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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지는 실명, 시력 장애 및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현재 데이지는 HTML 문서
기반의 데이지 2.02 버전에 이어서 XML 문서 기반의 데이지 3 버전까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데이지 3 버전에 대한 소프트웨어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지 3 버전에 대해
서술하고 XML 파일을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용 모바일 데이지 3 버전 뷰어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을
서술한다.

1. 데이지 3 버전 도서 구조

Ⅰ. 서 론

데이지 3 버전의 도서 구조는 표 1 과 같다. XML 파일은
DTBook(Digital Talking Book) DTD(Document Type
Definition)라고도 하며 텍스트 콘텐츠 파일이다. NCX 파일은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며 각 탐색 지점은 SMIL(Synchronized
Multimedia Integration Language) 파일을 통해 오디오 및
XML 텍스트 콘텐츠 파일의 해당 위치에 연결된다[4].
표 Ⅰ 데이지 3 의 도서 구조
그림 Ⅰ 세계 실명 인구 수의 증가[1]

확장자

2010 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인 그림 1 과 같이 시각

OPF

장애인의 인구 수가 점점 증가할 추세로 전망되고 있다.
데이지는 이러한 실명, 시력 장애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XML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2]. 지금까지 많은
점자정보단말기들이 개발되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줄여

NCX

주고 있지만 현재 점자정보단말기로 데이지 3 버전을
지원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SMIL

환경에서 데이지 3 버전의 구조를 파악한 후
점자정보단말기와 연동되는 데이지 3 버전의 뷰어를 구성하기

RES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기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구현하고 실행 결과를 보인다[3].
Ⅱ. 관련 연구

설명
OEBPS (Open eBook Publication Structure)로
책의 서지 정보 포함.
적절한 마크 업과 함께 책의 일부 또는 모든
텍스트가 포함 된 텍스트 콘텐츠 파일
사용자가 탐색 할 수 있는 책의 모든 지점을
포함하는 파일
오디오 및 텍스트 콘텐트 파일을 링크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파일
이동 정보를 표현하는 텍스트 세그먼트, 오디오
클립, 이미지 등을 포함하는 파일
MP3, JPG, CSS

Ⅲ. 뷰어 설계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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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지 3 버전의 유효성 검사
데이지 3 버전은 데이지 3 버전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SD 카드 내의 모든 파일
및 폴더를 검색하여 폴더 내에 데이지 3 버전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가 있다면 데이지 3 버전 폴더로 인식하는 조건

그림 V 태블릿(점자정보단말기)와 스마트폰의 연동 과정[7]

문을 정한다.

텍스트 출력은 그림 IV 과 같이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2. 텍스트 출력

점자정보단말기를 대신한 태블릿에 스마트폰에서 점자
데이터를 받아 출력 할 셀을 정해진 규격에 맞게 표시한다.
그림 V 과 같이 스마트폰은 태블릿의 입력을 블루투스를
통하여 수신하며 텍스트들을 점역하고 해당 데이터를
태블릿에 송신한다. MP3 출력은 스마트폰의 스피커에서
선택한 도서의 해당하는 내용의 음성파일을 재생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 데이지 3 버전의 파일 구조를 분석하여 뷰어

그림 Ⅱ 데이지 3 버전의 XML 의 태그 트리

설계 시의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뷰어 설계 고려사항을
본 논문에서 텍스트 출력은 XML 을 기반으로 하며 그림

기초하여 데이지 3 버전의 유효성 검사, <level>별 구분, 빠른

Ⅱ와 같이<level1>에서 <level6>까지 태그를 깊이 속성으로

텍스트 출력, 텍스트-점자 변환, MP3 재생 기능,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책 제작자는 <level> 태그로 파트,

점자정보단말기의 입력 송수신 기능을 갖춘 안드로이드 환경

장, 절 등을 구별한다. 이에 따라 임의로 파트, 장 절을

데이지 3 버전 뷰어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구분하여 출력이 가능하다[4]. 직접 XML 에서 출력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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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디오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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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태블릿

(b) 스마트폰

그림 IV 태블릿와 스마트폰에서 텍스트를 출력한 모습

0827

변환

소프트웨어

개발”.

한국종합컴퓨터학술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