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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인을 위한 안드로이드 기반 의사소통보조 어플리케이션 

An Android Application for Speech Communication of People with Speech Disorders

최 윤 정1) ․ 홍 기 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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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oice is the most common means for communication, but some people have difficulties in generating voice due to their 
congenital or acquired disorders. Individuals with speech disorders might lose their speaking ability due to hearing 
impairment, encephalopathy or cerebral palsy accompanied by motor skill impairments, or autism caused by mental problems. 
However, they have needs for communication, so some of them use various types of AAC (Augmentative & Alternative 
Communication) devices in order to meet their communication needs. In this paper, a mobile application for literate people 
having speech disorder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by developing accurate and fast sentence-completion functions for  
efficient user interaction. From a user study and the previous study on Korean text-based communication for adults having 
difficulty in speech communication, we identified functionality and usability requirements. Specifically, the user interface with 
scanning features was designed by considering the users' motor skills in using the touch-screen of a mobile device. Finally, 
we conducted the usability test for the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e usability test show that the application is easy to learn 
and efficient to use in communication with people with speech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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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운동 장애를 동반하는 뇌병변, 조음기관장애, 청각장애, 자

폐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음성언어 산출에 어려움이 있는 장

애인의 경우 몸짓, 필담 혹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수화를 

이용하여 의사를 전달한다. 대부분의 경우, 오랫동안 같이 지

내온 사람 외에는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없어 대화를 위한 

보조도구가 필요하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사를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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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징 기반의 보완 대체 의사소통 소프

트웨어인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도

구와 프로그램이 연령대와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수 개발되어 왔다[1-4]. 

의사소통 장애가 있으나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는 음성언어 

장애인이 상징 중심의 AAC 도구를 사용하기엔  표현 형식이 

단순하고 의미의 한계가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한국어를 지

원하지 않거나, 한국어를 지원하더라도 목소리가 연령대와 성

별을 고려하지 않아 사용자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또한 단순 

문장에 대한 음성합성 기능만을 구현하여, 짧은 일회성 문장만

을 입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자주 사용하는 문장도 매번 

입력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며 연설이나 발표와 같

이 긴 문장이나 텍스트의 합성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정작 사

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기능적인 문제점 외에도 손 떨림을 동반

하는 장애인의 경우 사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널리 사용되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장

애 정도에 적합한 사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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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음성언어 장

애인의 운동 장애 정도에 따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과 

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한 기능적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토

대로 음성언어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모바일 기반의 의사소통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다. 이를 위하여 음성 발성 장애가 있는 

사용자와 함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시험 시나리오를 설계 및 

구현하였고, 시험 시나리오를 통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요

구사항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크게 5가지 

주요 기능, 사용한 문장의 재사용, 발표나 연설을 위한 텍스트 

파일 편집 및 재생, 상황별 의사표현 문장 관리, 문장 입력을 

위한 편의 기능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한 접근성을 강화한 인터

페이스를 가진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 요구사항 

조사와 분석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존 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

을 도출한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알아보았다. 언어장애인 의

사소통 어플리케이션의 설계와 구현을 설명하고, 구현한 어플

리케이션의 사용성 평가 결과를 보이고 결론을 맺는다.

2. 요구 사항 조사 및 분석

2.1 요구 사항 수집

어릴 적 뇌병변장애로 인해 근육 장애와 함께 언어 신경의 

심한 손상으로 발성을 하지 못하고 약간의 손 떨림을 가지고 

있는 20대 초반 남성을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시험 

시나리오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피험자는 평소에 스마트폰의 

메모장을 사용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있었으며, 이 학생과 함께 

음성 의사소통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으로 사용 문장의 저장 

후 재사용, 문장 완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문장 즐겨 찾기, 

사용 빈도에 따른 문장 검색, 긴 문장 발표 기능 등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기능 요구사항을 반영한 프로토타입을 <그림 1>과 같이 구

현하였고, 이를 국립재활원의 사용성 평가 센터에서 뇌성마비 

장애인 포커스 그룹에 속해 있는 장애인 1명에게 사용성 평가

를 실시하였다[5]. 그 결과 기능 키들의 직관력 있는 명칭과 버

튼 및 레이아웃, 글자 크기 조절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체장애 성인 9명과 특수교사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화여대의 지체장애인을 위한 글자 기반의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6]를 분석하여  빠른 단어 혹은 문장 

입력을 위한 축약어 기능, 상황별 문장 제공, 외부 애플리케이

션과의 연동, 키보드 및 플랫폼 선호도와 같은 요구사항을 수

집하였다.

