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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유아 앱 설계

Design of an Infant’s App using AI for increasing Learning Effect

오선진*

Sun Jin Oh*

요 약 요즘 수많은 앱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지만 특별히 5세 이하의 영유아들을 위한 앱은 쉽게 찾을 수 없는 상

황이다. 영유아들을 위한 앱은 유익하고, 안전하며, 지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므로 그 선택은 더욱 까다롭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유아들에 요구되는 특성을 충족할 수 있는 앱 개발을 위해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인공지

능 기술을 접목하여 영유아들의 지능발달에 유익한 앱을 개발하고자 한다. 제안한 앱은 영유아들이 흥미를 갖고 집중

해서 반복적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들 모음으로 그림 맞추기, 색칠 공부, 스티커 붙이기 등으로 구성되며, 가짜 휴대

전화 기능을 두어 재미있는 전화 놀이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아울러, 학습효과 증대를 위해 아이들이 놀이하는

동안 발생하는 로그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다른 또래 아이들과의 기록 공유 등을 통해 그 아이의 성향, 이해도와 숙

련도 등을 파악하여 학습하고 이를 다음 놀이에 적용하여 놀이의 흥미와 집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주요어 : 영유아 앱, 인공지능, 놀이 로그정보, 성향분석, 학습효과

Abstract It is really hard to find an infant’s App, especially for the age under 5, even though there are lots of  
Apps developed and distributed nowadays. The selection of the proper infant’s App is difficult since the infants’ 
App should be useful, safe and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intelligence. In this research, we design the 
useful infant’s App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intelligence by applying the AI technology for increasing the 
learning effect in order to satis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ants’ needs. A proposed App is the collection of 
interesting games for infants such as picture puzzle game, coloring shapes game, pasting stickers game, and fake 
mobile phone feature enables them to play interesting phone game. Furthermore, the proposed App is also 
designed to collect and analyze the log information generated while they are playing games, share and compare 
with other infants’ log information to increase the learning effect. After then, it figures out and learns their 
game tendency, intelligibility, workmanship, and apply them to the next game in order to increase their interests 
and concentration of the game. 

Key words :  Infants’ App, Artificial Intelligence, Game Log Information, Tendency Analysis, Learn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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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급속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무선기

반 휴대용 단말 기술의 대중화로 인해 요즘 우리는 하

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선보이는 수많은 모바일 어플들

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플들은 대

부분 소비성향이 높고 대중적인 특정 세대 계층을 대상

으로 하는 수익성 창출을 위주로 한 것이 대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0세에서 5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해

기획되고 구현된 어플들은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다.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플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 큰 제약들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영유아들은 아직 스스로 판단

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플의 선택이나 사용에 있어 절제되지 못하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오용이나 과용을 초래할 수 있

고, 이로 인한 게임 중독과 같은 일상생활에 극심한 폐

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으므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어플의 제작에는 신중을 기해

설계하고 구현하는 과정이 요구된다[1][2]. 특히 호기심

이 많을 나이인 영유아들은 부모나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폰이 고유의 통화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주위의 어떠한 장난감보다도 더욱 재미있고 흥미를 유

발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행되는

어플 역시 더없이 재미를 유발시키는 훌륭한 장난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3][4].

본 연구에서 계획하고 설계하여 구현한 영유아용 어

플은 분별력이 부족하고 성숙하지 않은 영유아들을 대

상으로 하는 어플이기 때문에 영유아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하며, 지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간단하고

단순한 게임 위주의 영유아용 어플을 설계하고 구현하

였다.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도록 하기위해 전반적인 놀

이의 복잡도와 난이도를 영유아 수준에 맞도록 게임 아

이템 주제를 그림 맞추기, 색칠 공부, 스티커 붙이기 등

으로 정하여 각각 게임 난이도에 따라 레벨을 두어 설

계하였고,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동화책이나 그

림책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며, 음향효

과와 게임 시간제한 및 게임 스코어 보드 등으로 게임

의 흥미를 더하게 하였다. 추가로 가짜 전화기 기능을

두어 실제 스마트 폰의 버튼음과 통화 연결음 등을 사

용하여 실제 전화기로 통화하는 것처럼 현실감을 주었

고, 통화 연결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에게 익숙한 동요가

스피커를 통해 재생되게 하였다. 또한, 아이들의 집중력

과 정서를 고려하여 현란한 색의 화면 구성이나 빠른

화면 전환 그리고 과도한 음향효과 등은 배제하였다.

