 읽기 과목을 상으로 한다. 이 수업

에서는 2011년 1학기부터 4년간 그림 1과 같은 차를 따

라 음성 녹음 과제를 부과해 왔다.

그림 1. 음성 녹음 과제 수행 단계
Fig. 1. Procedure of the voice recording task 

기존의 음성 녹음과제의 문제 은 첫째, 과제를 제출

하고 피드백을 받기 까지 학습자들은 발음이 정확한지, 

자연스럽게 발화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발음

에 한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로 혼자 반복 연습만을 거

듭해야 했기 때문에 과제에 한 흥미와 의욕을 잃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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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이 많았다. 셋째, 음성 녹음만 듣고는 학습자가 스

크립트를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인지, 보고 읽는 것인지 확

인할 수 없었으므로 정확한 피드백 제공과 공정한 평가

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

기 해 그림 2와 같이 TTS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말하

기 상 과제 학습 모델을 개발하 다. 

그림 2. TTS 활용 영상 과제 수행 단계
Fig. 2. Procedure of the video recording task 

using TTS 

이 모델에서 학습자들은 과제 수행  언제든지 TTS

가 생성한 원어민 음성을 모델로 오류를 수정하고 발음 

교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Shadow speaking) 기법-듣는 내용을 발음,속도, 리듬, 

강세 등을 그 로 모방하여 따라 읽는 기법 -을 통해 학

습자들이 수동 으로 원어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극 으로 모방하여 실제 말하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 다.[20] 한 상 과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교수자는 학습자 개개인이 얼마나 충실히 발화 연습을 

하 는가를 정확히 악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수 과 상

황에 최 화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 말하기 과제에 유용한 TTS의 기능

수업에서는 그림3에서와 같이 웹에서 무료로 이용 가

능한 Smart Link Corporation의 TTS를 사용하 다.

그림 3. 말하기 과제에 활용된 TTS
Fig. 3. TTS Used for the Speaking Task 

TTS를 선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기 을 용하

다. 첫째, 음질이 선명하고, 발음이 명확하고 자연스러울 

것. 둘째, 학습자들이 원하는 원어민 발화자를 선택하고 

발화 속도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을 것. 셋째, 스마트폰으

로 들으며 연습할 수 있도록 음성 일을 생성하는 기능

이 있을 것. 넷째, 200단어 이상을 입력할 수 있을 것 다

섯째, 스크립트에서 선택한 부분만 읽어 주는 기능이 있

을 것. 그리고 발음 역은 원어민 교사의 검증을 거쳐 교

육용으로 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TTS의 작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의 상단에 있

는 문자 입력 스크린에 스크립트를 타이핑하거나 옮겨 

붙이고, 발화 속도와 화자를 선택한 후 Say It 버튼을 

르면 스크립트는 음성으로 변환되어 발화가 시작된다. 

그림3의 아래 화면이 보여 주듯이 화자가 읽고 있는 단어

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학습자는 음성으로 재생되고 있

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화면 왼쪽 상단의 멈춤, 앞으

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을 이용하여 발음에 자신이 없는 

단어나 문장을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 

그리고 TTS 소 트웨어를 PC에 다운로드하면 발화된 

음성을 mp3 일로 환할 수 있어 스마트폰에 장하

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반복하여 들을 수 있다.

     

3. 영상 과제 수행 절차 

학습자들은 다음에 제시된  5단계에 걸쳐 말하기 상 

과제를 수행하 다.

1단계: 스크립트 고 작성

학습자들은 수업에서 제시된 주제에 해 150단어에

서 200단어 정도의 발표 스크립트 고를 워드나 한  

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고 작성 과정에서 학습

자들이 느끼는 쓰기에 한 두려움과 부담을 경감시키

고, 표  의욕을 높여 수월한 과제 수행을 돕기 해 다

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첫째, 스크립트의 

길이 100-150단어 정도로 한다. 둘째, 발표주제는 학습자

가 친숙한 개인 인 경험과 련된 내용을 선정한다. 셋

째, 수업 시간에 다룬 표 과 어휘를 최 한 활용하도록 

한다.   