수집한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사용자 선호, 기능 요구사

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2.2 사용자 선호

2.2.1 다양한 음색 제공

그림 1. 음성의사소통 프로토타입

Figure 1. Application prototype 

음성언어 장애인은 성별과 연령대에 맞는 목소리를 원한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여성 목소리만을 제공하여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남성 목소리를 지원하다고 해도 연령대가 맞지 

않게 너무 조숙한 목소리로 표현되어 사용을 꺼리게 된다. 자

신의 연령과 성별에 알맞은 음색을 선호하며, 더 나아가 자신

만의 음색을 가지고 싶어 하였다.

2.2.2 플랫폼 선호

기존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PC기반으로 개발 되었거나 별도

의 기기를 필요로 했다. 현재 널리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 폰이

나 테블릿은 휴대하기 좋고 편리하며, 저렴하고 쉽게 어플리케

이션을 다운받아 사용 할 수 있어서 선호된다. 

2.2.3 음성 출력 선호 형식

단어나 음절 단위의 즉각적인 음성 출력보다는 전체 문장을 

입력 후 출력하는 것을 선호한다. 즉각적인 출력은 상대방과의 

대화 시간 지체를 해결할 수 있으나 말이 끊겨서 부자연스럽

다는 의견이었다.

2.3 기능 요구사항

본 연구의 목적은 음성 의사소통을 위하여 의사 표현을 위

한 문장을 입력하면 이를 음성으로 합성하여 상대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편리한 음성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기

능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2.3.1 문장 재사용

자주 사용하는 문장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바로 재사용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빠른 문장 완성을 위한 

다양한 기능(즐겨 찾기, 사용빈도에 따른 문장 제시 등)을 고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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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글자 입력 도움 기능

글자 입력을 도와주는 기능을 필요로 한다. 키보드 사용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단어 예측 방식이나 축약어 기능이 글자 

입력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소한의 

입력으로 단어를 완성할 수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입력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3 긴 문장 말하기 기능

기존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짧은 일회성 문장을 제공하고 

있다. 발표나 면접, 긴 인사말과 같은 예견된 장소나 행사에서 

5분~20분 정도의 발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2.3.4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화 문장 지원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고안된 대화 문

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커피숍, 레스토랑, 옷가게, 약국

과 같이 상황에 따라 분류하여 예상 가능한 문장 표현들을 미

리 저장하여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4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는 모바일 기반의 음성 의사소통 애플리케이션을 작

동하고 제어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용

자의 운동 능력은 장애인 개인에 따라 다르며 서로 다른 사용

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사용자

를 3가지로 분류하여 각 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

2.4.1 일반 사용자

중복 장애가 없는 청각 장애인과 같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

로 운동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음성언어 장애인을 말한다. 

이들은 모바일 기기의 문장 입력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데 전

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도 무관하다.

2.4.2 경도-중등도 운동 장애 사용자

손 떨림과 같이 약간의 운동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키패드

의 사용에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스마트 폰의 작은 크기 

때문에 쿼티 키보드 형식은 입력 오류를 발생한다. 이 때문에 

사용자 지정 키보드를 선호한다. 손사용의 어려움 때문에 개인

별로 적합한 키보드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터치 

입력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텍스트 크기, 텍스트 입력 창, 버

튼의 크기 및 위치, 리스트 간격 등 레이아웃의 크기 조절을 

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2.4.3 중도-최중도 장애 사용자

운동 능력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키보드 입력이 어

렵고 스위치 on/off와 같은 단순 터치만 가능한 언어 장애인의 

경우, 스캐닝 기능을 이용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스캐닝 

기능이란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에 따라 선택 가능한 메뉴 아

이템이 자동으로 스캐닝되고 화면의 위치에 상관없이 터치를 

하면 터치 할 때, 표시된 아이템이 선택 또는 입력이 된다. 

