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R

ISSN 1738-9399 / Audiol Speech Res 2017;13(1):50-61 / https://doi.org/10.21848/asr.2017.13.1.50

RESEARCH PAPER

Mobile Application Development
for Improving Auditory Memory Skills
of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Youngmee Le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Tongmyong University, Busan, Korea

청각장애 아동의 청각기억 향상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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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s technological progress of the smartphones has been accelerating, the needs of applications (apps)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HI) have been also increasing now in auditory habilitationists and their parents. This study introduces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mobile apps for improving auditory memory skills of children with HI. Methods: The contents of the apps were developed
based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clinical experiences by the auditory habilitationists. The design model for developing the apps was
proposed by the experts of the auditory habilitation and computer sciences. The usability testing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apps’
functions. Results: Six mobile apps were developed through the app-development process including planning, design, and programming. The results of the usability test showed that the apps were suitable and efficient to improve auditory memory skills for children
with HI. Conclusion: The mobile apps developed in this study could be useful for improving auditory skills of children with HI in the clinical and home-based setting. This paper provides the process, knowledge, and experiences on developing the mobile app for auditory
habilitation of children with HI.
Key Words:0Mobile application, Aural rehabilitation, Hearing impairment, Children, Auditory memory skills.
Received: December 14, 2016 / Revised: December 31, 2016 / Accepted: January 6, 2017
Correspondence: Youngmee Le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Tongmyong University, 428 Sinseon-ro, Nam-gu, Busan 48520, Korea
Tel: +82-51-629-2135 / Fax: +82-51-629-2019 / E-mail: ymlee3060@gmail.com

INTRODUCTION

한국인의 하루 수면시간인 약 7시간을 제외하면, 스마트폰을
하루 활동 시간의 25% 정도 사용하고 있었다(Mang, 2016). 그

스마트 기기의 등장은 우리 사회를 스마트 미디어 사회로 변

리고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한 달에 평균 45개의 어플리케이

화시켰으며, 스마트 기기 중에서 스마트폰의 성능과 기능은 이

션(application, 앱)을 사용하고 있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뿐

동 및 정보 통신사업의 발전과 함께 짧은 시간 안에 비약적으

만 아니라 사용하는 앱 개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로 발전하였다(Jang & Kim, 2010). 스마트폰이 등장한 초기에

높은 수치였다.

는 비싼 기기 가격과 통신 비용으로 보급이 저조하였으나, 점차

스마트폰은 전화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 받는 기존의 휴대폰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져서 2015년에는 휴대폰 가입자

기능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5,720만명 중에서 약 70%가 스마트폰 사용자로 보고되었다

활용, 쇼핑, 금융, 여가 활동, 게임, 학습 등으로 일상생활에 영

(Yoo, 2015). 모바일 시장조사업체인 와이즈앱이 10대에서 50대

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들어, 성인, 청소년, 아동이 스마트 기기

까지의 국내 한국인 중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n =

에서 실행되는 앱을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모바일 러닝

14,439)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스마트

(mobile learn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육공

폰을 하루 평균 3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 전문가들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학습자 중심의 인터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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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러닝이 컴퓨

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청각통합능력을 향상시키

터를 이용하는 보조학습, e-러닝보다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 위해서는 청각 처리(auditory processing), 청각 기억(audito-

예상하고 있다(Lim & Park, 2012). 모바일 러닝은 일반인에게

ry memory), 청각 종결하기(auditory closure), 화용 기술(prag-

만 한정되지 않고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확장되고 있으며, 국내

matic skills), 의미 및 구문(semantics and grammatical shape),

외에서는 장애 아동 및 성인의 일상생활, 말-언어 학습, 의사소

메타 언어(meta-linguistics) 등에 대한 중재도 필요하다(Swee-

통 등에 도움을 주고 다양한 앱이 개발되어 출시되고 있다. 그

tow & Sabes, 2006). 이렇듯 청능재활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리고 앱 개발이 의료와 재활 영역으로도 확장되어, 질병의 진

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청각장애 아동의

단, 치료 가이드라인 제시, 치료 정보 제공, 자기 치료, 원격재활

경우에는 듣기 기술뿐만 아니라 말, 언어 발달까지 목표를 두고

(tele-rehabilitation)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Im et al., 2013).

