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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였으며 정보의 처리

능력, 저장 용량 및 접근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Schwab, 2017). 헬스케어 분야에서 유전학, 로봇 공학, 나노 기

술, 3D 프린팅 및 생명공학의 발전은 진단의 정확성과 치료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컴퓨터 시스템

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통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

다(Saniee et al., 2017). 정보통신기술은 이 혁명의 중추라 할 수 

있으며 광대역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범용 기술 중 하

나로써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그 주변의 사물들을 웹에 연결하

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변화를 이끌고 있다.

청각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식과 비교하여 신뢰성과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Swanepoel & Hall, 2010). 기존의 연구

를 살펴보면 청각선별검사(Bexelius et al., 2008; Smits et al., 

2006), 진단(Choi et al., 2007; Yao et al., 2010), 적합(Ferrari et 

al., 2009; Ramos et al., 2009), 훈련(Lee, 2017; Sweetow & 

Sabes, 2006; Yu et al., 2014), 상담(Laplante-Lévesque et al., 

2006) 등 청각재활의 많은 분야에서 온라인 서비스로의 전환

이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청각재활은 시

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용효율적이고, 많은 사람이 적기에 쉽게 

진단을 받고 적절한 개입과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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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난청인과 청각전문가 간에 상호작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Henshaw et al., 2012). 한 연구

(Thorén et al., 2013)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이 들지만 컴퓨터를 사용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가

능성이 일반적인 인식보다 높으며 청력검사, 상담, 청능훈련 등의 

청각재활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3)은 2011년도 국내 보청기시장이 최근 5년간 연평

균 15.3%씩 급격하게 성장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동일 제품이

라도 전문센터와 사후관리 서비스에 따라 판매 가격이 다양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보청

기를 구입하는 난청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병원이나 전문센터

에 따라 보청기 가격이 다르고 보청기 판매와 함께 수반되어야 

할 사후관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로 청

각재활 콘텐츠와 인식의 부족을 들 수 있다(Baek & Lee, 2016; 

Lim & Bahng, 2016). 청각재활 프로그램의 요구를 조사한 연구

(Hwang et al., 2013)에서는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대다수가 

정기적으로 청력을 평가받기 원하며 보청기, 청취 보조 기기, 

청능훈련, 청력보호 및 청력보존 등 다양한 청각관리 프로그램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각재활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이루

어지는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써 청각재활 프로그램

은 성인용 청능훈련 프로그램(Lee et al., 2017)을 사용하였으며 

플랫폼 개발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개발할 청각재활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여 

플랫폼의 개념과 논리를 구조화한다.

둘째, 플랫폼이 청각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소

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플랫폼을 구현한다.

셋째, 플랫폼 개발 과정 중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사용성 평

가를 통해 플랫폼의 문제점을 분석 및 보완한다.

MATERIALS AND METHODS

비즈니스 모델

개발할 청각재활 플랫폼의 개념과 논리를 구조화하고 합리

적이고 체계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였

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조직이 

전략적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여 설계한 협력, 재무, 

상호 연관된 구조, 제공할 모든 핵심 제품 및 서비스를 개념, 텍

스트, 그래픽으로 나타낸 관념적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Al-

Debei et al., 2008). 비즈니스 모델은 신생 및 기존 조직의 비즈

니스 논리를 묘사하고 혁신하고 평가하는 도구로 간주하며 정

보통신기술과 관련하여 서술적이고 구조화된 힘을 강조한 많

은 연구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Veit et al., 2014). 정보통신 

분야의 많은 프로젝트는 순수하게 기술로 시작하여 많은 노력

과 잠재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제시된다(Meertens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설계 도구 

중에서 수익보다는 가치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유용성, 단순성 

및 시각적 표현이 장점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Osterwalder & 

Pigneur, 2010)를 이용하였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9개의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개념은 청각재

활 플랫폼의 관점에서 변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고객분류(Customer segments) 

플랫폼이 제공하는 청각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 

그룹으로서 플랫폼이 제안한 가치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불

할 의사가 있는 대상을 고객으로 규정한다.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

청각재활 플랫폼이 제안하는 가치로서 현재의 시장이 처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필요로 하는 요구를 만족시키며 새로운 방

향을 제시한다.