2단계: 스크립트 수정

학습자들은 완성된 고를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한다. 먼 , 고의 내용을 소리 내어 읽으며 문

법 인 오류나 어색한 표 이 있는가를 검한 후 수정

한다. 그 다음 수정된 내용을 TTS에 옮겨 은 후 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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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성한 음성을 주의 깊게 들으며 다시 한 번 오류가 

있는지 검한다. 마지막으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로 

TTS의 음성을 따라 읽으며 최종 으로 오류를 수정한

다.

3단계: TTS 이용 발표 연습

학습자들은 완성된 스크립트를 TTS가 생성한 음성을 

모델로 발표 연습을 한다. 먼  완성된 스크립트를 혼자

서 몇 차례 읽으며 체 인 내용을 기억한다. 그리고 

TTS를 작동시켜 자신의 발음과 TTS의 발음을 비교한

다. 자신이 없는 단어나 문장을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를 

한다. 여기서 자신감이 생기면 mp3 일을 생성하여 스

마트폰에 장한 후 시간이 날 때마다 들으며 스크립트

를 보지 않고도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때까

지 반복 연습을 한다.

4단계: 상 녹화  과제 업로드

학습자들은 3단계에서 반복연습을 통해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도 유창하게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단되면 스

미트폰을 이용하여 발표 상을 녹화한다. 학습자는 실

제 교수자를 마주 보고 발표를 하는 기분으로 시선을 비

디오 즈에 집 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자

연스럽게 발화를 한다. 녹화가 끝나면 상을 시청하며 

발음의 오류나 실수가 있는 지 검토한 후 만족스러운 결

과가 나올 때까지 녹화를 반복한다. 최종 으로 촬 한 

상들을 비교한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일 선택하여 사

이버 강의실의 과제란에 제출한다.

5단계: 평가  피드백

교수자는 그림 4 에서 보이듯이 학습자들이 제출한 

상과 스크립트 일을 다운로드하여 서로 비교하며 상

을 시청하며 평가 기 에 따라 수를 부여하고 학습자 

개인에게 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림 4. 과제에 제공된 교수의 피드백
Fig. 4. Professor's Feedback on the task

평가의 주요 기 은 유창성으로 학습자가 어느 정도

로 충실히 반복 연습을 했는지에 을 맞춘다. 피드백

은 학습자의 정의  역을 고려하여 발표에서 잘된 부

분에 해 정 인 코멘트를 주로 제공하고, 모든 오류

를 지 하거나 수정하는 신에 무나 명백한 문법  

오류나 잘못된 표 들  실수를 반복하는 항목 3-5개 

정도만 수정하여 제시한다. 

Ⅳ. 연구 결과

학기가 끝난 후 TTS를 활용한 어 발표 상 과제에 

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 어 TTS 

활용 상과제에 한 학습자들의 반 인 만족도, 정

의  역에 한 효과, 그리고 인지  역에 한 향

으로 구성하 다. 각 문항은 리커트 척도(5 : 매우 그

다, 4 : 그 다, 3 : 보통이다, 2 : 그 지 않다 1 : 

 그 지 않다)로 수강생 197명  과제를 완수하고 설

문지를 작성한  128명을 상으로 각 질문에 한 빈도수

와 퍼센트를 계산하 다.  

1. 전반적인 만족도

학기를 마친 후 부분의 학습자들은 TTS를 활용한 

상 과제의 반  효과에 해 표1에서 제시된 것처럼 

정 인 반응을 보 다.