진행하여야 한다.

의사소통장애(communication disorders)는 청각장애, 지체

청각장애 아동과 부모는 청능재활기관에 주 1~2회 방문하여

장애,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

40~90분 동안 듣기 기술, 말, 언어, 의사소통, 부모와의 상호작

생되며, 의사소통장애 발생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용 등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기존에 오프라인 형태

초래된다. 청각장애는 의사소통장애를 일으키는 다른 장애 영

로 진행되는 청능재활을 모바일 러닝 형태로 가정에서도 제공

역과 달리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통해 생후 2~3개월 안에 조

된다면, 청각장애 아동의 반복학습을 촉진하여 청능재활 효과

기 진단될 수 있다. 따라서, 조기 보청기 착용 및 조기 청능재활

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그림, 글자, 음성,

(auditory rehabilitation)을 실시하여 말-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으로 스마트폰에서 구현이 가능하기 때

기(critical period) 동안 적절한 청각, 언어 자극을 제공함으로

문에, 스마트폰은 청각장애 아동이 흥미를 가지고 청능훈련에

써 청각장애 아동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참여하는 데 도구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Lee et al., 2015a; Lee,

(Cole & Flexer, 2011). 하지만 청각장애 아동은 청각박탈(au-

2016).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청능재활에서도 모바

ditory deprivation)을 일정 시기 동안 경험하며, 보청기 및 인

일 러닝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Yu et al.(2014)은 중도의 감

공와우를 통해 들어오는 제한적인 청각정보로 말-언어 발달을

각신경성 성인에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청능훈련을 실시하여

해야 하므로, 원활하고 자연스러운 구어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어음인지가 향상된 사례에 대해서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능재활에서는 청각장애 아동의 잔존

Hwang & So(2016)는 청각장애 아동의 교육용 앱은 인간중심

청력(residual hearing)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력 손실로 인해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보편적 설계의 관점에서 앱을 개발

발생될 수 있는 말, 언어 문제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일상

해야 된다고 언급하면서 ‘한글 말하기 듣기 학습 앱’의 개발과

생활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진행하

정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하였다.

는 것이다(ASHA, 2016; Lee, 2008; Lee, 2016). Sweetow &

선행 연구(Cheon & Yim, 2016; Jeong, 2014; Lee & Lee,

Sabes(2006)는 듣기 기술(listening skill)이 말소리를 지각하는

2016)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 뇌성마비, 청각장애 아동 등의 장

수동적인 기능이 아니라 의도와 집중을 요구하는 인지 활동이

애 영역에서 앱을 활용한 중재의 긍정적인 보고가 임상 현장에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청능재활을 통해 듣기 기술의 발달이 잘

서 스마트폰, 다양한 앱, 스마트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등으로

이루어져야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고 대화를 원활히 할 수 있

청능재활의 접근방법을 다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다고 언급하였다.

인다. 그리고 Lee(2016)의 인공와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청능재활에서는 아동의 청능 발달 단계를 탐지(detection/

한 청능재활을 위한 앱 개발의 필요성과 요구도에 대한 설문조

awareness), 변별(discrimination), 확인(identification), 이해

사에서 상당수의 부모는 자녀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허용적이

(comprehension)의 네 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지만(Tye-Mur-

었으며 다양한 연령대(영유아, 취학전기, 학령기)에서 모두 청

ray, 2009), 실제 재활 회기에서는 단계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

각-언어 기술에 대한 청능재활 콘텐츠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

인 목표를 설정하여 진행하여야 적절한 듣기 기술이 발달될 수

다. 특히, 청각장애 아동의 통합적인 듣기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연령, 청력손실 정도, 청각적 수행력, 중