소통방법(Channels)

플랫폼이 청각재활 프로그램을 유통 및 판매하고, 고객을 지

원하고, 가치를 평가하며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그룹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고객관계(Customer relationships)

고객 확보, 고객 유지, 판매 촉진 등을 고려하여 청각재활 플

랫폼이 사용자 그룹과 어떠한 형태로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의

미한다.

수익모델(Revenue streams)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써 청각재활 프로그램이 제안한 가

치에 대하여 사용자 그룹이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고 싶은지 고

려한다.

핵심자원(Key resources)

플랫폼이 청각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자원으로써 지적 재산, 인적 자원, 재무 자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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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활동(Key activities)

플랫폼이 청각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해야 하는 핵

심활동으로써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의미한다.

핵심관계자(Key partners)

청각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및 공급하기 위해 협업하는 관계

자로서 비즈니스 모델의 최적화, 자원과 인프라의 공유, 위험성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용구조(Cost structure)

청각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 구축에서부터 운

영까지 발생하는 주요 비용으로써 비용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플랫폼 구현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웹을 기반으로 

구현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요구사항의 분석은 비즈니스

를 이해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최종적으

로 정의하는 것으로써 기획 의도와 개발 결과물의 일치를 위해 

중요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ational IT Industry Promo-
tion Agency, 2012)은 기획 의도에 따라 시스템의 구축 방향이

나 방법이 달라지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이전에 구체적인 시스

템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도출하기 

위한 11가지 분류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 분류 항목에 따라 청

각재활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분석 및 정의하였으

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 장비구성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각재활 프로그램의 

통합된 정보들을 저장하여 운영할 수 있는 서버를 도입할 필요

가 있다. 청각재활 프로그램의 경우 음원 파일의 수와 용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파일 관리와 충분한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기  능 

소프트웨어는 청각선별검사, 청능훈련, 상담, 보청기 및 센터 

검색 등 청각재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며 국가별 언어 선택, 회원 관리, 결제, 메일링, 관

리자 페이지 등 플랫폼 운영을 위한 기능이 필요하다. 

성  능

플랫폼과 청각재활 프로그램의 모든 웹 페이지들은 2초 이

내에 응답하는 것이 적당하다. 인터넷 회선은 음원의 초당 데이

터 전송량과 사용자 수를 고려하여 끊김 없이 재생될 수 있도

록 충분한 데이터 전송속도를 지원해야 한다.

인터페이스

플랫폼은 웹을 기반으로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반응형으로 제작하고, 다양

한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을 준수한다. 플

랫폼의 그래픽디자인과 프로그램의 동작은 고령 인구의 사용

성과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데이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정보와 프로그램 정보는 데이

터베이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한다. 서버에 문제

가 발생하여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데이터

는 별도의 저장 장치에 정기적으로 보관한다.

테스트

플랫폼 개발 과정 중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서버에 업로드하

여 잠재적 사용자에게 체험판 형태로 활용하며 웹 기반 소프트

웨어 개발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문제점을 분석 및 보완

한다.

보  안

사용자의 개인 컴퓨터와 서버 사이에 송수신되는 개인정보

는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보안서버 인증서를 사용하여 정보 유

출,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한다. 서버는 악성 프로그램을 방지하고 

치료 및 삭제할 수 있는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운

영하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여 최신 버전을 유지한다.

품  질

플랫폼이 제공하는 청각재활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운영에 

치명적 결함이 발생한 경우 발견 즉시 사용자에게 문제점과 복

구 예정 시간을 알린다. 또한,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청각재활 

프로그램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을 주기적으

로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와 메일로 

알린다.

