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형 전자 점자 기기의 점자 출력 인터페이스
한글 점자의 특성에 맞는 착용형 전자 점자 기기 인터페이스에 대한 실험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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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로 넘어오면서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동시에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기술이 발달하였
다. 일반인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전자 기기를 사용하여 정보를 쉽게 획득하는 반면 시각장애인은 여전히 정보의 사
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휴대가 가능한 착용형 전자 점자 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착용형 전자 점자 기기가 차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형태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글 점자의 특성에 맞추어 점자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별하여 제시하는 인터페이스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 설계를 제안한다.

Abstract
Since we are living i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lso so-called as digital society,
the importance of obtaining information is greater than any times, and thus the technology for
acquisition of information has been improved rapidly. However, blind people are still limited to
take those advantages. To solve this issues, many researchers are focusing on developing
wearable electronic braille devic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nterface device for Korean
braille. The interface we propose has advantage of using multi braille cells with representing
first, middle, bottom components of Korean braille to increase read efficiency for blind people.
Our experimental subject test validates the efficacy of the proposed interface.
핵심어: Wearable electronic braille device, Braille interface. Korean braille, Multi stimuli, Multi braille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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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로 정보의 중요성이 극대화 되면서
동시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근래
에 사람들은 태블릿 피시(tablet PC)나 스마트 폰(smart

점자 출력 장치의 소형화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압전소자(piezoelectric

material)[3],

또는

고분자

유체

(dielectric elastomer)[4]를 이용하여 점자 핀이 기계적으로 출
력되는 장치의 구동 방식 제작을 다루고 있다.

phone) 등의 장치와 전자책(e-Book)이라는 플랫폼(platform)

다음은 이러한 출력 장치를 이용하여 어떤 식으로 사용자와

을 통하여 단순한 독서에서부터 최신 지식을 담고 있는 뉴스까

상호작용 할 것인지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로 포항공과

지 모든 정보 매체에 쉽게 접근한다.

대학교와 LG전자 단말 연구소에서 진행한 점자 출력 장치의 사

반면 시각장애인은 이러한 현상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획득을 보조하는 정보 단말기는 일반인들
의 편의성만을 바탕으로 제작하여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용자에 대한 수동적/능동적 읽기에 따른 인식률과 응답속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와[5] 성균관대학교 인터렉션 사이언스 학과에
서 진행된 착용형 전자 점자 기기의 점자 진동 출력 방식에 대
한 비교 평가 연구 결과가 있다.[6]

기회를 고려하지 않는다.[1] 오히려 전맹(total blindness)의 유

마지막으로 전자 점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일한 의사소통 수단인 점자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어 왔음에도

(Platform)을 만드는 연구로 묵자를 점자로 바꾸는 알고리즘

불구하고 점자와 관련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며 점자책의 공

등 소프트웨어적인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7],[8]

급은 수요를 쫒아가지 못하고 점자 관련 공학 보조기기의 수와
점자 도서관 전담 사서관의 수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2]

본 연구의 초점은 두번째 주제인 장치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
용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로 앞서 언급한 착용형 점자 출력

더하여 집이나 학교, 혹은 타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방식의 비교평가[5]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선 연구에서는 점자

수 있는 기존 휴대용 점자 단말기의 경우 단가가 비싸며 무게와

출력 장치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능동적 읽기와 수동적 읽기의

부피도 있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효율성에 대하여 논하였다면 본 연구는 수동적 읽기 내에서 단

이러한 휴대용 점자 단말기를 대체하기 위해 오디오북(audio
book)과 같은 대체 기기의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시각장
애인이 외부와 소통하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감각기
관인 청각을 단절 시킨다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
다.점자가 배우기 쉽지 않다는 학습 문제 외 이러한 이슈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점자 가독인구가 6%에 남짓한 낮은 수치를 보

일 자극이 아닌 다수의 자극을 사용하여 이를 한개 이상의 손가
락에 짧은 시간에 한 단어 이상을 출력한 후 이에 대한 인식률
과 학습에 따른 향상 효과를 체크하는 실험 방식으로 차이를 두
고 있다. 또한 한글 점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 개의 손가락에
주는 자극을 각각 자음, 모음, 종성을 구별하여 한국인에 더욱
적합한 착용형 전자 점자 기기의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이는 현상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휴대가 가능한 착용형 전자
점자 기기를 개발하려는 이전의 연구들과 흐름을 같이하며 착용
형 전자 점자 장치에 맞는 출력 인터페이스의 효율성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이 결과를 적용하여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
는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2. Previous Research
서론에서 말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휴대용 점자 전자