해서 아동이 들은 청각정보를 차례대로 회상하는 청각기억

복장애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자극 조건(stimulus condition), 자

(auditory memory) 발달이 중요하며, 이는 연결발화(connected

극 단위(stimulus units), 반응 양식(response formats) 등 조정

speech) 이상의 수준에서 상대방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

하여 난이도를 설정하고 연령과 발달에 적절한 다양한 활동을

적이다(Jutras et al., 2003). 청능재활 전문가가 청각기억 발달

구성한다. 청각장애 손실 정도가 비슷하더라도 청각장애인의

을 촉진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놀이 상황에서의 반복훈련(play

듣기 기술에 개인 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청각통합기술의 발

drill)을 청각장애 아동에게 실시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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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은 반복되는 활동에 지루해하거나 힘들어하기도 한

시되어 있었으며,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앱은 한글 교육과 환

다. 이에 따라서 본고에서는 변화된 스마트 환경과 청능재활 요

경 소음 제공을 위한 앱이 있었다.

구를 충족하고자 청각장애 아동이 흥미를 가지고 청각기억을

청각장애 관련 앱은 수화를 번역하거나 문자를 음성으로 전

향상시키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을 개

환해주는 의사소통 도구형 앱이 많았으며, 학습을 목적으로

발하였으며, 앱의 기획과 개발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는 앱에는 수화나 한글을 익히는 앱이 있었다. 환경소음을
제시하여 청능재활에 도움을 주는 앱이 있었지만, 청각장애 아

MATERIALS AND METHODS

동과 성인의 듣기 기술 향상을 위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 국내에 출시된 앱을 살펴보면 청능재활의 목표를 달성

콘텐츠 조사 및 준비 단계

하기 위한 전문적인 콘텐츠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청각장애

콘텐츠 조사를 위해서 현재 압도적으로 높은 앱 점유율을

아동의 듣기 기술 향상을 위해서 개발된 앱 수도 미비한 수준

차지하고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와 앱 스토어

이었다. 따라서 청각장애 아동의 듣기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App store)의 공식 웹 사이트를 통해서 청각장애 관련 앱을

청각기억 증진 콘텐츠와 아동이 쉽고 재미있게 조작할 수 있는

조사하였다. 국외에서 개발된 앱은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청각

청각기억 앱 개발의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장애 아동 및 성인이 청능재활에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 앱 시장을 중심으로 앱을 검색하였다. 앱 시장에는 ‘청능

기획 및 개발 단계

재활’에 대한 카테고리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각장
애’, ‘청각재활’, ‘청능재활’ 용어를 사용하여 앱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수화 번역 및 학습, 음성 산출, 한글 학습 등의 앱이 출

시나리오 설계
청각장애 아동이 콘텐츠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면서 앱

SMS service
Statistical
page

Registration

Log out

Log in

Start

Graph

Fruit pang

Main page

Auditory
memory
Home
button

Fashionista

Food fighter

Pet fashion
show

Auditory
sequence

Toilet story

Beauty salon

Figure 1. Flow of the application’s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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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아동의 흥미를 고려한 시나리오로 설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청능재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임상 경력

하였으며, 앱 시나리오는 과일 주스 만들기, 옷 입기, 음식 주문

을 가지고 있으면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청능재활 전문가

하기, 강아지 꾸미기, 화장실, 미용실과 같이 총 6개의 에피소드

3인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로 구성하였다. 앱 시나리오의 흐름도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참조하여 앱에서 구현할 주요 기능에는 목표 단어와 발

Yoo et al.(2012b)은 아동용 교육 콘텐츠에서는 ‘캐릭터’라는

화의 정확한 음성 제시, 아동의 정오반응에 대한 피드백 기능

요소가 아동이 학습의 목적과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연결

을 확인하였으며, 부가 기능에는 전문가와 부모 간 아동 정보

해주는 역할을 하고, 시각적으로도 아동에게 즐거움과 호기심

공유, 아동 수행 이력 저장 및 조회, 수행력의 추이를 그래프로

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앱의 개발에서도 캐릭

제시, 수행 이력을 SMS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여 내보내기 기

터가 청각장애 아동의 학습을 촉진하고 흥미를 유지하는 데 중

능을 확인하여 결정하였다.