3. 기존 음성언어 산출 어플리케이션

<그림 2>과 같이 상징 기반의 AAC 소프트웨어의 주된 기

능은 하나의 상징에 하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Dynavox 

Xpress[3]는 국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AAC 도구이며 별도

의 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마이토키[7]는 한국형 

AAC 도구로 PC 및 안드로이드버전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상징 기반 AAC의 경우 인지 능력 장애를 동반한 장애인을 대

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텍스트를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자 하는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는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상

징 표현 형식이 단순하고 표현의 한계가 있다. 

구글 플레이 마켓과 iTunes를 검색하여 음성 합성을 이용한 

의사소통을 위한 22가지의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하고 각 특징

들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3>은 대표적인 음성합

성 기반 어플리케이션의 예이다.

그림 2. Dynavox Xpress와 마이토키

Figure 2. Dynavox Xpress and MyTalkie

그림 3. 음성합성기반 어플리케이션: Bigmouth, Say It, 
Speech, Heart2heart. (왼쪽에서부터)

Figure 3. TTS-based applications: Bigmouth, Say It, Speech, 
Heart2heart. (from left to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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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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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능

력에 

따른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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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TextToSpeech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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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TextTalker O △ △

Heart2heart O X △

Bigmouth X △ △

Say It O X X
Max.Voz V 1.0 O X X

Speech O X X
text2speech O △ X

TextToSpeech O △ △

Talk O △ X
SuperTextToSpeec

h
O △ X

TextToSpeech’ X △ X
Android Speak O △ X
초간단 TTS O △ △

iOS

Assistive TTS X △ X
iSpeakerFree O X X

iSpeech X △ △

iText2Speech X △ △

SpeakItToMe O △ △

ReadIt X △ X
SpeakKorean O △ △

iPhonic Lite X X X
(* △: 긴 문장 지원하나 저장된 파일에서의 합성과 편집을 
지원하지 않음. ** △ : 문장 재사용을 지원하나 애플리케이
션 종료 후에는 문장 재사용이 불가함.)

표 1. TTS 기능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특징

Table 1. Features of TTS-based mobile applications

기본적으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지원하는 음색은 기기에 

의존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 음색 하나를 지원하는 것이 대부

분으로 개인별 맞춤형 또는 선택 가능한 다 음색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한국어 음성을 

지원하며, iOS의 경우 한국어 음성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적었다. 또한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짧은 문장

을 입력하도록 구현되었으며 긴 문장 말하기 기능은 적었다. 

긴 문장을 입력할 수 있더라도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거나 불

러오는 편집 기능이 없었다.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한 문장의 저장 및 재사용 기

능의 결여로 매번 문장을 새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림 3>의 ‘Heart2heart’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사용자가 입력

했던 문장을 리스트로 저장하여 문장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지

만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실행시키면 사용했던 모든 기록이 사

라진다. ‘Text Talker’나 ‘Bigmouth’도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하

여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출력되는 음성을 제어할 수 있는 기

능이 결여되었다. ‘TextToSpeech’의 경우 텍스트를 음성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모바일 기본 플레이어를 통

해 제어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즐겨찾기 기능으로 문장 재사용

이 가능하지만 등록한 문장을 사용하거나 편집하는 과정에서 

직관력이 떨어져 사용상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다. 

장애인의 운동능력에 적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제공은 

대부분의 기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지원하지 못하였다. 

4. 음성언어 의사소통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그림 4>는 구현한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UI 구성이다. 화면

의 위 부분에 3가지 탭(대화/파일/설정)이 있으며, 대화 탭이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문장 입력 및 재사용 기능, 파일 탭은 

긴 문장 말하기를 위한 기능, 설정은 어플리케이션의 설정을 

위한 기능이다. 설정 탭에서는 음색의 선택과 합성음의 속도 

설정, 즐겨찾기 문장의 초기화 등 어플리케이션 환경 설정을 

수행할 수 있다. 탭의 아래는 최근 대화 문장을 리스트로 보여 

주고, 다음으로 새로운 텍스트 입력을 위한 창이 있다. 사용자

가 새로운 텍스트를 입력하기 시작하면 <그림 4>의 (b)와 같이 

자동 완성을 통한 단어 및 문장 후보를 보여 주는 창이 생성된

다. 키패드의 텍스트 입력 창의 사이에 3개의 버튼(즐겨찾기/빈

도수 문장/말하기)이 있다. 

