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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학습 패러다임은 문서 심에서 지식  정보 기반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환을 맞이하여 다양한 USN 기술 기반의 학습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1,2,3,4]. 그  
RFID 기술 기반의 학습 연구에서는 부분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 구축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다. 따라서 실질 인 학습에 용하는 연구의 결과는 미미하다. 본 논문에서는 RFID기술 기반의 다국
어 학습기를 구 하 다. 태그를 인식하여 특정 사물을 사용자로 하여  모국어뿐만 아니라 다국어로
도 변역하여 여러 가지 언어들을 학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장치이다. 실험에서는 13.56Mhz의 RFID  
PXA255A ARM보드 사용하여 학습기를 제작하여 효율성 테스트를 하 다.  

언

어

학

습

기

(주)Huins - XStation AP Kit - 연산부
CPU - PXA255A (200MHz)
SDRAM - 128MB SDRAM (32BIT) 
MEMORY - 4GB SDRAM (DB)
FLASH - 32MB (32BIT)
NAND - 1GB
OS - Linux Kernel Source (2.6.21)
(주)Ceyon - DAC1356 (RFID Reader) - 리더부

T

A

G

Frequency - 13.56Mhz
Antenna Size - 46 * 76 mm

IC : ICODE SLI, ISO 15693

DElivery Format : Die-cut or Continuous Web

1. 서론

 인은 세계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외국어를 하며 살

고 있다. 그리고 외국어를 어릴 때부터 친숙하게 만들기 

해 다양한 학습방법을 이용하여 학습하고 있다[1,2]. 일

반 으로 외국어 어휘를 학습하기 해 종이사  는 

자사 을 활용하여 단어를 학습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

은 시간을 따로 할애해야 하며 사 이 필요하며 어휘를 

찾을 수 있는 기반 지식이 있어야만 한다.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물건의 이름을 찾지 않고 간단하

게 외국어로 알 수 있다면, 사용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

에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그 사물의 명칭을 알게 된

다면, 어휘를 공부하기 해 소요되는 시간을 일 수 있

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사물에 부착

된 RFID태그를 학습기가 읽어 들여 해당 사물의 이름을 

사용자가 선택한 언어로 번역하여 보여주는 학습기를 구

 하 다. 한 이 학습기를 통한 어휘 학습 방법과 종이

사  는 자사  기반의 학습의 차이 을 확인하 다.

2. RFID를 이용한 언어 학습 방법1)

 일반 으로 종이사  는 자사 은 어떠한 사물에 

하여 사용자의 모국어 명칭을 알아야 해당 외국어로 번역 

본 연구는 강원도 청소년 S/W 기술교육장 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 신인력양성사업으

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할 수 있다. 그러나 RFID를 이용한 방법은 해당 사물의 

태그가 이미 그 사물이 무엇 인지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 들이는 장치에서 어떠한 언어로 번역 할지만 설정하

면 인식번호(Tag)를 기반으로 장치 DB에서 검색하여 DB

에 장된 사물데이터를 가지고 설정된 언어로 번역하여 

보여  수 있다. 한 사용자는 해당 사물의 모국어 명칭

이 무엇인지 알던 모르던 설정된 언어로 이 사물의 명칭

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모국어로 사물을 구분할 수 없고, 

사 을 사용할 수 없는 유아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학

습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3. 언어 학습기의 설계  구

3-1. 장치 구성

<표 1> 언어 학습기  RFID Tag

-  3  -



제3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7권 제1호 (2010. 4)

  학습기는 기본 으로 휴 가 가능하도록 설계 하 다. 

그리고 RFID태그를 읽어 들이는 RFID Reader 부분과 데

이터 연산부, 그리고 태그로 구분할 수 있다. 학습기와 

RFID태그의 사양은 <표1>과 같다.

3-2. 언어 번역 순서도

  번역기는 태그로부터 읽어들은 사물의 ID정보를 처리하

는 순서는 (그림1)과 같고 (그림 2)는 모듈별 시스템 구성

도 이다. 한 (그림 3)은 소 트웨어의 구조도 이다.

(그림 1)  Tag 정보처리 흐름도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그림 3) 소 트웨어 구성도

3-3. 학습기  실험 환경의 구   

언어 학습기는 보드에 RFID Reader를 올려서 RFID Tag

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구 된 언어 학습기는 (그림 

4, 5)와 같다. 이용된 Tag 는 수동형 Tag로 부착형을 이

용하 다 (그림 6). 

(그림 4) 학습기 앞면 (그림 5) 학습기 뒷면

(그림 6) 사물 태그

언어 학습기  S/W 구성은 아래와 같다. 태그로 인해 

검색된 화면과(그림 7), 단어들을 장해 놓은 단어장 

(그림 8), 그리고 음원 재생기능과(그림 9), 언어를 

셋 하는 Setup 기능(그림 10)을 가지고 있다.

(그림 7) 태그에 의해 검색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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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학습 단어장  검색

(그림 9) 음원 재생기능

(그림 10) 언어 셋  화면

4. 효율성 평가

  언어 학습기를 이용한 학습방법은 종이사  는 자

사 을 이용한 방법과는 달리 번역된 단어를 보다 빠르게 

알려 주었으며, 여러 가지 언어로 알려주어 사물이 어

로, 는 다른 언어로 어떠한 단어인지 동시에 알 수 있었

다. 최 의 장 으로는 단어를 찾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여러 개의 단어를 빠른 시간에 알 수 있었다. 이 기

능은 비록 여러 번 단어를 보게 되지는 않지만 여러 번 

명칭을 듣게 되어 반복 학습의 효과를 불러왔다. 한 명

칭을 모르는 물건에 하여 모국어와 외국어로 동시에 알 

수 도 있었다. 

 한 재의 실험은 사용자가 일부의 사물에 태그를 부

착하여 실험을 하 으나 추후 모든 사물에 태그를 부착하

게 된다면 이 언어 학습기를 이용한 학습방법은 더 큰 효

과를 보여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기존의 종이사 이나 자사 은 많은 양의 정보를 사

용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장 이 있지만 반 로 그 정보를 

얻기 하여 사용자는 직  자료의 입력이라는 차를 갖

게 된다. 그러나 이 언어 학습기는 그 차를 생략함으로

써 사용자로 하여  보다 쉽게 많은 종류의 사물을 검색

하게 하여 다. 따라서 손쉽게 다량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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