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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음성 IC를 사용한 다기능 어린이 어 공부상 제품개발에 한 것으로 ➀ 어의 알 벳 

A~Z까지 26개의 다양한 캐릭터를 어린이 기호에 맞게 도안하여 어린이 정서에 효과가 있도록 하 다. 

➁ 캐릭터 상부면에 캐릭터를 터치( 름)하면 속될 수 있도록 FPCB 스 치와 배선을 디자인 하

다. ➂ A~Z까지 알 벳의 철자발음, 26개의 단어에 맞는 단어발음, 각각의 단어에 맞는 싸운드(소리), 

그리고 3가지 기능에 한 퀴즈형식의 원어민 발음을 녹음하 다. ➃ 이 게 구동될 수 있는 자제어 

장치를 설계하여 캐릭터를 터치( 름)하면 각각의 기능에 맞게 원어민 발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학

습을 하고 놀이를 할 수 있는 다기능 어린이 어공부상 제품을 개발하 다.

1. 서론

  어린이용 완구 시장에 개당 수십 만 원 의 고가 제품

이 크게 늘고 있다. 종류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기능도 첨

단화한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첨단 디

지털기기에 익숙한 어린이들의 높이를 고려한 완구업체

들의 고 화 략도 략이지만, 부모들의 경쟁심리도 한

몫하고 있다. 업계의 한 계자는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부모들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혼자 갖고 노는 단순한 완구보다는 다소 비싸더라도 학습

을 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학습용 놀이기구를 선호하

는 분 기가 강하다”면서 완구의 고 화 바람은 당분간 

지속할 망이라고 한다. 특히 세계 각국의 완구가 한국시

장 공략에 나서면서 경쟁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으

며 우리나라가 세계 장난감 시장의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

다. 우리나라 완구시장에서 가장 에 띄는 것은 교육용 

완구다[1]. 조기교육 열풍과 각 학교의 체험교육 도입에 

힘입어 교육용 완구 시장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학습 

효과를 높이면서 오락을 겸비한 교육용 완구는 보드게임

이나 가베·원목 완구 등을 꼽을 수 있다. 보드게임은 아기

부터 등학생까지 수학·논리·창의성 계발에 도움을 주고, 

가베는 ·선·면을 활용해 색깔·방향을 알게 하고 미  감

각을 발달시켜 주는 제품들이다[2,3]. 반 인 경기 침체

로 부모들의 주머니 사정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자녀들의 장난감 구매욕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

므로 장난감 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핵가족화

로 자녀가 한두 명이다 보니 아이들이 조르면 장난감을 

사  수밖에 없는 실 때문이다. 한 싫증을 방 내는 

아이들로 인해 장난감을 주기 으로 사줘야 한다. 그러므

로 교육용 완구 시장은 해마다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

황에 발맞추어 어린이의 안 사고 없이 조기에 원어민 발

음의 어학습을 하면서 놀이를 같이 한다면 국내시장의 

효과는 무한할 뿐만 아니라 조기 어학습효과 극

화 될 것으로 사료된다[4].

  따라서 본 논문은 음성기록부분에서 좋은 음질의 원어

민 어발음을 들을 수 있고 어린이 기호에 맞는 다양한 

캐릭터로 구성하여 어린이 정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

다. 일반 어린이 공부상과 비교할 때 장 으로는 ① 어린

이 기회에 맞는 알 벳 A~Z까지의 단어에 맞는 캐릭터로 

구성되어 어린이 정서에 도움을  수 있고, ② 조기에 원

어민 발음의 어공부학습을 할 수 있고, ③ 단어에 맞는 

소리를 들려 으로서 어학습에 친숙해 질 수 있고, ④ 

원어민 발음을 퀴즈 형식으로 들을 수 있어 지루하지 않

게 기능을 다양하게 하고, ⑤ 책상 재질을 무거운 원목으

로 하지 않고 상부면을 합 으로 하고 다리부분은 라스

틱 재질을 사용하여 가볍게 하며 을 수 있게 디자인해

서 시제품을 개발하 다.

2. 연구개발의 내용

  본 논문은 ➀ A~Z까지의 알 벳, 알 벳에 맞는 단어, 

단어에 맞는 소리, 그리고 소리나 단어에 맞는 문장 퀴즈

형식을 원어민 발음으로 음성 IC에 장한 내용을 구동하

는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자장치로 시스템을 구성하

으며, ➁ A~Z까지의 알 벳  단어에 맞는 다양한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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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터를 개발하 고, ➂ 이동이 용이하게 가벼운 재질의 합

과 다리로 구성된 제품을 개발하 다.

 1) 캐릭터 도안  테이블 디자인

  어린이들이 놀이용의 용도뿐만 아니라 놀이를 하면서 

어 학습을 한다면 더욱 좋은 어린이용 놀이기구가 될 

수 있다. 놀이는 학습과정에 흥미를 불어넣어 어린이들이 

학습과정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매우 

요한 것이다. 놀이에는 학습 내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다. 기본 으로는 소리나 그림, 행동 등으로 놀

이의 소재를 제공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어린이들이 단

계별로 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디자인 하 다. 

  따라서 어의 알 벳 A~Z까지 26개의 다양한 캐릭터

를 알 벳과 어린이 기호에 맞게 동물, 과일, 사물 등으로 

구성된 캐릭터를 도안하 다. 본 과제에서 도안한 26개의 

캐릭터는 그림 1에 나타냈다. 한 상부면의 캐릭터를 지

탱할 수 있는 테이블은 600x450x20 mm의 합 재질로 디

자인 했으며 모서리를 라운드 처리하 다. 그리고 테이블

을 지지할 수 있는 4개의 다리는 라스틱 재질을 사용하

여 40x40x220 mm로 디자인 했다. 테이블의 외형은 그림 

2에 나타냈다.