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6개의 에피소드에는 아동에게
친근한 캐릭터가 등장하고 단어와 발화를 듣고 스마트폰의 조

절차도 작성

작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앱 개발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작업이나 중복된 절차
가 발생되지 않도록 Figure 3과 같은 절차도를 작성하였다. 절

(Figure 2).

차도 개발을 위해 파워포인트로 레이아웃을 제작하여 앱 개발
자와 여러 차례 회의를 하였으며, 절차도 개발 시 앱 실행 과정

앱 구현 기능 작성
앱에서 구현할 상세 기능은 앱 조작과 관련된 주요 기능과

이 청능재활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말소리 제시, 아동의 반응,

직접적인 기능을 하지는 않지만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는

반응에 대한 정오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데 초점

부가 기능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앱에 필요한 기능에 대한 사전

을 맞추었다. 절차도를 통해서 앱 구조를 확정지었으며, 레이아
웃과 절차도를 통해서 앱 전체의 구조 파악, 페이지 간의 이동,
페이지의 구성 등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어휘 목록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할 앱은 취학 전의 말, 언어 발달이 단계에
있는 청각장애 아동의 청각기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청각장애 아동에게 제시할 단어는 발달연령, 친숙도, 빈도를 고
려하여 어휘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취학 전 아동의 자발화에서
고빈도 어휘를 수집한 Choi(2000)와 Choi(2004)의 자료, 국립
국어교육원(Korean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2) 자
료 중에서 두 개 이상의 목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538개

Figure 2. Examples of the application’s characters.

1-3 difficulty levels
Start

Scenario
preparation

Start training

Suggesting
training
words

Selection

•Execution screen
•Sound effect
•Narration

End

Character’s
response

•Correct feedback
•Incorrect feedback

Scores,
graph

Yes
No

Continue

No

Goal
completeness

Yes

Next stage

Did the child get more than 3 times?

Complete
all stages

Figure 3. Framework for developing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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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를 추출하여 1차 어휘 목록을 마련하였다. 추출된 어휘에

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Figure 2, 4), 이미지 작업 후반

대한 친숙도 점검은 유치원 교사에 의해 정상적인 말-언어 발

부에는 앱 구현에 필요한 아이콘, 점수 이력 제시 등과 같은 사

달을 하고 있다고 보고된 3~5세 건청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

이드 이미지 작업도 진행하였다. 이미지 작업 후에는 유치원 교

5명을 대상으로 어휘에 대해서 5점 Likert 척도(1점: 매우 친숙

사 5인과 취학 전의 건청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그림 타당도 작

하지 않음, 2점: 친숙하지 않음, 3점: 보통, 4점: 친숙함, 5점: 매

업을 거쳐서 혼동의 여지가 있는 그림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하

우 친숙함)를 이용하여 평정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언어치료 임

였다. 청각장애 아동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캐릭터의 표정

상경력이 5년 이상,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3인에게

이 변화되기도 하며, 아동의 정오반응에 대한 피드백을 웃거나

해당 어휘가 교육용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타당도를 5점 Likert

우는 표정 등을 보여주는 식으로 하여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척도(1점: 매우 적절하지 않음, 2점: 적절하지 않음, 3점: 보통, 4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 5).

점: 적절함, 5점: 매우 적절함)로 평정하였다. 최종 어휘 목록에
는 평균 4점 이상으로 평정된 503개의 어휘가 포함되었으며, 시
나리오와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최종 어휘 목록에서 시나리오
스토리 활동과 적절한 어휘만으로 142개를 선정하였다.

