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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듣고 말하는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 아동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긴 시간 동안 청력 훈련인 조음 훈련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흥미를 유지하며 반복적인 청력 훈련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

츠 기반의 조음훈련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용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

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조음훈련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구현된 디지털 서

비스의 훈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청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분석 결과, 조
음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반복훈련과 흥미 요인이 도출되었다.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아동들의 흥미 도출을 위해 동화와 다양한 인터랙션 요소를 활용했고, 효과적인 반복훈련을 위해 복수의 단어와 문

장을 훈련할 수 있는 사용자 흐름을 설계하였다. 개발된 서비스에 대한 청각장애 아동의 테스트 결과, 본 디지털 콘텐

츠는 조음 훈련의 효과와 흥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ABSTRACT 

Hearing - impaired children who have difficulty hearing and hearing go through pronunciation tra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pronunciation training system based on digital contents that can be used for repeated hearing 
training while maintaining interest in hearing – impaired children.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n interview survey for 
users and experts. Based on the results, we developed a digital content based pronunciation training system. Finally, to 
verify the effect of the digital service implemented, the user test was conducted for the hearing - impaired children. As 
a result of the interview, repeated training and interest factors were found to be essential factors affecting pronunciation 
training. In implementing digital services, we have used fairy tales and a variety of interactive elements to derive 
children's interests and designed a user flow that can train multiple words and sentences for effective repetition training. 
As a result of the test, this digital content was evaluated pos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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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각장애인도 지속적인 발음과 발성훈련을 통해 정

상적인 언어활동이 가능하다. 청각장애 아동들은 언어

의 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36개월에서 40개월 사이에 청

력 훈련과 언어 강화 훈련을 받게 된다. 이때, 꾸준히 청

력 훈련과 언어 강화훈련을 받은 아동들은 일반인에 가

까운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게 된다[1]. 특히 인공 와우 

이식 아동은 경도 수준의 청력을 가지게 되고 재활과 교

육을 통해 또래 수준의 말과 언어발달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청각 보조기의 조기 적응은 매우 중요하고, 그 시

기가 어릴수록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2]. 
여러 가지 언어 측면 중, 청각장애 아동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가지는 측면은 구어의 습득이다. 특히, 청각장

애 아동은 말소리를 듣고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많은 어

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음운론적인 특성들을 스스로 익

히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청각장애 아동은 영

유아기 시기에 언어발달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학력의 

지체뿐 아니라 인지 능력, 사회, 정서적 적응 능력 등 전

반적인 발달에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된다[3]. 
따라서 청각장애 아동들이 언어 발달의 지연을 줄이

기 위해서는 빠른 구어의 습득이 필요하다. 조음 훈련은 

이러한 구어의 습득을 위해 진행하는 훈련이다. 즉 조음

훈련이란 ‘청각장애인이 턱과 혀 등 과 같이 발음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관을 각각 훈련시켜 구어를 습득 

시키는 훈련’을 의미한다[4]. 조음훈련을 위해서는 전문

적인 교육을 받은 조음 장애 치료사로 부터 장시간 반복

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의 저해 

요소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

에서 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1]. 또한, 청각장애 아

동의 특성상 청각적 자극을 위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은 필수적이지만[5], 실제 훈련은 반복적으로 진행

되지 못하고 있다[1]. 
위와 같이 조음훈련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며 방법

적으로 어렵고, 청각 장애 아동들이 반복적으로 훈련하

는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동 스스로 자발적으로 반복적 훈련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콘

텐츠를 활용한 조음 훈련도 시도되고 있다. 조음 훈련이 

반복적으로 수행돼야 하는 특성상 아동들의 흥미를 유

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조음 훈련을 목적으

로 디지털 콘텐츠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력

장애 아동들이 자발적이며,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조음

훈련 서비스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하여 동화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요소를 

활용한 콘텐츠들이 제안되기도 하였다[6][7]. 
본 연구의 목표는 청각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디지

털 콘텐츠 기반의 조음훈련 서비스에 대한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들이 흥미와 즐거움을 유지하며 

반복적 조음 훈련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5-7세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단어와 

문장의 반복적인 학습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

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3단계의 연구인 사용자조사, 서비스 구

현,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구화 습득 방법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청각장애인