질문내용  1 2 3 4 5

반  어실력 

향상에 도움

 2

(1.6%)

8

(6.2%)

29

(22.7%)

72

(56.4%)

17

(13.1%)

TTS는 발음, 

말하기에 유용함  

2

(1.6%)

5

(3.9%)

30

(23.4%)

69

(53.9%)

22

(17.2%)

표 1. TTS 활용 영상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Table 1. Overall Evaluation of Speaking Task 

Using TTS

우선 상 과제가 반 인 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9.5%로 다수를 차지하 으

며, 그 지 않다는 반응은 8.8% 다. TTS에 해서는 학

습자들  70.1%가 발음과 말하기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고 생각하고 있었고, 단지 5.5% 학습자들만이 TTS에 

해 부정 인 견해를 나타났다. 따라서 TTS를 이용한 말

하기 상 과제는 학습자들에게 상당한 만족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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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적 영역에 대한 효과 

상과제가 학습자들의 정의  역에 미친 효과에 

한 결과는 표2에 제시되어 있다. 과제의 흥미도에 한 

질문에 한 응답은 정 73.5%, 부정 3.9%, 보통 22.7%

로서 다수의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끼며 상 과제를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성합성 기능과 스

마트폰 등과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한 상 과제가 다

수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데 효과 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질문내용  1 2 3 4 5

상과제의 

흥미도

1

(0.8%)

4

(3.1%)

29

(22.7%)

75

(58.6%)

19

(14.9%)

말하기 연습 

빈도 증가

6

(4.7%)

9

(7.0%)

24

(18.8%)

69

(53.9%)

20

(15.6%)

어 말하기 

불안감 감소 

6

(4.7%)

17

(13.3%)

34

(26.6%)

58

(45.3%)

13

(10.9%)

어 말하기 

자신감 상승 

3

(2.3%)

6

(4.7%)

30

(23.4%)

72

(56.3%)

17

(13.3%)

표 2. TTS 활용 영상 과제가 정의적 영역에 미친 효과
Table 2. Effects of Speaking Task Using TTS on 

Affective domains 

그러나 어말하기에 한 불안감 감소에 한 반응

은 흥미도에 한 반응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여

다. 과반수가 넘은 학습자들이(56.2%) 과제 활동이 말하

기에 한 불안감을 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

지만, 상당한 수의 학습자들(부정 18%, 보통 34%)은 도

움이 되지 않았거나 정 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응답

했기 때문이다. 높은 흥미도에 비해 불안감을 느낀 학습

자들이 많았던 것은 목소리만 녹음하면 되는 음성 과제

와는 달리 얼굴을 그 로 노출해야하는 상 과제를 일

부 학생들이 부담스럽게 여겼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상 과제는 다수의 학습자들(69.6%)

은 어 말하기에 한 자신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이는 다수의 학생들이 본인 만족할 때까지 

반복연습을 한 것이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인지적 영역에 대한 효과

인지  역에 한 효과 부분에서는 과제가 반

인 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첫 번째 설문 문항

에 한 결과를 좀 더 구체 으로 알아보기 해 어느 

어 역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조사하 다. 표3에 

정리된 결과를 보면 발음(74.9%), 말하기(71.9%), 듣기

(71.1%) 순으로 나타났고 쓰기(33.7%)로 가장 낮게 나타

났을 뿐 아니라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 인 답변도 

28.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TTS가 EFL 학습자들

의 발음과 말하기 실력 향상에 효과 이라는 기존의 연

구 결과들과 일맥상통한다.[16] 그리고 듣기 실력에 향상

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는 음성합성이 원어민의 어 

인풋이 부족한 EFL상황에서 이러한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 인 교육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다고 

하겠다.

질문내용  1 2 3 4 5

말하기 실력 

향상에 도움

4

(3.1%)

7

(5.4%)

25

(19.5%)

75

(58.6%)

17

(13.3%)

발음 향상에 

도움

3

(2.3%)

6

(4.7%)

24

(18.8%)

77

(60.1%)

19

(14.8%)

듣기 실력 

향상에 도움

4

(3.1%)

5

(3.9%)

28

(21.9%)

73

(57.0%)

18

(14.1%)

쓰기 실력 

향상에 도움

14

(10.9%)

22

(17.2%)

49

(38.2%)

38

(29.8%)

5

(3.9%)

표 3. TTS 활용 영상 과제가 인지적 영역에 미친 효과
Table 3. Effects of Speaking Task Using TTS on 

Cognitive domains

쓰기에 한 효과가 다른 역에 비해 낮게 나온 요인

으로는 학습자들의 어 능력이 합성음성만을 들으며 스

스로 자신의 스크립트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지 않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수의 학습자들이 (33.7%) 쓰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은 어수 이 높은 학생들을 

상으로 한 작문 수업에서 좀 더 구체 인 작문 지도 방

안과 함께 사용된다면 효과 인 쓰기 보조 도구의 역

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망할 수 있다.