그림 4. 텍스트 입력, 재사용 및 자동완성

Figure 4. Text input, reuse and auto-completion

4.1 텍스트 입력 편의와 속도 향상

4.1.1 메시지 형 말하기 기능

Ÿ 자유문장입력: 텍스트 입력 칸에 원하는 문장을 입력한 뒤 

말하기 버튼을 눌러 사용하는 기능이다. 말하기 버튼은 

TTS를 이용하여 문장을 음성으로 변환 한 뒤 출력한다. 

Ÿ 입력한 문장 자동 기록: 음성으로 출력된 모든 문장은 어플

리케이션 내부의 대화기록테이블에 날짜와 텍스트가 함께 

자동으로 저장되며 대화 탭에 리스트 형식으로 나타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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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하였다. 동시에 빈도수 문장 테이블에 문장과 사용 횟

수가 함께 저장된다.

4.1.2 재사용 기능

사용한 모든 문장은 대화 탭에서 리스트로 볼 수 있으며, 리

스트 항목을 선택하면 따로 말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음

성으로 즉각 출력되도록 설계하였다. 재사용 할 때마다 빈도수 

테이블의 사용 횟수를 증가하여 기록한다. 문장 재사용으로 입

력의 속도 및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림 4> (a)).

4.1.3 단어 및 문장 자동 완성 기능

Ÿ 키보드 추천 단어 표시: 입력하고자 하는 문장의 일부분만 

입력하면 입력한 값에 맞는 단어를 추천하여 보여주는 기

능을 제공하여 보다 빠르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그림 

4> (b)의 ‘Word Auto-completion’). 

Ÿ 키보드 추천 문장 표시: 입력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분만 

입력하면 최근에 자신이 사용한 문장 중에서 빈도수가 높

은 문장 순으로 추천하여 보여주는 기능이다(<그림 4> (b)

의 ‘Sentence Auto-completion’).

4.1.4 축약어 기능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을 축약어로 지정하여 대화 탭의 

텍스트 입력 칸에서 사용하는 기능이다. 

그림 5. 즐겨 찾기 기능과 부분완성문장

Figure 5. Text bookmarking and partial sentence

4.1.5 부분 및 고정 문장 기능

Ÿ 즐겨 찾기: 사용자가 문장을 미리 등록하고, 대화 탭에 즐

겨 찾기 버튼을 누르면 등록한 문장을 대화창에서 리스트 

형식으로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그림 5>). 문장을 선택

하면 말하기 칸에 자동으로 들어와 사용할 수 있다. 즐겨찾

기 문장은 내부의 즐겨찾기테이블에 저장된다. 문장을 미

리 등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텍스트 입력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완전문장과 부분완성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완전문장: 빈 칸을 포함하지 않는 완전한 문장이다.

- 부분완성문장: ‘○로 가는 기차표 있나요?’와 같이 빈 칸

을 포함하는 문장이다. 텍스트 입력칸을 제공하여 빈 칸

을 완성 할 수 있다.

4.1.6 양해 구하기 기능

상대와 대화를 하기 전에 필요한 양해 구하기 문장들이 있

다. ‘제가 말하는 것이 불편하여 음성기기를 사용하고자 합니

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와 같은 문장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사용자의 임의로 자신만의 양해구하기 문장을 등록 할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4.1.7 빈도수 문장

대화 탭의 빈도수 버튼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가장 자주 사

용한 문장을 대화창에서 리스트 형식으로 보여주도록 설계하

였다. 빈도수 테이블에서 사용 횟수가 높은 문장 순으로 보여

준다.