과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인터

뷰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조음

훈련 서비스를 구현했다. 마지막 연구에서는 제작한 조

음훈련 서비스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자

인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

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청각장애인의 조음훈련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청각장애인들의 의사

소통과 관련된 연구[8], 조음훈련과 관련된 연구 등이 

있다[7][9]. 또한 청각 아동들의 청음 훈련에 관련된 연

구에서 연구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아동

들의 경우 청능 훈련을 조기에 시작하고 반복적으로 할

수록 재활의 효과가 높다는 보고가 있다[10][11]. 
최근에는 스마트 러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에도 활용되

고 있다[12][13]. 청각장애 아동을 위해서 문자를 음성으

로 변환하거나 수화를 문자로 바꾸어 주는 등 의사소통

을 원활하게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이 제시되어지

고 있다[14]. 이재인외는 청각 장애 아동들의 청능 훈련

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단어와 삽화를 통해서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안하였다[7]. 그 중 하나인 See&Speech 
서비스에서는 청각장애인의 부정확한 발음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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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발음교정 교육을 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구현

했다[9]. 본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은 전면카메라를 통해 

자가 발음 교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2.2. 스토리텔링 기반의 에듀테인먼트

최근 어린이들의 학습에 있어서 ‘놀이’가 매우 중요

하고 유용한 도구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다소 지루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을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놀이’의 방식으로 제공하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15]. 
동화책을 활용한 에듀테인먼트와 관련된 연구는 그

림책과 어휘력에 관련된 연구[16][17], 동화책과 흥미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5][15][18]. 동화책과 어휘력에 관

련된 연구 중에서 김민진은 동화책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에 주목했다. 연구 결과, 동일한 그림책을 유아들에게 

반복적으로 읽어줄 경우, 그림책 내용에 대한 유아들의 

질문과 반응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 반복적 읽기 활동은 아이들이 그림책 내용에 점점 

친숙해지기 때문에 혼자서 읽기를 시도하는 빈도 또한 

높아진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또한 이수진은 동화책

은 재미있는 것이며 아이들의 선호도를 고려해야 한다

며 흥미를 강조하였다[18]. 따라서 조음훈련을 위한 에

듀테인먼트 콘텐츠에도 아동에 대한 흥미와 훈련의 반

복성을 위해 스토리텔링 기반의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

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Ⅲ. 연구1: 사용자 & 전문가 조사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구화 습득 과정에 관한 사용

자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음훈련

의 과정과 방법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3.1. 청각장애인 인터뷰

3.1.1. 연구 방법

청각장애인 인터뷰는 2명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참가자는 20대와 40대 여성이다.
인터뷰는 청각장애인과 인터뷰 진행자가 1:1 형식의 

비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

해 수화 통역사가 한 명 배석하였다. 보조 진행자는 녹

화와 녹음을 담당했다. 
인터뷰에서는 구화와 수화를 어떤 방법으로 배웠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참가자에게 질문한 내용

은 어렸을 적 구화를 어떻게 습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습득의 어려움에 관한 것 이었다. 인터뷰는 총 1시간 정

도 소요 되었다. 표 1은 인터뷰에 참여한 청각장애인 참

가자의 특성이다.

Gender Age Disabled Job

P1 Female 40s O housewife

P2 Female 20s O student

Table. 1 Participants of User Interviews 

3.1.2. 연구 결과

청각장애인과의 인터뷰 분석 결과, 구화는 주로 특수

학교, 농아 학교에서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 

방식은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여 글을 읽고 구화를 연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혀의 모양으로 말을 

인지하고, 일반인들의 대화를 파악할 경우 입 모양을 통

해 파악하고 상대방이 천천히 말할수록 정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참가자는 어렸을 적, 구화로 90% 이상 사용할 정

도로 매우 잘했지만, 사회에 나온 후로는 청각장애인의 

커뮤니티에 속해 수화를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하니 구

화 능력이 떨어진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구화를 배울 

때, 자신의 발음 중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표 2는 청각 장

애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결과이다.

Subject Result

Training

Training place Special School, School for the 
Deaf

Training 
method

Repeatability is important

Distinction of mouth and tongue 
figures is used to train

Limits of 
training

Usage of 
oralism

Oralism is Degenerated due to 
lack of usage

Ways of 
improvement Detailed feedback is needed

Problems with 
vocalization

Even with a good pronunciation, 
because of wrong vocalization, it 

is hard to understand.