  

 그림 1. 공부상의 상부면 캐릭터 도안

   

그림 2. 공부상의 외형(600x450x240 mm)

 2) FPCB 스 치 모듈  구성도

  상부 표면에는 그림 1과 같이 알 벳 A~Z까지 어린이 

기호에 맞는 과일이나 동물 등의 캐릭터를 도안하여 캐릭

터에 맞는 문자 등을 인쇄한 필름 막을 부착한다. 그리고 

선택된 문자, 캐릭터와 련된 음성정보만을 출력하도록 

하는 FPCB(Flexible Print Circuit Board) 재질의 스 치

로 구성한다. 이러한 스 치는 캐릭터와 보드사이에 치

하고 연 재질의 FPCB를 사용한다. 연 재질의 FPCB

의 스 치, 단면도, 모형은 각각 그림 3, 4, 5에 나타냈으

며 실제 으로 개발한 스 치 모듈은 그림 6에 나타냈다. 

한 회로 구성도는 그림 7에 나타냈다.

  

그림 3. FPCB 스 치

그림 4. FPCB 모형의 단면도

그림 5. FPCB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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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 치 모듈

그림 7. 회로 구성도

 3) 자제어장치 모듈 개발

  자제어 장치의 하드웨어 인 구성은 캐릭터에 련된 

음성정보  선택된 음성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

여 증폭한 후 외부로 출력하는 음성출력기, 음성출력기에 

원을 공 하는 원공 기, 음성출력기로 공 되는 원

을 on/off 하는 원스 치, 출력되는 음성의 볼륨을 조

하는 볼륨조 스 치, 그리고 선택된 문자, 캐릭터와 련

된 음성정보만을 출력하도록 하는 FPCB 스 치로 구성되

는 하드웨어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8에 나

타냈으며 회로도는 그림 9에 나타냈다.

전자제어장치

(MICOM)

전원공급장치

스위치

(전원 및 모드)

음성저장장치 음성출력기 스피커
전자제어장치

(MICOM)

전원공급장치

스위치

(전원 및 모드)

음성저장장치 음성출력기 스피커

그림 8.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그림 9. 시스템의 회로도

 4) 시제품 결과

  본 논문의 시제품 결과물은 그림 10에 나타냈다.

그림 10. 시제품 결과물

3 결론

  본 논문은 음성 IC를 사용한 다기능 어린이 어 공부

상 제품개발에 한 것으로 ➀ 어의 알 벳 A~Z까지 

26개의 다양한 캐릭터를 어린이 기호에 맞게 도안하여 어

린이 정서에 효과가 있도록 하 다. ➁ 캐릭터 상부면에 

캐릭터를 터치( 름)하면 속될 수 있도록 FPCB 스 치

와 배선을 디자인 하 다. ➂ A~Z까지 알 벳의 철자발

음, 26개의 단어에 맞는 단어발음, 각각의 단어에 맞는 싸

운드(소리), 그리고 3가지 기능에 한 퀴즈형식의 원어민 

발음을 녹음하여 음성 IC에 장하 다. ➃ 모듈별로 구성

되어 있는 장치들을 구동될 수 있게 자제어 장치를 설

계하여 캐릭터를 터치( 름)하면 각각의 기능에 맞게 원어

민 발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학습을 하고 놀이를 할 

수 있는 어린이 지능형 어공부상 제품을 가형을 개발

하 다.

  본 논문의 기술 인 측면, 경제·산업  측면, 그리고 활

용방안을 기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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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  측면

 . 조기에 좋은 음질의 원어민 어 발음을 들을 수 있음

 . 어린이 기호에 맞는 동물  악기 등 다양한 캐릭터를 

확보할 수 있음

 . 일반 인 어린이 공부상과 비교할 때 단순한 책상이 아

니라 어공부와 놀이를 할 수 있는 학습용 놀이기구로 

사용될 수 있음

 . 각각의 캐릭터에 사운드(소리)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지루하지 않게 어 학습을 할 수 있음

 . 퀴즈형식으로 문제를 도출시킴으로서 어문장을 익힐 

수 있음

 2) 경제․산업  측면

 . 놀이와 어학습을 병행함으로서 어린이 완구 시장에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음

 . 험요소가 없으므로 .유아 어린이들의 놀이 기구로 

사용될 수 있음

 . 부모들과 같이 놀이와 어학습을 병행할 수 있음

 . 캐릭터의 다양화로 어린이의 정서에 도움이 됨

 . 합 과 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가벼워서 이동이 용

이함

 . 원어민 어발음의 어학습을 조기에 할 수 있음

 . 가형 어학습 놀이기구를 개발할 수 있음

 3) 활용방안

 . 3~5세까지는 다용도 공부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6~ 등학교 어린이들까지 원어민 발음의 어학습을 조

기에 효과 으로 할 수 있음

 . 핸디용으로 부피가 작아 언제 어디에서도 쉽게 놀이와 

병행하면서 어 학습을 할 수 있음

 . 험한 놀이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캐릭터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음

 . 어린이 기호에 맞게 안정된 색채감으로 어린이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부모와 같이 놀이와 어학습을 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 

정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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