그림 6. 긴 문장 말하기를 위한 텍스트파일 관리 및 재생

Figure 6. Text file management and playing by TTS 
for long speech

4.2 긴 문장 말하기 기능

발표나 면접, 긴 인사말과 같은 예견된 장소에서 5분~20분 

정도의 상대방의 개입 없이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 긴 

문장이나 큰 텍스트 파일을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다. 어플리

케이션 내부에서 텍스트 파일을 생성, 수정, 삭제가 가능하며 

PC에서 파일을 생성하여 모바일 기기에 옮겨서도 사용할 수 

있다. 파일 내용을 차례대로 볼 수 있으며 재생, 일시정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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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버튼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음성 출력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림 6>은 파일 탭을 선택하여, 긴 문장 말하기를 위한 텍스

트 파일 관리와 특정 파일의 재생 관리 기능을 보이고 있다.

4.3 상황별 대화 문장 지원 기능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기본 표현, 식당, 

쇼핑, 교통, 병원, 가정생활 , 긴급 상황, 숙박, 엔터테인먼트, 

관광, 전화, 편의시설, 공항, 감정표현, 직장, 공공기관과 같은 

16개의 상황으로 대분류 하였다. 각 대분류 항목을 다시 중분

류, 소분류로 계층적으로 세분하였고,  표현들을 탭과 리스트

로 구성하여 제공한다. 또한 주제별 항목이나 표현들을 사용자 

임의대로 생성, 수정, 삭제, 순서 변경 등의 편집을 할 수 있다. 

<그림 7>은 대분류 ‘식당’, 중분류 ‘카페’, 소분류 ‘주문’의 계

층을 선택하여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장을 지원한 

예를 보이고 있다.

그림 7. 상황 분류 체계

Figure 7. Hierarchical structure of communication situations

4.4 모바일 사용 운동 능력에 따른 기능

중도-최중도 장애 사용자를 위하여 스캐닝 기능을 제공한다.

Ÿ 그리드 스캐닝: 본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화면은 안드로이

드의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그리드의 각 셀에 입혀진 UI 구

성요소를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스캐닝

한다. <그림 8>은 상황별 대화문장 선택을 위하여 스캐닝

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선택 가능한 항목이 붉은 테두리로 표시된다. 

Ÿ 키패드 스캐닝: 새로운 문장의 입력할 때, 나타나는 키 패

드는 쿼티 키보드에서 다음과 같이 스캐닝 기능을 지원한

다. 한글 입력의 경우, ‘자음’, ‘모음’, ‘shift키+숫자 및 특수

문자+언어 전환키’, ‘띄어쓰기+점+지우기+엔터키’의 각 블

록을 먼저 스캔하고, 그 다음 각 블록의 가로 줄 단위의 키 

그룹을 스캔한다. 키 그룹이 선택되면, 키 그룹 내에서 각 

키를 선택한다. <그림 9>는 ‘ㅇ’을 입력하기 위해 스캐닝을 

사용한 순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자음’ 블록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ㅁㄴㅇㄹㅎ’ 가로 줄 단위의 키 그룹을 선택한 

다음, ‘ㅁ’, ‘ㄴ’, ‘ㅇ’, ‘ㄹ’, ‘ㅎ’의 순서로 키가 스캔될 때, 

‘ㅇ’를 스캔할 때 사용자는 화면의 임의의 곳을 터치하여 

입력할 수 있다.

그림 8. 그리드 스캔과 선택

Figure 8. Gride scanning and selection

5. 사용성 평가

사용성 평가는 2014년 5월 8일, 9일, 15일의 3일에 걸쳐 경

상남도 김해시 소재의 한 대학교 내 언어 및 의사소통장애 또

는 청각장애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특수교육과 학생 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실제 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전문가 대상 사용성 평가를 실시

하였다. 

그림 9. 글자입력을 위한 키패드 스캔

Figure 9. Keypad scanning for text input

5.1 평가 절차 

본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평가는 다음의 절차들을 통하여 

실행되었다. 

① 오리엔테이션: 평가를 실행하기 전에,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배경, 개발 목적 및 필요성, 사용성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평가에 사용되는 평가도구, 평가 절차 등에 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였다. 

② 참가자 기본정보 설문: 참가자들의 기본정보에 관한 설문

에서는 참가자의 성별, 나이, 언어 및 청각장애학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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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모바일 앱 사용경험 유무 등에 관한 배경 정보들을 

조사하였다. 