제약사항

청각재활 프로그램의 이용을 위해 사용자의 컴퓨터 기기에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는 최대한 지양하고 브라우저를 통한 

접속과 쉬운 조작만으로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다. 하나의 계정으로 다수의 기기에 동시에 접속하는 것은 제한

하고 동시에 접속할 경우 안내 메시지와 함께 이전 기기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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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을 자동으로 해제한다.

프로젝트 관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청각재활 프로그램은 불법복제를 비롯

한 각종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통계는 시스템에서 

추출하여 관리자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 

프로젝트 지원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

를 해결 및 개선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고 관리자가 플랫폼과 

청각재활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용성 평가

플랫폼 개발 과정 중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사용성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발견적 

평가(heuristic evaluation)를 선택하였다. 발견적 평가의 목적

은 사용자 환경 설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써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발 초기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가자는 평가하는 소

프트웨어에 관련한 전문가이어야 하며 1~2시간 내에 평가를 완료

할 수 있다. 사용성 문제는 두 명의 평가자가 50% 이상, 다섯 명은 

약 70% 이상, 15명은 90%를 확인할 수 있다(Nielsen, 1995). 본 평

가에서는 Nielsen(1994)이 제안한 좋은 사용자 환경 설계를 위

한 10가지 주요 원칙을 바탕으로 청각재활 플랫폼의 특성에 초

점을 맞추어 발견적 평가의 원칙을 재구성하였으며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일관성(Consistency)

청각재활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같은 방

법과 태도를 유지하며 웹 관련 표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친숙성(Metaphor)

청각재활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친숙한 개념을 사용하며 사

용자들이 기대하는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순서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가시성(Visibility)

청각재활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시간 내에 피드백을 

통해서 현재 수행 중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웹 페이지를 구성한다.

효율성(Efficiency)

청각재활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빠르고 편리하

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효율적으로 구성한다.

기억성(Memory)

청각재활 플랫폼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직관적으로 사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법은 기억하기 쉽도록 설계한다.

자율성(Freedom)

청각재활 플랫폼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실수

를 하더라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간결성(Minimalism)

청각재활 플랫폼의 시스템은 필수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제시하며 최소한의 입력만을 요구한다. 

심미성(Aesthetic)

청각재활 플랫폼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화면을 알아보기 쉽게 디자인하며 접속 기기에 따라 조화로운 

화면을 제공한다.

오류방지(Error prevention)

청각재활 플랫폼은 시스템이 사용자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도움정도(Helpfulness)

청각재활 플랫폼의 시스템 메시지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

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하며 프로그램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자료가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

청각재활 플랫폼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하는 발견적 평가의 원

칙이 구성된 후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
action) 및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전문가의 자문을 받

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체크리스트는 다양한 소프트웨

어 개발에 활용된 기존의 발견적 평가를 참고하였으며 2시간 

이내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심적 사항만으로 구성하

였다. 최종적으로 체크리스트는 사용성 원칙에 따라 3개의 문

항씩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Appendix). 평가에는 웹 기

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전문가 15명이 참여하였다. 평가자들

은 평가에 앞서 프로그램의 개요와 사용자의 배경정보를 제공

받았으며 프로토타입 형태인 청각재활 플랫폼의 모든 기능을 

충분히 사용한 후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보고서에는 체크리

스트의 각 문항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사용성 문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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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위치나 상황을 주관적으로 기입하였다. 객관적 평가는 각 

체크리스트 문항에 대한 문제의 심각도 등급을 0~4단계로 구

분하여 이루어졌으며 각 단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0: 사용성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1: 간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별다른 조치를 취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사소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낮은 우선순위로 이 문제를 해

결해야 합니다.

3: 주요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높은 우선순위로 이 문제를 해

결해야 합니다.

4: 심각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 이 문제

를 필히 해결해야 합니다. 