아이들의 게임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에 따라 집중력

을 높이고 학습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

술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게임 관련

로그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한 다음, 이전 관련 자료와

임계치를 비교 분석하며, 또래의 다른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 수행한 관련 정보와 비교하여, 게임에 대한 습득

정도 및 발전과정을 고려한 다음 단계로의 진행 결정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논문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영유아용 어플 개발

을 위한 시스템 모델을 소개하였고, 3장에서는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영유아용 어플을 설계하였으며, 4장에서는

구현 결과와 실행 결과를 고찰하였고, 마지막으로 5장

에서 향후 연구내용과 함께 결론을 맺는다.

Ⅱ. 시스템 모델

본 연구에서 설계하고 구현한 영유아용 어플의 시스

템 실행 환경은 Android OS 기반 휴대용 모바일 단말

기나 스마트 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어플의 개

발환경은 Java JDK와 Android Studio for windows의

Android SDK를 사용하여 개발하였고[5], 학습 효과 증

대를 위해 인공지능 웹 서버를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6][7]. 다음의 표 1은 인공지능 웹 서버의 시스템 환경

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계하고 구현한 영유아용 놀이 어

플은 앱 초기 소개 화면을 포함하여 영유아들이 재

미있게 놀이할 수 있는 그림 맞추기, 색칠 공부, 스

티커 붙이기 그리고 가짜 휴대전화 놀이 등 4가지

AI Web Server(JSP)
개발 플랫폼 Eclipse IDE 2020-06 64bit
자바 Java SE JDK 11.0.1
웹 컨테이너 Apache Tomcat 9.0
데이터베이스 MySQL DB 8.0
운영체제 Windows 10 Home 

표 1. AI 웹 서버 시스템 모델
Table 1. System Model of An AI Web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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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게임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그림 맞추기

놀이는 캐릭터 형태로 된 동물, 식물, 사물 등의 형

태나 그림자의 검은색 실루엣 영상을 가지고 화면

에 표시되어진 한글 이름에 맞춰서 붙이는 게임으

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지각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한글 교육 효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색칠 공부 놀이는 처음에는 간단한 밑그림이 주어

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 아이들이 원하는 색으로 칠

하여 완성하는 게임으로 그 색칠 실력이 향상될수

록 조금씩 더 복잡한 밑그림이 주어지고 숙련도가

임계치 이상에 도달하면 밑그림 없이 표시된 도형

이나 사물, 동식물 등을 아이 나름대로 그리고 색칠

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스티커 붙이기 놀이는

2줄에 걸쳐 표시된 캐릭터 스티커들을 주어진 시간

안에 서로 연관된 스티커와 연결시켜 주는 게임으

로 총 3번의 오답에 대한 기회가 부여된다. 마지막

으로 가짜 휴대전화 놀이는 실제 스마트 폰과 유사

한 동작과 버튼음 및 효과음을 내도록 하여 아이들

의 스마트 폰에 대한 호기심을 깨우고 실감나는 전

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통화버튼을 누

르면 실제 통화 연결음 신호가 가고 통화 연결 시

점에는 스피커를 통해 아이들한테 매우 익숙한 동

요가 흘러나오게 하여 흥미를 더하였다.

이들 어플을 통해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흥미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든 게임은 정해진 게임

시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놀이를 진행하도록 하여

아이들이 놀이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주요 지

표가 되는 값들을 포함하는 로그 정보를 수집하여

AI 웹 서버로 보낸다. 서버는 이 정보를 분석하여

그 게임에 대한 아이의 이해도, 숙련도, 집중도 등

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인자값을 추출한 다음, 지

금까지 학습활동으로 만들어진 규칙 베이스에 적용

하여 이들이 어떤 임계값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

하게 되면 이 아이의 현재 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

나 숙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므로 한 단계 높

은 게임을 위한 레벨 업 과정을 거쳐 같은 유형의

게임에 대해 지금보다 난이도 높은 게임을 자동 추

천하도록 하여 아이들 자신도 모르게 학습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의 표 2는 이때 사용

되는 각 놀이에서 발생되는 로그 정보의 항목들을

보여준다. 이들 정보는 AI 웹 서버의 규칙 베이스

에서 의사 결정 요인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값으

로 작용하며 경험적으로 정해진 임계값에 의해 다

음 단계로의 진행 결정이 이루어진다.