Table. 2 Results of User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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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문가 인터뷰

3.2.1. 연구 방법

전문가 인터뷰는 언어치료사와 관련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인터뷰는 전문가와 인터뷰 진행자

가 일대일 형식의 비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보조 

진행자는 녹음을 담당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언어치료 방법의 하나인 조음훈련

의 실질적인 과정과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시간은 총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표 3은 전문가 인

터뷰 참가자의 인적사항이다. 

Gender Age Job

Specialist1 Male 40s Works in a related 
organization

Specialist2 Male 40s speech therapist

Table. 3 Participants of Specialist Interviews 

3.2.2. 연구 결과

전문가 인터뷰 결과는 크게 조음훈련 방법, 훈련의 중

요성, 그리고 훈련의 어려움으로 분류하였다. 
청각장애 아동들은 음의 인식, 변별, 이해의 과정을 

거쳐 훈련을 하며 조음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이 

감지 훈련이라고 한다. 훈련 과정 중, 듣고 변별하기가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러한 훈련들은 청각장애 아동이 착용하고 있는 청각 보

조기의 종류에 따라 그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인공와우를 착용한 아이들

에게는 청각을 사용하여 인지하는 것을 습관화하기 위

해 되도록 시각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을 파악되었다.
또한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반복’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음훈련은 매일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언어치료실에서

의 조음훈련으로는 연습량이 부족하여 가정에서도 조

음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가자들은 청각장애 아동들이 조음훈련의 어려움에 

대하여, 수화와 구화(한국어)의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화와 구화를 함께 배우는 청각장애 아동들은 혼란스

럽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부모님과의 교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반복 

학습을 할 때, 부모님이 지쳐버리면 그것이 표정으로 드

러나게 되며, 그것을 본 아동들은 구화를 알아들은 척하

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가들은 치료실에서의 훈련 이외의 훈련 방법

을 제안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보

여주며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또한, 동화책을 활용하여 훈련하는 방법도 제안하였다. 
치료실에서 책을 활용하여 훈련 할 때에는 주로 연음 발

음할 뿐만 아니라, 어휘와 전체적인 맥락의 이해를 어려

워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므로 책을 통해 아이들의 

문장력이나 어휘력을 신장해주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사용자 조사에서는 결과적으로 조음훈련의 반복성과 

흥미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임이 분석되었다. 표 4는 전

문가 인터뷰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Subject Result

Detailed 
Training 

Procedures

Training 
Procedures

Proceeds in sound recognition, 
discrimination, comprehension 

order.

Trains differ on which hearing 
aid is used.

Important 
elements of 

training
Repeatability

Lack of practice if only trained in 
the training center

Repeated training is needed at 
home.

Limits of 
training

Academic 
Difficulties

Oralism and sign language have 
different grammar.

Methodical 
Difficulties

When training with parents, 
children pretend to understand so 

that parents won’t be tired.

Different 
ways of 
training

Digital 
Contents

Tablet programs, lots of diverse 
programs exist but improvements 

are needed.

Books
Difficulties such as prolonged 

sounds, vocabulary, 
comprehension of overall context.

Table. 4 Results of Specialist Interviews

Ⅳ. 연구2: 디지털 콘텐츠 제안

4.1. 연구 방법

연구1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음훈련에 도움이 되는 

기획과 설계를 한 뒤, 디자인과 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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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인공 와우 수술을 한 청각장애 아동은 조음훈련을 

할 때 중요 요소인 ‘흥미를 유지한 반복적 훈련’을 제공

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동화를 기반으

로 디지털 콘텐츠를 기획하였다. 동화 선택 기준은 한 

연구를 참고하여 총 4가지 기준을 정해 선택할 수 있었

다. 4가지의 기준은 그림이 선명할 것, 한 장 당 5개 이하

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이 익숙하거나 순차

적으로 진행되는 스토리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각

장애 아동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마찰음, 파찰음, 파열음

이 한 장 당 1~3개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

정된 동화는 김정선 작가의 ‘야구공’, 센우 작가의 ‘안
녕, 폴’, 김영수 작가의 ‘내 보물 1호 티노’로 총 세 개다. 
동화 선정 후, 훈련에서 사용할 동화 속 단어와 문장을 

선정하였다. 이는 훈련의 난이도를 하와 상으로 나누어

서 선정하였다. 
훈련 단어와 문장을 결정한 뒤, 디자인과 개발을 시작

하기에 앞서 페이퍼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경험이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지 

확인 및 수정의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설계 와이어 

프레임을 제작하여 디자인과 개발을 진행했다. 디자인 

툴은 스케치,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등을 활용하였고, 
개발은 iOS 태블릿용 앱으로 개발하였다. 개발 언어는 

Swift이며, 인터랙션이 필요한 요소들은 Airbnb의 ‘Lottie’
라는 라이브러리로 개발했다. 