RESULTS

비즈니스 모델

설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청각재활 플

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은 공급자(provider), 고객(customer), 생

산기반(infrastructure) 재무(finance)의 4가지 큰 항목으로 분

류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 고

객분류(customer segments), 고객관계(customer relationships), 

소통방법(channels), 핵심관계자(key partners), 핵심활동(key 

activities), 핵심자원(key resources), 비용구조(cost structure), 

수익모델(revenue streams)의 9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각재활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공급자는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품질의 향상, 시장 규모의 확대, 매출 증가, 비용 

감소, 사업 확장의 용이, 진입 장벽의 감소 등 다양한 가치를 제

안한다. 제안한 가치에 대가를 지불하는 고객은 보청기센터, 이

비인후과, 노인복지시설, 청능재활실 및 장애인복지관 등의 전

문기관으로 분류되었다. 청각재활 프로그램은 플랫폼의 웹사

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와 학술지 등을 

통해 사용자 그룹과 소통한다. 플랫폼은 청각재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전문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고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프로그램

과 콘텐츠의 사용권한을 거래한다. 

비즈니스 모델의 생산기반에서 정부, 대학 및 연구소 등이 핵

심관계자로 설계되었다. 플랫폼의 핵심활동은 청각재활 서비스

에 대한 기획과 프로그램 및 콘텐츠 연구개발이며 정부,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수행할 수 있다. 청각재활

의 개별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회사

의 중요한 자원이 되며 정부의 개발 지원금은 중요한 금전적 재

원이다. 플랫폼이 청각재활을 제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핵심 비

용은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과 서버관리 비용이다. 플랫폼의 수

익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이

용할 권한을 판매함으로써 창출되며 월간, 연간 및 평생 이용

료 방식이 될 수 있다. 

플랫폼 구현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설계한 청각재활 플랫폼의 

시스템 구조는 Figure 2와 같다. 플랫폼의 시스템 구조는 다양

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네트

워크형성(networking)이 되도록 웹을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플

Key partners
Government

University
Audiology institute

Key activities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 planning

Key resources
Intellectual property
Government grant

Cost structure
Software development costs
Server management costs

Revenue streams
Subscription fees

Licensing

Finance

Value proposition
Increasing market size

Increase sales
Cost reduction

Improving service quality
Business expansion

Reducing barriers to entry

Customer segments
Hearing aid center

ENT clinic
Elderly care facility

Customer relationships
Self service

Automated services
Communities

Channels
Website

Social media
Journal

CustomerInfrastructure

Provider

Expect Support

Enable Distribute

NeedContribute

Figure 1. Business model of the web-based platform for auditory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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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은 청각선별검사, 청능훈련,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ser-
vice)를 탑재할 수 있으며 국가별 언어 선택, 회원 관리, 결제, 

메일링, 관리자 페이지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지원하도록 구현

하였다. 서버(server)는 다양한 청각재활 프로그램의 통합된 정

보들을 저장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플랫폼이 청각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용자와 상호응답하

기 위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였다. 사용자 환경(user in-
terface)은 다양한 브라우저 간에 동일하게 보여지도록 웹 표준

을 준수하여 설계하였고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양한 컴

퓨터 기기의 접속 환경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다.

청각재활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접속하여 이

용할 수 있으나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계정을 공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P 주소를 확인하여 서버에 동시 접근을 

제한하도록 설계하였다. 서버의 장비는 서비스 초기인 점을 감

안하고 사용자 수와 시스템의 크기를 고려하여 10 Mbps의 기본 

회선을 지원하는 HP DL320G8 V2 (Hewlett-Packard, Palo 

Alto, CA, USA)모델을 선정하였으며 저장 공간은 1 Terabyte

를 할당하였다. 서버의 운영체제는 리눅스를 사용하였으며 데

이터베이스 서버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사운드, 이미지 및 회

원정보 등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웹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응답과 프로그램의 동작을 실행한다. 데이터베이

