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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존의 전자동화책과는 달리 유아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자동화책을 제작하기 위해 유아의 학습 능력을 

강조하여 오프라인의 출판 원작동화의 내용과 그림을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인터렉티브 에듀테인먼트 컨텐츠를 제안하고자 한다. 

즉, 동화책 내용을 음성으로 듣기 기능은 물론 줄거리에 맞춰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도록 인터렉티브 액션을 통하여 기능을 구

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키워드: 인터렉티브(interactive),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전자동화(animated Storybooks)

I. 서론

정보통신 기기와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종이책을 

디지털화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출판, 유통하는 전자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책 성장 속에서 기존의 종이로 만들어진 

동화책을 넘어서 유아를 대상으로 감성을 자극할 수 있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자 동화책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책의 중요한 점은 미래를 이끌어 갈 

유아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능력을 고려한 질적인 전자 동화책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전자 동화책은 단순히  줄거리 내용을 

보여주거나 듣기 정도의 단순한 형태로만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단순 

움직임의 애니메이션만 지원하고 있을 뿐, 유아와의 인터렉티브한 

액션은 전무한 상태로서 유아들의 학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전자 동화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단순히 보고 듣는 동화 어플리케이션에서

벗어나 영유아를 위한 스마트기기 콘텐츠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표현과 의사소통채널의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렉티브 동화 제작 개발이 필요하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전자 동화책과는 달리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하여 생동감 있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터렉티브 

전자 동화책을 설계하고 구현하고자 한다.

II. 인터렉티브 전자동화 설계

인터렉티브 전자동화는 유아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독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아의 자발적인 학습 능력을 유도하고 창의력을 촉진시킨

다. 동화의 줄거리에 따라 삽입된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도록 인터렉티

브 액션을 통해서 기능을 구현하며,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터렉

티브한 게임도 포함한다.

2.1 프로토타입 구성도

인터렉티브 전자동화는 [그림1]과 같이 크게 동화보기, 녹음하기, 

게임하기로 구성한다.

Fig. 1.인터렉티브 전자동화 프로토타입 구성도

동화보기는 혼자읽기와 읽어주기로 구성된다. 혼자읽기 에서는 

동화 내용을 보면서 인터렉티브 액션들을 직접 유아 스스로 체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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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읽어주기는  더빙된 동화 내용을 듣거나 부모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 녹음하기는 유아가 부모님의 목소리로 녹음된 동화내용

을 들을 수 있도록 장면별 녹음 기능을 제공하여 부모님이 직접 

해당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게임하기는 전자동화에서 사용된 

캐릭터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유아의 흥미를 유발해 유아가 인터렉티

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2.2 인터렉티브 제스처 유형

인터렉티브 전자동화는 유아가 동화 장면에서 제공되는 동화 캐릭

터를 조작하여 어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표1]과 같은 

제스처를 사용한다.

제스처 제어동작 설명 적용

탭

Tap

화면위에 손가락을 올

려두는 제스처
메뉴 보기

롱 프레스

Press

화면 위를 손가락이 

길게 누르고 있는 제

스처

게임

스와이프

Swipe

한 손가락을 화면 위

에 터치한 상태에서 

수평/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제스처

특정 캐릭터 

상하좌우 움

직이기

드래그

Drag

화면 요소를 이동시키

거나 스크롤 하는 제

스처

페이지 넘기

기

더블 탭

Double 

Tap

화면 위에 손가락 두 

번 눌렸다 떼는 제스

처

캐릭터 움직

이기

핀치

Pinch 

두 손가락을 화면 위

에 터치한 상태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제스처

화면 확대/

축소하기

Table1. 인터렉티브 제스처의 설계 방안

탭은 스크린을 한번 살짝 두드리는 제스처로 터치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사용한다. 드래그는 장면의 한 부분을 누르면서 옆으로 

이동하는 동작으로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화면 넘길 때 작동한다. 

스와이프는 상하좌우로 즉시 이동하는 동작으로 오브젝트를 위 아래로 

이동할 때 사용한다. 더블 탭은 화면을 두 번 두드리는 동작으로 

캐릭터가 액션을 실행하도록 할 때 하거나 이미지의 줌인, 줌아웃 

할 때 사용한다. 핀치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화면을 터치한 후 

오므리거나 벌리는 동작으로 캐릭터를 축소, 확대 할 때 사용한다.

2.3 프로토타입 구현

인터렉티브 에듀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한 전자 동화 프로토타입을 

구현한 결과물은 [그림2]와 같다. 구현된 전자동화에서 탭 동작은 

메뉴 보기, 드래그 동작으로 캐릭터가 날아가기, 스와이프 동작으로 

나무를 위아래로 흔들기, 더블 탭 동작으로 캐릭터 움직이기 등의 

다양한 제스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Fig. 2. 인터렉티브 전자동화 프로토타입 구현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아의 자발적인 학습 능력을 유도하고 창의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아의 학습발달과 인지발달에 도움이 되는 인터렉티

브 에듀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한 전자 동화 프로토타입을 설계하였다. 

향후 유아 전문가들을 통해서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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