4.2. 결과

연구1에서 도출된 결과인 아동의 ‘자발적인 반복 의

지’와 ‘흥미유지’ 요소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구조와 기

능을 구현하였다.

4.2.1. 서비스의 기능

조음 훈련의 반복성을 위하여 반복적인 구조를 위하

여 도출하였고, 잘못된 발음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제공

하였다. 또한 아동들의 흥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흥미

로운 동화책을 선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훈련 단어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표 5에서 관련한 구

현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Important elements 
of pronunciation 

training
Functions reflected on our service

Effective repeated 
training

- Repeated training on the same word 
and sentence

- Several word and sentence practice
Several practice chances given for each 
training part
Feedback for wrong pronunciation given

Interest

Interesting story books chosen
Interaction elements and sound effects 
given in the story
- A 7 year old original character named 

Dodori and its sounds
Friendly illustrations
- Different drawing materials for each 

story

Table. 5 Major Factors of Service based on the Results 
of Study1

4.2.2. 설계: 사용 흐름 (User flow)
효과적인 반복 훈련을 위해, 청각 장애 아동이 동일한 

단어를 반복적 훈련할 수 있도록 사용 흐름을 설계하였

다. 동화 읽기 단계에서 접한 단어를 단어 훈련에서 발

음 연습을 하고, 문장 훈련에서 동일 단어를 문장으로 

발음 연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발음이 틀렸을 경우 연습

장에 등록되어 복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둘째, 한 

개의 동화 당 평균 40개의 조음 훈련을 할 단어와 문장

을 제공하였다. 셋째, 각 단어 및 문장별로 복수의 연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단어와 문장은 순차적으로 총 세 번

의 연습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주어진 기회 안에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면 다음 단계로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설

계되었다. 마지막으로 틀린 단어나 문장에 대해 어떤 부

분이 틀렸는지 발음 피드백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틀린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고, 표준 발음과 다른 부분만 색을 

다르게 하여 파악하기 쉽도록 하였다. 그림 1은 앞서 설

명한 훈련의 사용자 흐름을 도식화한 것이다.

Fig. 1 User Flows of Service

그림 2는 효과적인 반복 훈련을 위해 반영한 서비스 

그래픽 인터페이스 화면들로서 왼쪽은 단어, 문장을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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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는 화면이고, 오른쪽은 최종적으로 복습을 위해 앞

선 화면에서 틀린 단어들을 모아놓은 화면이다.

Fig. 2 Service Interfaces (left: Keyword practice screen, 
right: Review practice screen)

4.2.3. 스토리텔링: 동화책 기반의 흥미 요소

청각장애 아동에게 흥미요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흥

미로운 스토리를 가진 동화를 선정하여 스토리 안에 훈

련 단어를 통해 조음 훈련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화 

내에서는 인터랙션 요소를 제공하여, 시각적인 효과와 

사운드를 통해 흥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3은 스

토리 북 중 하나인 ‘안녕, 폴’ 중의 한 장면이다. 

Fig. 3 The Example of the Inside Storybook (Good 
bye, Paul) screen 

4.2.4. 시각적 요소

마지막으로 아동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였다. 아동에게 흥미로운 캐릭터

와 삽화를 제공하여 도입하여 반복 학습을 하여도 흥미

를 잃지 않도록 하였다. ‘도돌이’로 이름 지어진 캐릭터

는 서비스 전반에서 아동과 함께하며 스토리를 통해 하

는 조음훈련의 방법을 도와주고, 훈련에 대하여 격려와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캐릭터는 아동들이 

선호하는 동물을 귀여운 컨셉으로 형상화 하였다. 그림 

4는 흥미를 유발을 위해 자체 개발한 캐릭터이다.