사용성 평가
앱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앱 시험판을 평가하여 앱 실행상의
오류 발견과 사용자 입장에서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언어재활사와 청능사) 15명을 대상으로 사용성

음원 녹음 및 효과음 작업
청각장애 아동의 청각기억 향상을 위해서 개발되는 앱이므
로, 목표 단어와 발화를 청각장애 아동이 명료하게 들을 수 있
어야 하며, 앱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나래이션

평가를 하였다.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대상자의 구체적인 정보
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연령대는 20대 5명(33.3%), 30대 6
Table 1. Development environments for implementing the application

Items

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 앱의 캐릭터가 아동에게 말을 건네고,
목표 단어를 음성으로 제시하고, 아동의 정오반응에 대한 피드
백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효과음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
저, 캐릭터의 사실성을 높이고 명료한 음성을 녹음하기 위해서
전문 배우(여성)를 섭외하여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였으며, 녹음
된 음성이 취학 전 청각장애 아동에게 들려주기에 적절한지 음
성 타당도를 진행하였다. 음성 타당도 점검은 언어재활사 2인에

Environments
PC (Windows 7 ultimate K)
Android 5.0.1

OS
ASD kit

AND kit
Android-ndk-r11c
Java development kit
Java SE 8u31
Test device
SM-N900S (Samsung galaxy S4)
ASD: Android software development, AND: Android Native Development

게 녹음된 음성의 발음, 음도, 속도 측면에서 5점 Likert 척도(1
Words

점: 매우 적절하지 않음, 2점: 적절하지 않음, 3점: 보통, 4점: 적
절함, 5점: 매우 적절함)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청각장애

(1) Persimmon

(2) Tangerine

(3) Pear

(4) Strawberry

(5) Apple

(6) Watermelon

(7) Grape

(8) Lemon

(9) Kiwi

아동이 녹음된 음성을 듣기에 발음, 음도, 말 속도 측면에서
4.85점 이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앱에서 등장
하는 캐릭터의 움직임, 아동의 정오반응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
서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효과음을 선정하였다.
앱 구현
국내외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OS와 iOS 기반의 플랫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 스마트폰의 OS는 구글 안드로이
드 사용자가 76.7%를 차지하고 있어서 월등히 높은 편이다
(Kim, 2016). 이러한 이유로 앱을 안드로이드 OS 기반으로 개
발하였으며, 앱의 개발 환경 및 실행 환경은 Table 1과 같다.
앱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학습용이성(learnability), 기
억용이성(memorability)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UI를 설계하였
다(Lee, 2012). 앱 개발 초기 단계부터 디자이너를 섭외하여 지
속적인 회의를 거쳐서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목표 단어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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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mage work of targe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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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40%), 40대 3명(20%), 50대 1명(6.7%)이었다. 대상자의 학력

Characters
(1) A pig wearing kitchen clothing

ASR

(2) Correct response

은 학사 2명(13.3%), 석사 10명(66.7%), 박사 3명(20%)이었으며,
임상 경력은 1년 이내가 1명(6.6%), 1~3년이 3명(20%), 3~5년이
3명(20%), 5~7년이 3명(20%), 7~9년이 3명(20%), 9년 이상은 2
명(13.3%)이었다.
사용성 평가는 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앱에 대한 직접 조
작 및 체험, 설문지 평가(평가자 배경 정보, 앱 평가) 절차로 이

(3) Incorrect response

루어졌으며, 사용성 평가 설문지는 앱의 기능성(30문항)과 참여
자의 기본 정보(10문항)를 묻는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
행 연구(Hyun et al., 2013; Jang et al., 2012; Lee et al., 2015a;
Yoo, 2006; Yoo et al., 2012)를 참조하여, 앱의 적절성(5문항),
상호작용성(5문항), 유희성(5문항), 용이성(5문항), 편재성(5문
항), 교육효과성(5문항)의 여섯 영역으로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
다. 여기서 편재성(ubiquity)은 장소,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앱

(4) A pig chewing food
Continuous
motion

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시간 제약, 장소 제
Continuous
motion

약, 즉각성, 편리성, 시작과 종료에 관한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설문 문항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였
다. 앱 개발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2인에게 설문 문항

(5) Mouth opening motion

(6) Mouth closing motion

에 대한 내용 타당성과 문장 적절성에 대한 검증을 받았으며,
중복되거나 부적절한 문항에 대해서 수정하여 총 30개의 문항
으로 구성된 사용성 평가 설문 문항을 완성하였다. 설문 문항
의 일부를 Appendix에 제시하였다.