질문 내용 응답내용

좋았던 

1.자투리 시간 활용 어느 때나 연습가능

2.원하는 원어민 음성으로 발음 교정과 연습 

3.구체 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음

불편했던 

1.TTS 다운로드 설치하는 데 어려움 

2.TTS의 음성이 가끔 자연스럽지 않음

3.내 모습이 상으로 노출되는 것

개선할 

1.TTS의 성능 개선

2.음성만 녹음하는 과제로 체

3.과제 비 시간 단축 

표 4. 주관식 설문 결과
Table 4. Results of Open-ended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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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표 4는 주 식 문항을 통해 알아본 TTS 상 

과제의 장 , 단   개선 에 한 응답  최다 빈도

를 보인 답변 3가지씩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무엇보다도 자투리시간을 이용하여 언제 

어느 때나 발표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필요할 때

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원어민의 음성으로 발음교정을 할 

수 있는 을 장 으로 지 했다. 이런 결과는 학습자들

이 스마트폰의 이동성과 편리함, 그리고 음성합성이 제

공하는 발음모델로서의 기능을 학습에 효과 으로 활용

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교수자가 단순히 수만을 부여하지 않고 구

체 인 피드백을  것을 높이 평가 했다. 교수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놀랍다는 반응과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장단 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더 

좋은 피드백을 받기 해 다음 과제에서는 더 열심히 연

습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러한 학습자의 반응은 모바

일 교육이 교실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 개개인

에게 보다 많은 심을 주어 학습에 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상 과제의 단 을 지 하는 답변도 다수 발

견되었다. 이는 주로 TTS에 련된 것으로 TTS 앱을 

다운로드하기가 어려웠다는 지 과 음질에 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TTS의 음질은 정상속도일 경우 별 문제가 

없었으나, 속도 제어 기능을 이용해 느리거나 빠르게 발

화를 하도록 했을 때 어색한 기계음이 생성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PC 버 이 더 사용이 편리하고 음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앱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학

습자들에게는 PC 버  사용을 권고하 다. 

그리고 상에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

럽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앞에서 상과제가 말

하기에 한 불안감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는 반응이 많았던 이유를 부분 으로 설명해 다. 한 

이러한 반응은 효과 인 교육방법에 한 교수자와 학습

자들의 인식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을 시사한다. 

개선할 으로 세 번째로 많이 지 된 과제 비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요구 역시도 학습량을 증가시켜 학

습자들의 실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교수자의 의도와 가

 편하게 공부하고 싶다는 학습자들의 욕구가 서로 상

충되는 경우이다. 진정한 의미의 학습자 심 교육을 실

하기 해서는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최

한의 교육 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어 말하기 출력 활성화 방안으로 

TTS를 활용한 모바일 말하기 상 과제를 개발하여 효

과성을 검토해 보았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과

제는 학습자들이 한 도움이 제공된 상태에서 말하기

를 반복연습함으로써 반 인 어실력 뿐 아니라 발음, 

말하기, 듣기 역에서도 자신감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 인 결과에도 불구하

고 최신의 모바일 기기를 학습에 용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지나친 낙 론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났듯 학습자들의 말하기에 불안감 해소, 

학습량과 상과제에 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입장

차이 등은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한 들이 있

었다. 우선 연구가  어 실력을 가진 사이버 학생

들을 상으로 단기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교육  

환경의 다른 수 의 학습자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한 어 실력 향상에 한 결과는 학습자의 자기평가

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객 으로 어느 역에 어느 정

도의 실력 향상이 있었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상황에서 다른 특성을 가진 학습자를 

상으로 엄정한  질 , 양  연구 방법을 용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의 실에 보다 더 효과 으로 용할 수 있는 말하

기 학습 방안이 개발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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