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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유아기 언어 발달 시기에 한글의 기초 단계를 학습하기 위해 기존의 학습지 형태의 한글 교육 

선행 학습과는 달리 시각적, 청각적 효과로 몸의 감각을 통해 창의적이고 동적으로 사물을 배우며 이러한 자극

으로 정보를 기억하고 축적할 수 있는 한글 학습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유아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키우며 나아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유아가 한글 학습의 놀이 과정을 통해 창의력을 높이고, 다방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학습을 통해 스스로 이끌어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모바일(mobile), 학습 콘텐츠(Learning Contents), 상호작용(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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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라는 속담처럼 유아가 한번 학습된 것들은 

재학습을 통해 교정하려 해도 쉽게 교정되지 않을 만큼 강하게 인지된

다는 의미를 내포한다[1]. 5-6세가 되면 유아들은 문자 언어도 언어임

을 인지하고 소리로 듣던 말을 글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점차 글자를 알게 되고 단순히 글을 해독하고 표시하는 것 이상으로 

읽기와 쓰기에 대한 태도와 생활 속에서 읽기와 쓰기 행동이 갖는 

의미와 가치 등이 현상을 알게 된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글 학습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의 폭이 좁은 유아는 성장함에 따라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대상 들을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적인 교재에서 벗어나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동적인 놀이 과정에서 유아 스스로가 시각적 자극, 청각적 

반응을 통한 경험, 지식, 이미지 축적 등 잠 재 되어 있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한글 학습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II. 한글 학습 교육 콘텐츠 설계

한글 학습 교육 콘텐츠는 [그림 1]과 같이 학습 교육용 콘텐츠와 

게임을 접목한 교육용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한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화면 및 캐릭터 디자인을 유아의 

시선에 맞추도록 하였다.

Fig. 1. 한글 학습 교육 콘텐츠 구성도

한글 학습 교육용 콘텐츠는 [그림 2(a)]와 같이 유아가 스스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한글을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로 유아가 한글 

학습을 위한 공부하기, 흥미와 도전 등의 게임적인 요소를 접목한 

게임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게임하기와 두 기능이 결합 된 통합형 

방울방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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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로딩화면 (b) 메인화면

Fig. 2. 한글 학습 교육 콘텐츠 화면

III. 한글 학습 교육 콘텐츠 구현

3.1 공부하기

공부하기는 한글 학습 교육 콘텐츠로 [그림 3]과 같이 동물과 

과일/채소 등의 주제로 학습할 수 있다.

동물 주제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동물의 한글 단어를 완성하는 

것이고[그림 3(b)], 과일/채소 주제를 선택하면 해당 과일/채소의 

한글 단어를 완성하여 한글을 학습하도록 한다[그림 3(c)]. 주어진 

주제별 한글 학습이 종료되면 한글 단어의 맞춘 개수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a) 메인 (b) 동물팟

(c) 과채팟 (d) 결과화면

Fig. 3. 공부하기

3.2 게임하기

게임하기는 게임형 한글 학습 교육 콘텐츠로 [그림 4]와 같이 

숨은그림찾기와 방울 이의 모험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숨은그림찾

기는 제시된 단어에 대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단어를 완성하는 

게임으로 유아의 집중력을 향상할 수 있다[그림 4(b)]. 

방울 이의 모험은 [그림 4(c)]와 같이 그림이 제시되면 그림이 

맞는 알맞은 한글 단어를 찾는 게임으로 유아의 기억력을 향상한다. 

이러한 게임용 한글 학습 교육 콘텐츠는 캐릭터에 액션을 부여하여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였다.

(a) 메인

(b) 숨은 한글 찾기

(c) 방울이의 모험

Fig. 4. 게임하기

3.3 방울방울

방울방울은 한글 학습 교육용 콘텐츠와 게임형 한글 학습 교육용 

콘텐츠를 통합한 형태의 학습 교육으로 [그림 5]와 같다. 즉, 공부하기

[그림 3]에서 학습한 것을 다시 학습하도록 하며 [그림 5(b)]는 동물의 

울음소리를 학습하고 [그림 5(c)]는 과일 및 채소의 색상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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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메인 (b) 동물원

(c) 과일가게 (d) 결과화면

Fig. 5. 방울방울

IV. 결론

본 논문은 유아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줄 수 있고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으로 유아가 학습할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유아 한글 교육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였다. 개발환경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개발환경에서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구현하였

다. 화면 디자인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향후 에 는 게임 콘텐츠를 좀 더 세분화하고 게임 결

과 값을 저장하여 그에 따른 보상 아이템으로 캐릭터를 키우는 

등 다양한 에듀케이션 콘텐츠로 개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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