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서보조기기를 이용한 
시각장애인 체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Alternative Materials for the 
Visually Impaired Using Reading Aids Devices

황 신 애 (Shin-Ae Hwang)**

이 승 민 (Seungmin Lee)***

 록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의 독서보조기기를 이용한 정보 근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문제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독서보조기기를 이용한 체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주된 목 을 두고 있다. 

이를 해 시각장애인 성인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으며, 설문 분석 결과를 통해 독서보조기기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요인을 여섯 가지 측면으로 도출하 다. 도출한 제한요인을 심으로 

독서보조기기 이용 활성화를 한 방안을 정책 , 운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하 다. 정책  측면에서는 

가의 독서보조기기 개발, 독서보조기기 지원 정책에 한 인지도 제고, 독서보조기기 용성 향상을 한 

웹 표  지침 수 방안을 제안하 으며, 운  측면에서는 시각 이외에 청각 활용 기능의 보강, 독서보조기기 

활용 련 정보서비스 확충, 독서보조기기의 휴 성 강화 등을 제안하 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limitations and problems in access to information 

using reading aids devices for the visually impaired and to suggest ways to activate the use 

of alternative materials using reading aids devices. A survey was conducted on adults with 

visual impairment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of limitation in using reading aids devices. 

The analysis resulted in six aspects of limiting factors in activating the use of reading aids 

devices. The approaches for activating the use of reading aids devices were proposed by dividing 

them into policy and operational aspects, focusing on the limiting factors derived. Policy aspects 

suggested developing low-cost reading aids devices, increasing awareness of the devices, and 

complying with Web standard guidelines for improving the applicability of the devices, while 

operational aspects suggested reinforcing hearing-use functions, expanding information services 

related to reading aids devices, and enhancing portability of the devices.

키워드: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체자료

Visual Impairment, People Visually Impaired, Reading Aids Device, Alternative Materials

*
**
***

이 논문은 2020년도 앙 학교 교육 학원 문헌정보교육 공 석사학 논문을 축약한 것임.

앙 학교 교육 학원 문헌정보교육 공 석사(hsa1009@seoul.go.kr) (제1 자)

앙 학교 사회과학 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ableman@cau.ac.kr) (교신 자)

논문 수일자 : 2020년 8월 25일   논문심사일자 : 2020년 9월 7일   게재확정일자 : 2020년 9월 10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3): 191-211, 202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0.31.3.191



19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1권 제3호 2020

1. 서 론

정보기술의 진화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지

닌 사람들이 정보에 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 왔다. 이러한 진화는 여

러 가지 유형의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양질의 

정보에 근하고 이를 활용하며, 보다 많은 독

서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요구를 충족시켜 주

는데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가운데, 

체자료와 독서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의 정

보 근성 확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며, 

이에 정보기술을 용한 다양한 독서보조기기

가 개발  보 되고 있다.

진화하는 정보기술이 체자료  독서보조

기기의 제작에 목되면서, 그동안 문제로 지

되어 온 장애인 정보 근성의 시간 , 비용

 한계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의 발   보 은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

인들이 이 보다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

우 비장애인에 비해 여 히 정보 근에 있어

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검색

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로 인해 정보 소외의 문

제를 겪고 있다. 이에 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

가 두되고 있으나, 표 인 요인으로는 

체자료와 독서보조기기의 제작에 있어 시각장

애인의 특성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한 시각장애인들은 출

사의 납본, 장애인도서 의 제작 과정을 통

해 자 일 형태로 생성된 체자료를 이용해

서 독서를 하는 경우가 부분이며, 이러한 과

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기 활

용의 어려움, 근성 문제 등이 독서활동  정

보 근에서의 어려움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외

에도 체자료의 양  부족과 시성의 문제, 

그리고 독서보조기기를 이용해 체자료를 가

독하는 과정 등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이용에 

있어 여 히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독서  정보 근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정보문

제를 해결하기 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개

선방안이 제안되어 왔다. 하지만 지 까지 시

각장애인의 정보 근과 련된 연구는 시각장

애인을 한 체자료에 을 두고 있으며, 

체자료의 이용을 한 독서보조기기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독서보조

기기를 이용한 체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독서보조기기의 이용에 있어서 발

생하는 해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각

장애인들의 독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독서보

조기기의 이용 황을 고찰하고, 시각장애인들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재 독서보

조기기의 이용에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직면

하는 어려움을 실증 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독서보조기기의 활성화를 한 

방안을 거시 으로는 정책  측면, 미시 으로

는 운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국내 장애인의 장애 유형

2018년 기 , 국내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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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2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세계