RESULTS
Figure 5. Examples of the character’s images.

앱 개발
앱은 주요 기능과 부가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Table 2. Participants’ information

Classification
Age (yr)
20-29
30-39
40-49
50-59
Education degree
Bachelor
Master
Ph.D.
Working experience (yr)
<1
1-3
3-5
5-7
7-9
>9

Frequency (%)
5 (33.3)
6 (40.0)
3 (20.0)
1 (6.7)0
2 (13.3)
10 (66.7)0
3 (20.0)
1 (6.6)0
3 (20.0)
3 (20.0)
3 (20.0)
3 (20.0)
2 (13.3)

크게 두 가지 모듈로 나누어진다. 주요 기능 모듈에는 청각기억
향상을 위한 6개의 시나리오가 아동의 수행에 따라 3단계 난
이도로 실행되며, 부가 기능 모듈에는 정보 입력, 신규 등록/로
그인, 점수 이력을 확인하고 전문가에서 수행 결과를 SMS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모가 청각장애 아동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규 등록과 로그
인을 하면, 세부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메인 화면이 실행
된다(Figure 6). 이때, 아동이 단어를 듣고 기억하는 앱(3종)과
문장을 듣고 순서화하는 앱(3종)의 아이콘을 선택하면, 해당
시나리오의 앱이 실행된다(Figure 7). 단어를 듣고 기억하는 앱
의 경우, 아동이 나래이션으로 제시되는 단어(예, “사과”, “사과,
딸기”, “사과, 딸기, 포도” 등)를 1개에서 3개까지 듣고 해당 이미
지를 차례대로 클릭 혹은 드래그하여야 하는 것으로, 난이도는
기억해야 하는 단어 개수에 따라서 1단계(단어 1개)에서 3단계
(단어 3개)까지 조정된다. 문장을 듣고 순서화하는 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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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registration page

Registration page

Main page

Figure 6. Execution page of the application.

Figure 7. Examples of selecting the applications.

아동이 제시되는 문장(예, “손 씻어”, “손 씻고 이 닦아”, “손 씻

며, 각 영역에서의 평균은 적절성이 4.28(SD = 0.50), 상호작용

고 이 닦고 목욕해” 등)을 듣고 핵심단어를 기억하여 해당되는

성이 4.15(SD = 0.61), 유희성이 3.88(SD = 0.88), 용이성이 4.13

이미지를 차례대로 클릭 혹은 드래그해야 되며, 난이도는 동작

(SD = 0.56), 편재성이 4.68(SD = 0.56), 교육효과성이 4.16(SD

횟수(동작어 개수)에 따라서 1단계(1단계 지시 따르기)에서 3단

= 0.79)으로 나타났다(Figure 10).

계(3단계 지시 따르기)까지로 조정된다. 이때, 아동의 수행에 따
라서 정반응(예, 웃는 얼굴과 웃음 소리)과 오반응(예, 우는 얼

앱 등록

굴과 울음 소리) 등이 제시되며, 연속해서 5번 정반응을 보였을

사용성 평가를 통해 앱 시험판의 오류나 불편 사항을 개선하

때에는 자동적으로 다음 난이도의 단계로 이동한다(Figure 8).

는 보완 작업을 하였으며, 앱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앱 활동 종료 후에는 수행 점수 확인과 그 결과를 SMS 전송하

안드로이드 개발자 등록 사이트(http://play.google.com/apps/

도록 하여, 부모가 전문가와 자녀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 공유

publish)에 접속하여 수수료(25달러)를 지불하고 개발자 등록

할 수 있게 하였다(Figure 9).