스 관리 시스템은 청각재활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문서형을 지향하는 

MongoDB를 사용하였다. 청각재활 프로그램은 채점, 난이도 

선택, 음원 재생, 소음 제거 등의 기능을 구현하고 사용자와 상

호응답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기 위해 Node JS의 Ex-

press를 사용하였다. 저장공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프로그

램의 음원 파일은 모두 MPEG-1 Audio Layer 3 형식으로 변환

하였으며 원본 파일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따로 보관하였다. 청

각재활 플랫폼의 사용자 환경은 사용자가 청각재활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각각의 상황을 시스템이 처리하는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 HTML, CSS, AngularJS를 사용

하였다.

플랫폼은 개인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 

따라 최적화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 그리드 반응형으로 디자인하였다. 화면의 배치, 색상

의 명도 대비, 글씨 크기, 대체 텍스트는 고령 인구가 쉽게 프로

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사용자의 컴퓨터와 

서버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신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

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SL 보안서버 인증서를 사용

하였다. 서버에는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으며 악성 프로

그램 경보가 발령되거나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에 업

데이트를 자동으로 실시하도록 설정하여 감염을 예방할 수 있

도록 대비하였다.

사용성 평가

청각재활 플랫폼 개발 과정 중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실시한 

사용성 평가의 결과는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사용성 평가에

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였

다(프로그래머: 7명, 디자이너: 4명, 연구원: 4명). 사용성 평가

에 소요된 시간은 평가자에 따라 15분에서 4시간으로 평균 한 

시간 정도 걸렸으며 직업군에 따라 연구원, 디자이너, 프로그래

머 순으로 오래 걸렸다. 평가자들은 모두 10개의 사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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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ing an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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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ystem structure of the web-based platform for auditory rehabilitation. TC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P: internet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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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3개의 문항씩 총 30개 문항의 체크리스트에 문제의 심

각성을 0~4의 숫자로 평가하였다.

사용성 평가 결과 원칙별 평균은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항

목부터 오류방지 1.24[standard deviation (SD) = 0.83], 심미성 

1.11(SD = 0.81), 도움정도 0.98(SD = 1.14), 기억성 0.98(SD = 

0.51), 친숙성 0.91(SD = 0.54), 자율성 0.80(SD = 0.83), 가시성 

0.76(SD = 0.53), 일관성 0.73(SD = 0.63), 효율성 0.69(SD = 

0.61), 간결성 0.36(SD = 0.57)으로 나타났다. 

평가보고서에는 체크리스트에 대한 객관적 평가 이외에도 

문제가 발생한 위치나 상황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였다. 15명의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발견한 주요 문제점은 청각재활 프로그

램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실수하는 오류방지의 문제, 특정 

화면비율에서 프로그램의 사용성을 해치는 심미성의 문제, 청

각재활 프로그램의 목적 및 효과와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

족한 도움정도의 문제, 프로그램의 지시사항이 직관적이지 못

하고 버튼의 모양이 사용자가 기대하는 의미와 다른 기억성의 

문제, 프로그램 진행 과정이 사용자가 기대하는 순서와 다른 

친숙성의 문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없는 자율성의 

문제,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수행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가

시성의 문제, 영어와 한글이 혼재되어 있는 일관성의 문제, 사

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효율성의 문제였으

며, 간결성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DISCUSSIONS 

비즈니스 모델

우리나라에서 보청기 보급률은 양측 40 dB HL 이상의 대상

자를 기준으로 12.6%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에서 보고한 자료

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청기 사용의 장벽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Cho et al., 2010). 청

각재활 플랫폼이 제안하는 가치들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청각재활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얻을 수 있는 이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청각재활의 집적화와 디지털화

를 통해 잠재된 보청기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면 청각산업

의 시장 규모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연구(Martin, 2007)