Ⅲ. 인공지능 기반 영유아용 앱 설계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유아 앱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영유아용 앱의 구성은 앱 intro 화면과

종료 화면 외에 4가지 유형의 영유아용 놀이를 탑재하

고 있다. 첫 번째 놀이는 그림 맞추기 놀이로 화면에

출제된 캐릭터의 형태로 되어 있는 동물, 식물, 사물 등

UID 사용자 ID 
AGE 사용자 나이(개월수)
Game_ID  게임 ID
Type 게임 유형
Level 게임 난이도
e_time 경과시간 (Elapse Time)
SF 성공/실패 여부
trycnt 게임 시도 회수

표 2. 로그 정보
Table 2. Log Information

public class Shadow_girok extends Activity implements View.OnClickListener {
  private TextView shadowtext2, shadowtext3, shadowtext4; // 그림 맞추기 놀이

private ImageButton sqlfinishbutton;
private String tvtext;
Vibrator mVib;
private ArrayList<String> id, e_time, SF, trycnt, jungdap, odap;
private TextView tv;      // 로그정보 수집
private ProgressDialog mLoagindDialog;
@Override
protected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 TODO Auto-generated method stub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requestWindowFeature(Window.FEATURE_NO_TITLE);

getWindow().setFlags(WindowManager.LayoutParams.FLAG_FULLSCREEN,
WindowManager.LayoutParams.FLAG_FULLSCREEN);
setContentView(R.layout.shadow_girok);
mVib = (Vibrator) getSystemService(Context.VIBRATOR_SERVICE);

id = new ArrayList<String>();
jungdap = new ArrayList<String>();  // 정답,오답 처리
odap = new ArrayList<String>();
tvtext = "";
tv = (TextView) findViewById(R.id.shadow_giroktextview);
for (int i = 1; i < 61; i++) {

tvtext = tvtext + i + "\n";
tv.setText(tvtext);    }

     shadowtext2 = (TextView) findViewById(R.id.shadow_giroktextview2);
     shadowtext3 = (TextView) findViewById(R.id.shadow_giroktextview3);
     shadowtext4 = (TextView) findViewById(R.id.shadow_giroktextview4);
     sqlfinishbutton = (ImageButton) findViewById(R.id.animal_sqlfinish);
     sqlfinishbutton.setOnClickListener(this);     // 그림자 영상과 한글표시

startparser();        }
public void startparser() {

new DoPostXML().execute();     }
// 중략

그림 1. 그림 맞추기 놀이 알고리즘
Figure 1. Algorithm of Picture Puzzl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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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나 그림자 영상의 물체가 무엇인지를 인지하여

그림과 일치하는 화면에 한글로 표시된 이름을 맞추는

게임으로 답이 맞으면 다음 영상으로 계속 진행되며,

게임 당 총 10개의 캐릭터 영상이 출제되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영상을 맞춰야 게임 승리로 인정된다.

이 게임은 난이도에 따라 여러 단계의 캐릭터 영상이

출제되도록 설계되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글 교육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설

계되어 효과적인 학습효과도 가져오도록 하였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구현한 영유아용 앱의 그림 맞추기 놀

이 알고리즘의 일부를 보여준다. 두 번째 놀이는 색칠

공부로 처음에는 한글 이름과 함께 밑그림이 화면에 주

어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 그림의 빈칸을 색으로 채우도

록 하였고, 놀이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복잡한 형태의

밑그림이 보여지고 궁극적으로는 밑그림 없이 빈 도화

지에 한글로 주어진 이름의 도형이나 사물, 동식물 등

을 아이 나름대로 그리고 색칠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주어진 시간 안에 화면에 빈칸이 없이 모두 색으로 칠

해 지면 그림의 완성도에 따라 게임을 성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세 번째 놀이는 스티커 붙이기 놀이로 화면

에 2줄로 나열된 캐릭터 스티커를 정해진 시간 안에 서

로 연관된 캐릭터 스티커와 붙여주는 게임으로 총 3회

의 오답을 허용하는 선택의 기회가 부여되며 정해진 게

임 시간 안에 3회 이상의 오답 없이 모든 캐릭터 스티

커를 맞게 붙여주면 게임을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게임은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캐릭터의 외관적 유사

도를 기준으로 정답을 선택하기보다는 캐릭터가 갖는

의미나 연관성이 정답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되도록 하여

아이들의 인지 능력 강화와 지능발달 및 학습효과 증대

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짜

휴대전화 놀이는 게임의 승패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아

이들의 호기심과 놀이에 초점을 맞춰 구현한 게임으로,

실제 스마트 폰과 동일한 동작과 버튼음 및 효과음을

발생하도록 하여 아이들의 스마트 폰에 대한 호기심을

깨우고 실감나는 전화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가짜 휴대전화 놀이는 통화버튼을 눌러 실제 통화 연결