을 하였다. 그 후, 앱 실행 파일을 안드로이드 마켓 페이지에 등
록하였으며, 마켓 등록 승인을 완료하여 Figure 11과 같이 구

사용성 평가 결과

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참가자(n = 15)에게 시험판을 조작하고 체험할 시간을 충분
히 준 다음, 앱의 사용성 평가를 5점 척도로 평정하는 설문 조

DISCUSSIONS

사로 실시하였다. 사용성 평가는 앱의 적절성, 상호작용성, 유
희성, 용이성, 편재성, 교육효과성의 6가지 영역에서 진행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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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s facial expression according to
correct/incorrect response

Figure 8. Examples of the application’s
implementing process.

Figure 9. SMS services of the child’s
performance.
5.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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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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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igure 10. Results of usability testing
(Five-point scale with a maximum score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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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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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된 앱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앱에는 청각

시험판 개발 후의 사용성 평가, 앱의 등록까지의 앱 개발 사례

장애 아동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 효과음

의 전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청능재활 분야에

등이 제시되며, 부모가 청각장애 아동의 수행 이력의 저장과

서의 모바일 러닝을 위한 앱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

결과 전송을 할 수 있도록 SMS 서비스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사점을 제안하다.

본고에서는 콘텐츠 조사 및 준비 단계, 기획 및 개발 단계, 앱

첫째, 청능재활을 위한 앱은 청각장애, 듣기 특성 및 기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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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캐릭터 디자이너, 게임 스토리 전문가, 게임 개발자
등의 전문가와 협업을 하여, 교육 효과뿐만 아니라 유희성을 모
두 충족할 수 있는 앱 개발이 필요하겠다. Lee(2012)는 아동용
앱에서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형
태로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야 아동이 좀 더 직관적인 방식으로
앱 활동에 참여하여 교육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
고 Yoo et al.(2012b)은 아동이 동물이 의인화된 형태의 캐릭터
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아동의 선호도에 따라서 앱 활동에
몰입하는 정도에 차이가 난다고 언급하였다. 향후 청각장애 아
동의 앱 개발 시에 아동의 반응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
록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아동과 캐릭터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형태의 시나리오와 역동성이 높은 캐릭터의 개
발이 필요하겠다.
셋째,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앱을 활용한 모바일 러닝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결과물의 형태가 아니라도
Figure 11. Web page of the application’s registration.

전문가 간에 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Fu & Galvin(2007)과 Nekeva von Mentzer et al.

달 등과 같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가

(2014)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중재가 보청기나 인공와우

에 의해 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전문가와

를 착용한 청각장애 아동의 음운처리, 철자 학습, 읽기 기술 발

부모의 모바일 러닝에 대한 관심과 앱 콘텐츠 요구도를 충족시

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Sweet-

킬 만큼의 앱 개발이 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Lee,

ow & Sabes, 2006; Zhang et al., 2014)에서도 컴퓨터를 활용

2016; Lee et al., 2016). McNaughton & Light(2013)는 전문적

한 중재가 직접 방문하여 비용을 지불하기를 망설이는 청각장

인 교육 및 재활 콘텐츠 없이 장애 아동을 위한 앱이 무분별하

애 성인의 듣기 기술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

게 개발되어 배포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재활 및 교육 전

었다. 즉, 선행 연구(Fu & Galvin, 2007; Nekeva von Mentzer

문가가 앱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앱에 대해서 평가하는 역할을

et al., 2014; Sweetow & Sabes, 2006; Zhang et al., 2014)를 통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Yoo et al.(2012a)은 앱 콘텐츠가 교육

해서 전문적인 콘텐츠와 테크놀로지가 결합하여 청각장애 아

적절성의 검증 없이 아동에게 노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

동과 성인에게 제공하는 중재가 기존의 치료법과 병행하여 재

면서, 전문가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별하여 아동에게 적합

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능재활 분야

한 콘텐츠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청각장애 아동의 듣기 기

에서는 Yu et al.(2014)이 어음인지력 향상을 목적으로 앱을 개

술, 말, 언어 발달 등에서 개인 간 차이가 일반 아동보다 큰 것

발하였으며, 중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성인에게 앱 중재를 실시

을 고려한다면, 청각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수준별 콘텐츠의 개

하여 긍정적인 중재 효과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테크놀로지와

발과 검증이 필요하겠다.