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청각재활은 시간과 비용 측

면에서 비용효율이 높으며 보청기 반품률을 현저하게 감소시키

는 등 보청기 공급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보청기 판매와 함께 수반되어야 할 청각재활을 효과적으로 제

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도구의 부족에 있다면 플랫폼은 이를 해

결해 줄 수 있다. 플랫폼은 전문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청각재활

에 필요한 도구를 개발하는 비용과 수고를 덜어 청각전문가가 

난청인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청각재활은 보청기 구매에 대한 난청인의 

불안 요인을 상당 부분 불식시켜 줄 수 있으며 보청기 사용 만

족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를 기반으

로 한다. 플랫폼은 청각재활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을 판매하지는 않으며 라이센싱을 통해 다른 기업에게 지적재

산권의 사용을 허가한 후 사용료를 받아 이익을 창출할 수 있

다. 청각재활이 필요한 개인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유

형과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

으며 직접적인 서비스는 개인이 선택한 기관의 청각전문가를 통

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인터넷을 통한 청각재활은 청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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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Overall results of the usability 
evaluation (10 category, 5-point rating 
scale, 15 subjects). Severity rating scale; 
0: No problem, 1: Cosmetic problem only, 
2: Minor problem, 3: Major problem, 4: 
Usability catastro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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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위험성, 청력의 중요성, 전문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

의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서비스 과정과 방법에 대한 현재

의 이해는 불완전하며 상당한 경험적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Swanepoel, 2010). 플랫폼은 전문가의 역할을 대체하지 않으며 

전문기관에서 개인에게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편리

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며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

성하도록 돕는다.

청각산업에서 무형인 청각재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보통 

보청기나 인공와우 등 유형의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우

리나라의 보청기센터에서는 보통 보청기적합을 위한 간단한 청

각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편이며 정부에서는 재활치료 서비

스 이용권을 지원하고 보청기 구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보청기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각재활 플랫폼은 보청기 등의 청각 기기와 함께 청각재활을 

개인에게 제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전문기관이 비용을 지불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청각재활 플랫폼의 핵심활동

은 청각재활 프로그램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계획에 따라 기획

하며, 대학 및 연구소와 인력, 보유기술,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연구개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각재활 

플랫폼의 모든 활동에서 재무 관련 사항이 발생하지만 많은 비

용이 청각재활 프로그램과 콘텐츠 연구개발에 집중되며 인건

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은 해당 청각

재활 서비스가 요구하는 기능의 다양성, 복잡성, 정확성, 질적 

수준에 따라 크기와 구현방법이 결정된다. 서버는 인터넷을 통

해 청각재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 

장비로써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지만 사용자 수, 전송되는 데

이터의 양, 데이터 처리 속도에 따라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므

로 추후 서버 증설계획 등을 세워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60대 이후에 급격하게 증

가하는 청각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의료비 지출 감소 

및 사회복지 재정 악화 예방에 크게 기여를 하므로 난청을 조

기진단하고 재활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Gang et al., 2013).

플랫폼 구현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의 물리적 서버와 가상의 서비스 환경

을 구축하여 청각재활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플랫폼을 운영하

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보청기센터, 이비인

후과, 노인복지시설, 청능재활실, 장애인복지관 등의 기관에 청

각재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청

기센터를 비롯한 전문기관은 플랫폼에 접속하여 청각재활이 

필요한 난청인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

며 정부와 연구자가 기획 및 개발한 청각재활 프로그램은 플랫

폼을 통해 보급 및 확산이 용이해졌다.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의 힘에 의존하며 사용자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수록 가치는 증폭되므로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각재활 플랫폼은 정부, 대학, 연구

소 및 보청기 관련 전문기관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

고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새로운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에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현재의 플랫폼은 전문기관에

서 청각재활이 필요한 개인들에게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능과 도구들을 제공하지만 청각재활의 종류와 콘

텐츠가 다양하지는 못하다. 우리나라는 노화를 비롯한 감각기

능의 저하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 정서적 불안, 사회적 소외감 

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와 콘텐츠가 매우 부족한 실정

이며 사회문제로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Gang et al., 2013). 

