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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음성학연구실

Baby Linguist
EBS 캠페인, 독서의 중요성
저희 음성학 연구실에서는 아직 말문이 트이지 않은 7개월 정도의 아기들
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연구를 마무리
했습니다. 내용이 매우 놀라워 EBS에서 촬영을 하고 캠페인으로 만들기
도 했습니다.

LENA 기기에 관한
논문 출판

아기가 하루 동안 들은 오디오 데이터
중 어머니로 추정되는 성인 여자의 말소
리는 몇 단어인지, 성인 남자, 다른 아이,
그리고 중요한 아동 자신의 말소리, 또
한 TV로 추정되는 기계음이 차지하는
비율 등 아기의 일상 환경에 대한 대략
적인 분석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LENA 기계 분석 소프트웨어는
미국에서 개발되어서 미국 영어에 최적
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소프트웨어
를 한국어에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아기의 언어환경을 분석해주
는지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그 다음
의 후속 연구들에 대한 신뢰성을 답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서울대 공대의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LENA 기계와 소
프트웨어에 대한 매우 세밀한 성능분석
을 시행하였고 이를 국제학술지에 게재
하여 좋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
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LENA기기를 활용해
진행하는 언어습득에 관한 새로운 결과
들에 관심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는 종단 연구로서 7개월 정도에 어머니들이 아기에게 일주일에 책
을 몇 번이나 읽어주는지에 관한 설문조사 진행 및 LENA 기계를 이용하
여 아기들의 언어환경을 수집한 후 13개월 정도에 시선추적기를 이용해 아
기의 시선을 추적하여 어휘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7개월 때 독서 경험이 더 자주 있었던 아이들이 13개월 때 어휘 이
해도도 더 높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독서 경험과 어휘 이해도의 관
계는 어머니가 아기들과 상호작용하는 정도에 의해 매개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와 함께 책을 많이 읽는 어머니는 독서 활동 외에도 아이에게
더 많이 말을 건네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경향이 아이의 어휘 발달로 이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국내외 학회에서 발표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
습니다.
'즉, 반드시 책을 읽지 않더라도 아이에게 양질의 입력 언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독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쉽게 아이와 집중해서 양질의 어휘를 제공
해 줄 수 있는 활동입니다.'

ManyBabies 참여
지금까지 언어를 포함하는 인간의 인지나 행동에 관한 연구는 서양 중심으
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해 WEIRD (“기묘하다”는
뜻으로 Western, Educated, Industrialized, Rich, and Democratic의
첫 글자를 딴 표현) 집단에 대한 연구라는 비판이 제기 되며 서양 중심의 연
구를 탈피해 타 언어나 문화권 연구를 더 폭넓게 진행할 때 인간에 대한 진
정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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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음성학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연구
중 아기전용 조끼에 부착된 소형녹음기
를 통해 아기의 일상을 최대 16시간 녹
음하는 LENA 실험이 있습니다.

Ko corpus 발행
아이의 언어발달 연구를 위해서는 실제
로 아기가 어떤 식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발화하는지에 대한 자연데이터가 매우
유용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보호자
와 아이의 상호작용을 녹화 및 녹음하고
이를 일일이 받아 적어 특이한 형태의 발
화에 대해 코딩해 놓은 대용량 말뭉치(코
퍼스)를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언어발달에 관한 말뭉치는 서양위주로
개발이 되었고,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에
서도 소수이지만 이런 말뭉치가 공개되
어 있는 데에 반해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
에 대한 말뭉치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30쌍의 어머니와 아
이가 상호작용하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말뭉치를 통해 언
어습득에 관한 많은 발견을 했고, 지금
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뭉치를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자 세계적인 아동 언어 관련 말뭉치 데
이터베이스인 CHILDES에 한국연구
자 최초로 자발화 음성언어 데이터를 공
개하였고, 관련논문을 출판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한국아동의 언
어 습득에 관한 연구가 더 빨라지는 데
에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Zoom) 실험 실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되찾
기 위해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발맞춰,
저희 연구실에서는 2020년 7월부터
Zoom(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아기의 시선을 추적하는 “주시선호도
검사 연구”와 헤드셋을 가지고 진행하
시는 “동화책읽기 실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더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셋업중이며, 완성 시에는 장소
와 시간 제약 없이 실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방문실험에 참여

<조선대 음성학연구실 소개>

할 6개월 ~ 18개월 아기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누리집: www.chosunbabylab.com

<실험 신청 방법>

✔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교수연구동 408호,
음성학연구실
📧 이메일: chosun.cds@gmail.com,
☎ 전화: 062-230-6931,
💬 문자, 전화 : 010-7162-2055

www.chosunbabylab.com/signup 에 신청해주시면 연구원이 연락을
드려 참여가능하신 실험에 관한 설명 혹은 추후에 아기 연령이 되었을때 참여
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저희 연구실 방문실험 참여시 시선추적기를 이용한 아기 언어발달검사 결과
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차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은 소정의 상품권
도 드립니다. 연구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왼쪽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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