의 결합이 활발한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

둘째, 청각장애 아동이 청능재활 앱을 이용한 학습에 흥미를

ternative Communication) 분야에서는 Buchholz et al.(2016)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캐릭터, 음성 및 음향, 다양한 기술 기

이 언어재활사, 특수교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가

법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사용성 평가 결과에서

간에 의사소통장애 아동 및 성인이 사용할 수 있는 앱, 활용방

유희성이 다른 영역(적절성, 상호작용성, 용이성, 편재성, 교육

법, 앱의 장단점에 대해서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 운영 사례

효과성)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전문가의 활동 사례는 모바일 러닝

앱이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으로 청각장애 아동에게 앱 활동 중

의 초기 단계인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청능재활에서 모바일 러

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 아동의 교육용 앱에 비해서

닝을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가 있다. 즉, 이는

캐릭터의 정교성과 게임적 요소의 활용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

청능재활 전문가가 앱 개발, 평가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앱

단된다. 즉, 개발한 앱이 교육 효과에 초점을 많이 두고 개발되

의 활용방법과 후기의 공유를 통해 비전문가가 무분별하게 앱

어, 유희성과 관련된 캐릭터의 정교성, 게임적 요소가 충분히

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을 예방하고, 보다 나은 앱 개발에 필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개발 경험을 토대로,

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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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xler(2007)는 모바일 러닝의 장점으로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서 어디서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학습자의 자기주도
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자의 수행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능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Kwon et al.(2012)과 Lim & Park(2012)도 모바일 기기의 휴대
성, 높은 사용성, 예측 가능성, 앱의 다양성, 비주얼 디스플레
이, 문화 수용성 등이 교육 도구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장애 아동, 교사, 부모의 입장에서 다양
한 앱을 개발하고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교
육적 효과 외에도, 본 연구의 저자는 모바일 러닝이 청능재활
전문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청각
장애 아동에게도 전문적인 청능재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로 인해 더 부각될 수 있는 청
능재활에서의 지역적,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기술의 발달을 잘 이용한다면 청
각장애 아동의 학습 몰입도를 향상시키고, 아날로그 미디어로
재현할 수 없는 학습 자료의 개발이 가능하다. Hwang & So
(2016)가 언급한 보편적 설계의 관점에서 청능재활을 위해 개
발된 앱이 다른 장애 아동, 다문화 가정, 말-언어 늦은 아동, 일
반 아동과 같은 폭넓은 대상자에게도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
다. 향후 연구에서는 청각장애 아동의 부모와 전문가에게 함께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앱에 필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앱을 이용한 중재를 청각장애 아동에게 실시하여 청능재
활 분야에서의 모바일 러닝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앞으로 전문가의 관심과 노력으로 모바일 기술의 발달이 청
각장애 아동과 그 가족의 일상생활까지 지원하는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중심 단어0:0모바일 어플리케이션·청능재활·청각장애·아동·
청각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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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Usability Testing of Applications
척도 평가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01

앱 활동이 교육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02

제시된 그림이 실제 사물 또는 행동을 대표한다.

03

어휘가 취학 전 아동에게 적절하다.

04

앱 활동이 아동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05

앱 활동이 난이도 별로 제시되어 있다.

06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제공된다.

07

피드백*이 아동의 학습활동을 유도한다.

08

피드백*으로 아동의 흥미가 증진된다.

09

앱 종료 후, 아동의 활동이력(수행력)이 제시되어 있다.

10

아동의 활동이력을 부모와 전문가 간 공유를 할 수 있다.

그렇지

보통

않다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피드백은 아동의 수행에 따라 정오반응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활동 안의 캐릭터가 아동의 수행이 정반응일 때는 웃고
※ 오반응일 때는 울상을 짓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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