③ 시나리오 평가: 참가자들은 각자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대전화에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

치하고, 시나리오 평가지에 기술되어 있는 (1) 대화 탭에서

의 대화 시나리오, (2) 즐겨찾기 기능 사용 시나리오, (3) 대

화 탭에서의 ‘물건 구입’ 관련 대화 시나리오, (4) 상황 탭

에 저장되어 있는 대화 목록을 이용하여 카페에서 따뜻한 

라떼를 시럽을 넣어서 머그잔에 주문하는 시나리오 등을 

사용해 본 후에 사용 편의성, 기능의 유용성, 전반적인 만

족도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요청되었다. 

④ 설문지 평가: 참가자들은 본 어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개

발 목표, 내용, 교수-학습 전략, 활용 가능성, 관리모드의 

구성, 전반적인 UI 등에 대해 조사하는 설문지를 잘 읽어 

보고 각 평가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요구되었

다.

5.2 시나리오 평가 결과 

참가자들에게 대화 탭을 이용한 상점 주인(평가자)과 구매

자(참가자) 간의 시나리오를 통한 가상 대화,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한 대화, 상황 탭 내에서의 ‘식당’-‘카페’-‘카페 주문’ 시나

리오를 이용한 가상의 커피 주문 대화 등을 사용 해 보도록 한 

후 이러한 대화 탭, 즐겨찾기, 상황 탭 기능들의 (1) 사용상의 

편의성, (2) 기능상의 유용성, (3)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 척도

로 평가 한 결과, 각각 평균 4.54, 4.63, 4.42로 전반적인 만족

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평가 항목 기 준 평점 평균

목 표
1 개발이 필요한가? 4.85
2 의사소통에 기여하는가? 4.81

내 용

3 기능버튼의 표현 정도 3.97
4 기능버튼의 굵기와 색 3.92
5 화면의 구성과 짜임새 4.16
6 상황 별 대화 문장의 적절성 4.32

학습 

편이

7 효율성 4.16
8 학습 용이성 4.32
9 동기 유발 정도 4.64

활용 

가능

10 가정에서 활용 가능성 4.73
11 언어학습에서 활용 가능성 4.03
12 타인과 의사소통에 활용 가능성 4.49

전체 평점 평균 4.37

표 2. 사용성 평가 설문 결과

Table 2. Results of usability testing

5.3 설문지 평가 결과 

구현한 언어 장애인용 어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개발 목표, 

내용, 교수-학습 전략, 활용 가능성, 관리모드의 구성, 전반적인 

UI 등에 대한 설문지 평가 결과, 전체 평점 5점 만점에 4.37로 

매우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특히 개발 필요성이나 의사소

통 기여도는 5점 만점에 각각 4.85와 4.81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UI 구성 요소의 기능 설명(표현) 정도와 버튼

의 굵기와 색에 대한 평점은 각각 3.97과 3.92로 여전히 높은 

점수이기는 하지만 여러 설문 평가 항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을 나타냈다. 보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별 평점

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인지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음성언어 장애인

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의사소통 보조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및 UI 요구사항을 분석하

기 위하여 실제 언어 장애인 대상으로 시제품을 만들어 시험

하였고, 지체장애 성인 9명과 특수교사 17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이화여대의 지체장애인을 위한 글자 기반의 의사소통 프로

그램 개발 기초연구[6]를 분석하였다. 도출한 요구사항을 장애

인 사용자 선호도, 기능 요구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

항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의사소통 보조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을 구현하였다. 또한, 언어장애인의 교육 경험을 가진 특

수교육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사용성 평가를 시행하

였다.

전문가 대상 사용성 평가에서 어플리케이션의 필요성, 인터

페이스에 대한 사용성,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얻

었으며, 언어 장애인의 의사를 정확하고 빠르게 표현하기 위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임을 보였다. 본 논문에

서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국내 의사소통 장애인의 일

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가 대상의 사용성 평가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어플리

케이션의 사용기간이 30분 이내로 짧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언어 장애인을 위한 음성 산출 의사소통 보조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신기하고 오리엔테이션에

서 설명한 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반영하지 못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다. 장기간의 실제 사용 경험을 가진 후에 언어장애인과 비

장애인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성 평가를 추가 시행하여 보

다 향상된 사용성을 가지도록 보완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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