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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기기를 통해 사람들은 시각적인 수단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TTS나 음성인식 등의 기술로 제한적인 정보접근이 가
능하다. 최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점자정보단말기가 개발되었지만 점자를 짧게 여러 번 제한적으
로 표시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의 한계를 인지하고 보다 편리한 점자정보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인 전자책 점자리더를 개발 및 연구한 내용을 소개한다. 이 시스템은 모바일 기기인 스마트
폰의 연산을 통해 점자정보단말기로 가정한 태블릿과 송/수신하여, 텍스트(영어)를 시각장애인이 효율적
으로 읽을 수 있도록 태블릿에 점자를 표현한다. 또한, 본 연구는 텍스트를 점역 하는 데에 발생한 문제
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한다.

1. 서 론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PC와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하지만, 이 정보들은 대부분 글이나
동영상 등의 시각적인 매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이다.
시각적인 수단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므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정보의
접근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점자정보단말기가 개발되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있지만 더욱 효율적인 점자정보단말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실감하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점자정보단말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해당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사용할
전자책
점자리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며 발생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해결한 사항들을 서술한다.

글을 한 줄로만 짧게 제한적으로 나타내어 많은 내용의
글을 보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기능과 성능이
좋지만 가격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다소 부담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점자를 보다 여러 줄로
표현하여 비교적 편리하면서, 적절한 기능과 성능을
갖추어 시각장애인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개발하고, 그에 중점적으로 쓰일
점자리더 어플리케이션을 그림 1 과 같이 연구하였다.

2. 제안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리더 시스템
최근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점자정보단말기가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점역을 마친

1975

그림 1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자책 점자리더
어플리케이션의 개념적인 동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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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aisy 와 EPUB 을 통한 전자책 점역 구현 및 연구
본 연구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Daisy
컨소시엄의 Daisy v2.02와 전자책 표준을 대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IDPF(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의 EPUB2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 앞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리더를 연구 및 개발한 사례들을 참조한다[1].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Daisy v2.02 파일과
EPUB파일을 분석하여 이를 텍스트를 추출하고, 이
텍스트를 점역하여 점자로 표현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초기 과정으로 전자책 파일 분석을 그림 2 와 같이
진행한다. [4]-[6].

페이지는 2차원 바이트 배열변수로 정의한다. 텍스트를
점역하면 문자의 수 보다 점자의 수가 더 많아지므로
표시하려는
텍스트가
점자정보단말기에
표시하는
점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텍스트를
점역한
점자데이터가
점자정보단말기에 표시될 총 점자의 개수를 넘지
않도록 점자의 개수를 계산하는 조건문을 정하여,
텍스트를 점역함과 동시에 앞서 설명한 2차원 바이트
배열 변수에 할당한다.

그림 2 Daisy와 EPUB파일을 분석 및
점역하는 과정

그림 3 태블릿(점자정보단말기)에 출력되는
점자의 총 개수의 예

2.2 Daisy v2.02 의 텍스트 추출

3. 구현 및 결과

Daisy v2.02는 한 도서당 하나의 폴더로 되어있다. 그
중, 책의 내용에 해당하는 파일의 텍스트는 총 3가지
타입으로 분류된다. 책의 내용에 해당하는 ‘LEVEL’, 그
밖에 ‘PAGENUMBER’, ‘UNKNOWN’이 있으며 타입을
지정하지 않은 텍스트도 존재한다. 이 타입들을
구별하는 조건문을 삽입하여 텍스트를 인덱싱 한 후,
원문에 있는 텍스트를 모두 읽어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기존의 Daisy 분석 오픈소스는
MP3와 텍스트를 동시에 듣거나 볼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mil파일에 지정된 ID값을 기준으로
텍스트파일과 MP3파일의 절대경로를 나누어 분석 및
처리해야 한다[4].

본 연구는 Daisy v2.02 오픈소스인 android-daisyepub-reader와 EPUB2 오픈소스인 Epublib, 그리고
HTML 분석 라이브러리인 Jsoup을 사용한다[4]-[6].
테스트 환경은 Galaxy S6, Galaxy Tab S2을 사용한다.
샘플 데이터는 Daisy 컨소시엄에서 제공하는 Daisy
v2.02 샘플과 책 제작 소프트웨어 웹사이트인 Press
Books에서 EPUB 샘플파일을 참조한다[2], [3].

2.3 EPUB2 의 텍스트 추출
EPUB2의 파일은 Daisy의 경우와는 다르게 하나의
압축파일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EPUB분석
라이브러리인 Epublib을 이용한다. Epublib은 파일을
HTML형식으로
데이터를
얻어,
HTML
분석
라이브러리인 Jsoup 라이브러리로 전자책의 원하는
부분의 챕터나 본문을 텍스트로 추출한다[5], [6].
2.4 제한된 점자의 수에 맞는 텍스트 변환 및 표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점자데이터의 형식을 바이트
변수로 지정한다. 그림 3 과 같이 점자를 여러 줄로
표시하기 위하여 점자정보단말기에 표시할 점자 한
1976

(a) 태블릿

(b) 스마트폰

그림 4 본 연구에서 구현한 점자리더를
실행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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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와 같이 (a)에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점자정보단말기를
가정한
태블릿에, 스마트폰에서
점자데이터를 받아 출력할 셀을 정해진 규격에 맞게
표시한다. (b)는 (a)의 입력을 수신하여, Daisy 와
EPUB의 텍스트를 점역하고 해당 데이터를 (a)로
송신한다. 그 결과 Daisy와 EPUB파일의 모든 내용을
정상적으로 출력하였으며, 태블릿의 점자 셀에 표시할
글이 잘리거나 누락되지 않았다.
4. 결 론

본 논문은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에 탑재할 전자책 점자리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시스템은 Daisy,
EPUB 파일 분석 및 텍스트 추출과 텍스트-점자 변환
점자정보단말기로
과정을 스마트폰에서 연산하여,
가정한 태블릿으로 사용자 입력과 점자데이터 출력을
송/수신하여 표현한다. 텍스트를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점자정보로 표현하는 과정과 텍스트 점역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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