Fig. 4 Original Character Dodori

또한 스토리별로 각각 다른 스타일로 그리기 위해 그

리기 재료에 차이를 주어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주었다. 
각각 수채화, 색연필 등으로 다양한 질감을 표현하도록 

하여 지루함을 없애고,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하도록 하

였다. 그림 5는 각기 다른 시각적 표현을 하는 세 가지 

스토리의 첫 페이지 이미지이다. 

Fig. 5 Covers of three Different Stories

Ⅴ. 연구 3: 사용자 테스트

연구 3에서는 연구 2에서 제작한 서비스가 실제 조음

훈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5.1. 연구 방법: 실험적 설문 조사

앞서 구현된 서비스의 사용자 테스트를 위해 총 7명
의 청각장애 아동들이 참여하였지만, 진행상의 어려움

을 보인 3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명의 청각장애 아

동들이 사용자 테스트에 참가하였다. 4명 중 인공와우

를 착용한 참가자는 3명이다. 표 6은 참가한 아동들에 

대한 특징적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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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Age Cochlear implant/
operation year

Hearing 
aid

Train
Period

P1 Male 12 One ear/2010 None 8 years

P2 Male 16 None Both ears 10 years

P3 Male 11 One ear/2012 One ear 6 years

P4 Male 12 One ear/2010 None 8 years

Table. 6 Characters of User test Participants

진행자 한 명과 참가자가 1:1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 진행하기에 앞서 참가자에게 테스트에 대해 간

단하게 소개하였다. 참가자들이 하나의 스토리를 선택

하여 직접 해 보도록 하였다. 한 명의 참가자 당 평균 20
분 정도 사용해 보도록 하였다. 사용 후 조음훈련의 효

과, 흥미 정도, 자발적 반복 의지, 만족도 각 항목 당 3-4
개 문항으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설문 답변 시 진행자가 

설문지를 같이 보면서 구두로 문항별로 읽고 참가자가 

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경우 진행자에게 질문하게 함으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2. 연구 결과

설문 데이터는 항목별로 각 설문 문항의 평균값으로 

항목값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4명 참가자에 대한 

평균값을 다시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10점 기준으로 조음훈련의 효과는 9점, 흥

미 정도는 9.25점, 자발적 반복 의지는 7.5점, 전체적인 

만족도항목은 평균 8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평가 항목

에 대해 7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Fig. 6 Results of User Test

Ⅵ. 결 론

본 연구의 목표는 청각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디지

털 콘텐츠 기반의 조음훈련 서비스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청각장애인과 전문가의 인터뷰 조

사, 서비스 구현, 그리고 테스트 및 검증 총 3번의 연구

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조음훈련을 위해서 첫 

번째 연구에서 도출된 자발적 반복 의지와 훈련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두 번째 연구에서는 조음훈련 보조서

비스를 구현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를 통해 실제

로 테스트를 진행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서는 총 3가지의 동화를 사용하여 구현했다. 보다 다양

한 동화 콘텐츠가 있었다면, 흥미를 높이는데 더욱 효과

적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테스트의 참가자 수

가 많지 않았다. 테스트를 진행했던 참가자 중, 너무 어

린 나이, 또는 설문조사 불가능의 이유로 4명의 아동이 

참가하게 되었다. 또한, 사용자가 청각장애 아동인 특성

상 테스트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음성인

식 API의 기술적인 한계점이다. 사용자가 말을 한 상태 

그대로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발음 중 어디가 잘

못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재 사용한 

음성인식 기술은 영어와 불필요한 기호까지 보여주어

서, 정확한 음성인식(speech to text)이 구현되고 있지 않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콘텐츠와 청각장애

인의 발음특성을 반영한 기술로 더 많은 사용자 집단과 

사용자 테스트를 하여 검증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

는다. 첫째, 인공 와우 수술을 한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

으로 조음훈련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실제로 설계 및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청각장애 아동의 발음 향상을 목적으로 세 단계의 연구

를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청각장애인과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한 정성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디지털 서

비스를 완전히 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구현한 서

비스에 대하여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여 효과를 파악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에듀테인먼트 관련 연구

측면에서 흥미와 반복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구현하고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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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에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비스는 앞으로 

조음훈련과 관련된 서비스와 연구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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