향후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청각재활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난청인의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성 평가

청각재활 플랫폼의 사용성 평가 결과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

견하였으며 심각성이 높은 문제를 위주로 보완하였다. 문제의 

심각성은 10개의 사용성 원칙 중 오류방지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주요 원인과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재활 프

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기대하는 입력 위치를 시스템

이 따라가지 못하여 사용자의 실수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는 프

로그램의 두 번째 단위의 입력 값이 시작될 때 시스템이 입력 

위치를 자동으로 이동하여 해결하였다. 두 번째 문제점은 사용

자가 한글 입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는 경

우가 있으므로 시스템이 한글과 영문을 제어하여 해결하였다. 

세 번째 문제점은 스마트폰에서 접속하였을 경우 버튼을 선택

할 때 버튼의 크기와 간격이 충분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실수하

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는 청각재활 플랫폼의 화면을 16:9 비

율의 17인치 모니터를 기준으로 디자인한 후 다른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도록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으며 

화면의 남는 공간을 활용하여 충분한 크기의 버튼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심미성은 두 번째로 심각성이 높은 항목으로 특정 화면비율

의 스마트폰에서 글씨가 겹쳐서 나타나고 버튼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지 못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

다. 또한 고령자가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경우 글씨 크기가 작아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강조한 내용의 글씨 크기가 일반적

인 내용의 글씨 크기와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

다. 심미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면의 구성요소들을 스



31

W Lee  &  J Lee ASR
마트폰 환경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오류방지와 심미성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원칙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도움정도에서는 제공하는 청각재활 

프로그램의 목적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사

용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각재활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과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연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여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억성의 주요 문제는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제시한 지시사항이 직관적이지 못하며 버튼의 모양이 사

용자가 기대하는 의미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지시사항은 

문구를 추가하여 보충 설명하고 버튼은 새로 디자인하여 교체

할 예정이다. 친숙성에서는 청각재활 프로그램이 정해진 수행 

횟수가 끝나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는 부분에서 사용자가 기

대하는 바와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사용자

가 청각재활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프로그램 수행을 마쳤을 때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추가하여 해

결할 예정이다. 자율성의 문제는 프로그램이 음원을 재생할 때 

정지, 일시정지, 속도조절 등 사용자가 음원 재생을 제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생 옵션을 추가하여 해결할 예정이

다. 가시성의 문제는 사용자가 선택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프

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 명확히 인지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 문제는 프로그램 화면의 상단에 자

신이 선택한 메뉴를 항상 보여주고 수행 단계를 나타내어 해결

하였다. 일관성의 문제는 영어와 한글이 혼재되어 있어 한글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한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다. 효율성은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

었으며 키보드 단축키를 활용하고 사용자가 환경을 설정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간결성은 청각재활 프로그

램의 심플한 디자인과 간편한 사용성으로 별다른 문제가 발견

되지 않았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발견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청각재활 플랫폼의 문제점을 분

석하고 보완하였지만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상

기의 미해결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플랫폼의 사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청각재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청각선별검사, 상담, 생애주기별 청능훈련 등 

다양한 청각재활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플랫폼이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중심 단어0:0�청각재활·플랫폼·비즈니스 모델·사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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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Heuristic Evaluation Checklist for the Web-Based Platform for Auditory Rehabilitation

발전적 평가(Heuristic Evaluation)

안녕하세요? 본 평가의 결과는 개발 중인 ‘온라인 청각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 향상과 학술연구를 위해 사용됩니다. 현재 홈페

이지에 프로토타입의 플랫폼을 공개하였습니다. ‘www.audiollab.co.kr’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국가별 언어 선택, 제품, 연구 등

의 모든 메뉴와 청각재활 프로그램을 충분히 사용하신 후 평가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0~4의 숫자로 (     ) 안에 

표기 바라며, 사용성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해당 상황이나 위치를 재확인하시고 질문 아래에 함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

가에 사용하는 각 숫자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숫자는 높을수록 사용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0: 사용성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1: 간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사소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낮은 우선순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아 합니다.