음 신호가 발생하게 하였고 통화 연결 시점에는 상대방

과의 음성 통화 대신 스피커를 통해 아이들한테 익숙한

동요가 흘러나오게 하여 아이들의 전화놀이에 실감과

흥미를 더하게 하였다. 아이들의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학습효과 증대를 위해 수집하고 있는 각 게임의 로그

정보는 매 게임이 종료되는 대로 수집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인공지능 웹 서버로 전송되어 저장되며 그동안 인

공지능을 이용한 학습을 통해 축적된 규칙 베이스에서

이 로그 정보의 각 결정 요인들에 대한 임계값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 숙련도, 집중도

등을 판단하여 다음 단계로의 레벨 업 수준에 와 있는

지를 판단하게 되며, 이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다음 게임을 시작할 때 이를 반영하여 같은 유형의 놀

이를 한 단계 높은 난이도 단계로 수행하도록 추천함으

로써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는 학습효과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림

2는 놀이에서 발생한 로그 정보를 인공지능 웹 서버로

전송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구현한 영유아용 놀이 앱의

인공지능 웹 서버에 무선망을 통해 접속하는 알고리즘

일부를 보여준다. 이 연결을 통해 아이들이 수행한 놀

이에서 발생한 로그 정보와 놀이 관련 그림과 음향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무선망을 통해 전송하게 된다.

public class Shadow_webview extends Activity {
     @Override
     protected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 TODO Auto-generated method stub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etContentView(R.layout.animal_webview);
     // Shadow_select 클래스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get방식으로 서버로 보냄
        Intent intent = getIntent();
        String id = intent.getStringExtra("id");  // 로그 정보 
        String e_time = intent.getStringExtra("e_time");
        String SF = intent.getStringExtra("SF");
        String trycnt = intent.getStringExtra("trycnt");
        String jungdap = intent.getStringExtra("jungdap");
        String odap = intent.getStringExtra("odap");
        WebView wv = (WebView) findViewById(R.id.webView);

wv.getSettings().setJavaScriptEnabled(true);
wv.loadUrl("http://211.114.147.176:8080/Shadow_select_db/Shadow_select_db_rank.j
sp?id="+ id + e_time + SF + trycnt + "&jungdap=" + jungdap + "&odap=" + 
odap);
     Intent men1 = new Intent(Shadow_webview.this, Shadow_select_2.class);

men1.addFlags(Intent.FLAG_ACTIVITY_CLEAR_TOP);
startActivity(men1);
finish();       }    }

// 중략

그림 2. 로그정보 AI 웹서버 전송 알고리즘
Figure 2. Sending Algorithm of Log Info to the AI Webserver.

class DoPostXML extends AsyncTask<String, Integer, Long> {
     @Override
     protected void onPreExecute() {
     // TODO Auto-generated method stub
     super.onPreExecute();
     mLoagindDialog = ProgressDialog.show(Shadow_girok.this, null,"접속 중 입
니다..", true, false);}
     @Override

protected Long doInBackground(String... arg0) {
// TODO Auto-generated method stub
try {

           URL url = new URL
  ("http://211.114.147.176:8080/Shadow_select_db/Shadow_select_db_rank.xml.jsp");
// 중략

그림 3. AI 웹 서버 접속 알고리즘
Figure 3. Connection Algorithm to the AI Webserver.

http://211.114.147.176:8080/Animal_select_db/Animal_select_db_rank.xml.jsp


그림 6. 스티커 붙이기 놀이 실행 결과화면
Figure 6. Execution Results of the Sticker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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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현 결과 및 고찰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계하고 구현한 학습효과

증대를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유아 앱의 실행한 결

과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폰에서 수행한 결과화면

을 보여준다.

그림 4. 그림 맞추기 놀이 실행과 종료 결과화면
Figure 4. Execution Results of the Picture Puzzle Game.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영유아용 어플의 그림

맞추기 놀이를 실행하고 종료한 결과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게임은 화면에 보여진 캐릭터와 맞는 아래의

한글로 표시된 단어와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때 화면 상단에 표시된 노란색 막대는 이 게임에 주

어진 시간을 카운트하는 것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수행

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화면에 표시되는 캐릭터는 게임

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정확한 영상 대신 그림자 영상으

로 주어지며 그림도 복잡해지는데 이들 그림 자료는 웹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고 게임 실행 시 무

선망을 통해 가져오게 되며 비교적 용량이 큰 멀티미디

어인 이들 데이터의 전송은 빠른 get 방식을 쓰는 대신

POST 방식으로 그림은 byte화 하여 웹서버로부터 전

송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그림 5는 색칠 공부 놀이를

실행한 화면을 보여준다. 색칠 놀이는 난이도에 따라

그림 5. 색칠 공부 놀이 실행 결과화면
Figure 5. Execution Results of the Drawing Game.