그림 1. 착용형 전자 점자 기기 인터페이스

기기와 관련된 연구의 형태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자극을 생성하는

3. Experiment Design

중앙 출력 장치를 포함한 하드웨어(hardware) 부문, 두번째는

본 연구의 실험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추후 미래의 착용

장치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형 점자 기기의 형태에 맞는 점자 출력의 인터페이스의 효율성

인터페이스(interface) 부문, 세번째는 장치를 통해서 제공 될

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계 되었다. 실험의 주 목적은 검지, 중

서비스에 대한 소프트웨어(software) 부문 연구가 있다. 이와

지, 약지의 세 손가락에 일정 속도로 점자를 수동 출력 시켜줄

관련되어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리뷰하고 본 연구와의 연계

경우에 피험자의 자극 인지 및 해석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점을 논하려 한다.

를 평가하는 것으로 피험자 대상은 점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먼저 착용형 전자 점자 기기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일반인과 시각 장애인으로 이루어진다. 독립 변인인 촉각 자극

은 2-9개의 점자로 이루어진 한글 점자 단어이며 종속 변인으
로 이 자극에 대한 인식률을 평가한다. 피험자는 간단한 자
신의 인사 정보와 함께 점자에 대한 숙련도를 상중하로 표
기 한 후 어떠한 형태의 자극과 촉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미리 설명과 함께 프리테스트(pre-test)를 받는다.
이후 자체 제작한 실험 장치를 동작시켜 피험자는 각 단계에
서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에 각각 단어 내 한 글자의 자음,
모음, 종성을 1 세트로, 총 3 세트, 즉 세 글자로 구성된 한 단
어의 점자 자극을 제시 받는다.(e.g. 선생님, 강아지, 고양이
등) 자극을 경험한 피험자는 자신이 전달 받은 자극 단어의 내
용을 구두로 실험자에게 전달하고 실험자는 실제 주어진 단어
자극과 피험자가 이해한 단어를 비교하여 인식률을 체크한다.

4. Experiment Device
실험에서 사용되는 프로토타입(prototype)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서보모터를 이용한 수동 점자 출력 장치의 메커니즘을
차용하되 [5] 싱글 셀(single cell)이 아닌 멀티 셀(multi cell)

그림 4 점자 구동부

을 구성하여 동시에 세 손가락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제작하였
다. 해당 장치는 코드비젼(codevision)을 통하여 미리 입력된
점자 세 단어를 구성하는 핀이 시간차를 두고 출력 될 수 있도

5. Result

록 아트메가128(atmega128)회로에 컴파일(compile) 및 입
력되었다.

그림 5 파일럿 테스트

상기에서 설계된 실험과 장치를 가지고 직접 시각장애인
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나 수동적 읽기 방
그림 2. 실험 장치 3D 모델링

식에 익숙한 실험 참가자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중 셀의 능동적 읽기에 대한 단기간 내 학습의 효과를 확
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림 6와 같이 자극을
3핀, 3셀로 보다 단순화 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하
였다.
이 결과, 실험의 초기에는 피험자의 자극 인식률이 50%~
70%로 높은 편이 아니지만 4회 이상의 실험을 거치면
80%-100%에 이르는 정확도 높은 수준의 인식률을 보였기
때문에 기존에 본 연구에서 세운 학습의 효과에 대한 가설
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 점자 출력부

을 제시하는 속도의 변화에 따른 인식률 등을 평가한다면
보다 확실한 인터페이스의 사용성 평가 결과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한글 점자의 구성을 분석하여 초성, 중성,
종성의 단위로 자극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영어의 구조와는 다르므로 추후에는 영어의 구조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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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정 된 자극 출력부

6. Discussion
휴대용 전자 점자 기기가 소형화가 되어가는 흐름은 책이
전자책이 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가 소형화 되
어 가는 과정과 같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여 현재 시각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에 있는
정보 비대칭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치의 소형
화를 위한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소형화 된 장치를 효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동적 점자 자극을 한글 점자의 특성에 맞추어
다수로 나누어 주는 인터페이스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실
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7. Future Work
본 연구에서는 실험 기간과 실험 참가자의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해 최초 이상적으로 제시한 실험 방식과 동시
에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변인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한계
가 있다. 예를 들면 자극 제시 수를 엄지까지 포함하여 네
손가락에 줄 경우의 인식률 및 응답 속도 추이, 출력되는 핀
을 구성하는 재질의 촉감에 따른 인식률, 핀을 출력하는 장
치의 수직으로 밀어주는 힘의 강도에 따른 인식률, 각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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