3: 주요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높은 우선순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4: 심각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 이 문제를 필히 해결해야 합니다.

1. 일관성(Consistenchy)

a.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일관된 구조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

b.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된 요소들의 기능과 동작은 웹 관련 표준과 일반적인 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

c.  화면의 디자인 요소들이 일관성 있는 스타일과 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

  문제가 발견된 경우 기입란

2. 친숙성(Metaphor)

a.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자 수준에 맞추어 친숙한 개념으로 단어, 문구, 용어가 사용되었습니까? (        )

b.  레이아웃, 색상, 버튼의 심벌 등 시각적 요소들이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개념으로 디자인되었습니까? (        )

c.  각각의 프로세스는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순서로 이벤트가 진행됩니까? (        )

  문제가 발견된 경우 기입란

3. 가시성(Visibility)

a.  현재 수행 중인 단계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까? (        )

b.  화면상에서 선택할 대상과 대상의 상태(ex. 선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합니까? (        )

c.  현재의 접속환경(ex. 인터넷 속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피드백을 제공합니까? (        )

  문제가 발견된 경우 기입란

4. 효율성(Efficiency)

a.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된 요소들은 수행 중인 직업이 편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까? (        )

b.  신속한 수행을 위해 메뉴 계층의 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었습니까? (        )

c.  홈페이지에서 사이트의 모든 메뉴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합니까? (        )

  문제가 발견된 경우 기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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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억성(Memory)

a.  현재 단계의 수행을 위해 이전 단계를 기억할 필요가 적도록 설계되었습니까? (        )

b.  레이아웃, 색상, 버튼의 심벌 등 시각적 요소들이 사용자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디자인되었습니까? (        )

c.  작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침과 정보는 현재 화면에 적절히 제공됩니까? (        )

  문제가 발견된 경우 기입란

6. 자율성(Freedom)

a.  사용자가 선택하거나 입력한 내용을 자유롭게 취소, 수정 및 재실행할 수 있습니까? (        )

b.  사용자는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으며 다시 시작하기 용이합니까? (        )

c.  사용자가 수행 중인 단계를 건너뛰거나 이전 단계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까? (        )

  문제가 발견된 경우 기입란

7. 간결성(Minimalism)

a.  직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침과 정보는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제공되지 않으며 간단명료하게 제시됩니까? (        )

b.  레이아웃, 색상, 버튼의 심벌 등 시각적 요소들은 간결하게 디자인되었습니까? (        )

c.  사용자는 최소한의 입력만으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        )

  문제가 발견된 경우 기입란

8. 심미성(Aesthetic)

a.  이미지, 색채, 배경 등의 화면 구성요소들은 사회적 약자(ex. 고령자)를 배려하여 디자인되었습니까? (        )

b.  서체, 글씨 크기, 행간 및 자간 등은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까? (        )

c.  접속 기기(ex. 모바일)와 화면의 비율에 따라 화면의 구성요소들은 적절히 배치되고 있습니까? (        )

  문제가 발견된 경우 기입란

9. 오류방지(Error prevention)

a.  사용자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입력 값을 적절히 제한합니까? (        )

b.  사용자가 메뉴의 항목이나 버튼 등을 선택할 때(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와 간격을 제공합니까? (        )

c.  사용자가 실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었습니까? (        )

  문제가 발견된 경우 기입란

10. 도움정도(Helpfulness)

a.  시스템 메시지는 코드(ex. Error 404)가 아닌 사용자의 언어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        )

b.  시스템 메시지는 사용자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합니까? (        )

c.  프로그램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습니까? (        )

  문제가 발견된 경우 기입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