밑그림이 주어진 경우와 밑그림 없이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하는 유형으로 게임이 진

행된다. 아이들이 밑그림 캐릭터에 색을 칠한 완성 정

도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며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밑그

림의 복잡도가 높아지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밑그

림 없이 아이들 스스로 알아서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완성하도록 게임이 진행된다.

그림 6은 스티커 붙이기 놀이를 실행한 결과화면으

로 2단으로 나누어진 캐릭터 스티커 그림을 서로 연관

이 있는 캐릭터에 붙여 연관 지으면 완성되는 게임이

다. 난이도가 낮은 경우에는 스티커와 연관 그림의 차

이가 거의 없이 색이 다르거나 모양이 조금 다른 정도

로 나타나지만,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스티커와 연관 그

림 간의 외부 모양 유사도는 낮아지고 서로 의미와 연

관성에 초점을 맞춰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의 사

물 인지 능력과 지능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림 7은 가짜 휴대전화 놀이를 실행한 결

과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휴대전화

가 갖고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통화 연

결과 동요 감상을 동반한 통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

으며 매번 버튼을 누를 때마다 버튼음과 효과음이 발생

하도록 하여 실감을 더 하도록 하였다.

그림 7. 가짜 휴대전화 놀이 실행 결과화면
Figure 7. Execution Results of the Fake Phon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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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휴대전화 놀이를 제외한 모든 놀이들은 게임이

시작되면 게임을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게임 시간이 주

어져 놀이 화면 상단에 노란색 막대로 남은 시간을 표

시해 주고 있으며 한 게임에서 시간 내에 시도할 수 있

는 총 시도 회수 등이 정해져 있어 게임의 승패를 판단

할 수 있게 된다. 각 유형의 놀이에서 아이가 실행할

게임의 난이도 단계는 이 아이의 게임에 대한 이해도,

숙련도, 집중도에 따라 인공지능 규칙 베이스에 의해

결정된 레벨로 자동적으로 정해지며 위 단계로의 레벨

업 결정 역시 인공지능 규칙 베이스에 의해 결정된다.

Ⅴ. 결 론

최근 다양한 유형의 어플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이들 중에서 유독 영유아들을 위한 어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들은 아직 분별력이 부족

하고 미성숙하므로 어플의 선택이나 사용에 있어 오용

이나 과용을 초래할 수 있고, 게임중독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영유아들의 성장이나 교육

적인 면까지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영유아들을 대상으

로 한 어플 제작이 무척 까다롭고 신중을 기해야 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들에게 유익

하고, 안전하며, 지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효

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간단

하고 단순한 게임 위주의 영유아용 어플을 설계하고 구

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계획하고 설계하여 구현한 영유아용 어

플은 분별력이 부족하고 성숙하지 않은 영유아들을 대

상으로 하는 어플이기 때문에,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도

록 하기 위해 전반적인 놀이의 복잡도와 난이도를 영유

아 수준에 맞도록 게임 아이템 주제를 그림 맞추기, 색

칠 공부, 스티커 붙이기 등으로 정하여 각각 게임 난이

도에 따라 레벨을 두어 설계하였고,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동화책이나 그림책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며, 음향효과와 게임 시간제한 및 게임

스코어 보드 등으로 게임의 흥미를 더하게 하였다. 추

가로 가짜 전화기 기능을 두어 실제 스마트 폰의 버튼

음과 통화 연결음 등을 사용하여 실제 전화기로 통화하

는 것처럼 현실감을 주었고, 실제 통화 연결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익숙한 동요를 스피커를 통해

재생되게 하였다. 아이들의 게임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

도에 따라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효과를 증대시키기 위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동안 발생

하는 게임관련 로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다른

아이들의 게임관련 정보와 비교하여, 게임에 대한 습득

정도 및 발전과정을 고려한 다음 단계로의 진행 결정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향후 연

구과제로는 영유아용 앱에서의 음성인식 기능을 적용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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