으로는 약 13억 명이 시각장애를 지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

하면,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별 인구 분포는 지

체 장애 2,585,876명, 시각장애 252,957명, 청각

장애 342,582명, 언어장애 20,744명, 지 장애 

206,9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 근성의 측

면에서 보면, 시각장애는 다른 유형의 장애에 

비해 정보에 근할 수 있는 환경에 상당히 많

은 제약이 있으며, 따라서 부분의 장애인 

체자료들은 시각을 주로 구성되고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2018년 장애 유형별 체자료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이 39.9%로 

체자료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발달

장애인(13.3%), 청각장애인(13.1%), 지체장애

인(12.0%) 순으로 체자료의 이용률에 차이

를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장애 유형 체자료 이용 경험(%)

시각 39.9

청각 13.1

발달 13.3

지체 12.0

<표 1> 장애 유형에 따른 체자료 이용 비율 

(국립장애인도서  2018, 86)

장애인 정보 근성은 장애인들이 사회생활

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인 측면 가운데 

하나이며, 장애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체자료의 이용 비율은 시각장애

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정보 근성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체자료  독서보조기

기의 마련이 시 한 시각장애인들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2 도서 계에서의 시각장애인

1999년 국제도서 연맹(International Feder- 

ation of Library and Associations: IFLA)에서 

발표한 ‘도서 과 지  자유에 한 선언(IFLA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에서는 “도서 은 모든 이용자들이 

자료와 서비스에 공평하게 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근은 인종, 성별, 나이 

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안된다”라

고 명시하고 있다(IFLA 1999). 이는 도서 의 

자료와 서비스에 한 보편  근성을 강조한 

것이며, ‘모든 이용자들’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

도 포함이 되는 것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해균, 김성애, 김정  2007). 이와 함께, 각

국의 도서 법에서도 장애인에 해 정의를 하

고 이들을 한 정책 , 제도  방안을 마련하

고 있으나, 부분은 독서장애 측면으로 집

되어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도서 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자

료  문제를 들 수 있데, 자료  장애는 도서

의 자료를 있는 그 로는 이용할 수 없는 장애

를 의미하며, 시력이나 시야에 장애가 있어 

으로 책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경우가 이

에 해당한다(안인자 2012, 189). 특히 우리나

라의 도서 법에서는 독서장애인의 측면에 집

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료  장벽’이라는 용

어를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의 독서활동을 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 으로 명시하고 

있다. 도서 법에서의 이러한 언 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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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을 해소하기 한 방안으로 이어져 왔으

며, 시각장애인들에게 체자료에 한 근

을 제공할 수 있는 독서보조기기의 제작에 

한 보다 극 인 지원의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하지만 체 시각장애인의 정보요구를 충족

시키는데 있어서는 체자료의 보 이 양 , 질

으로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한, 자정

보단말기, 학문자 독기, 독서확 기 등은 고

가의 첨단 기기이기 때문에, 일반 시각장애인들

이 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한계가 존재

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용 체자료는 

국립 앙도서 과 장애인도서 에서 상 으

로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의 공공도서 이

나 복지 , 민간도서  등에서는 체자료를 이

용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문제도 계속해서 두

되고 있다.

2.3 체자료  독서보조기기

시각장애인의 정보 근에 있어 체자료와 

독서보조기기는 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체자료는 일반 으로 비장애인이 묵자로 읽는 

책이나 인쇄물을 장애인들의 장애 특성에 맞게 

제작한 자료를 통칭한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박연주, 하경희 2014, 78). 이와 유사하게, 박

성의(2013, 5)는 일반 으로 리 사용되고 있

는 자료 형태, 즉 인쇄자료, 자자료, 인터넷 

자료 등에 근하여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

는 장애인을 해 이들이 근  활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 체자료를 정의하고 있

으며, 재 우리나라에서 제작하고 있는 자

자자료, 자자료, DAISY 자료, 녹음자료, 화

면해설 상자료, 수화 상자료, 자막삽입자료, 

수화번역자료를 총칭한 자료로 설명하고 있다.

IFLA는 체자료를 녹음형 자료(talking books, 

newspaers and periodicals), 확 도서(large 

print books), 읽기 쉬운 도서(easy-to-read 

books), 자도서(braille books), 수화삽입

상(video/DVD books with subtitles and/or 

sign language), 자도서(e-books), 각그림

도서(tactile picture books) 등 총 7개의 유형으

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Irvall and Nielsen 

2005). 이들 각각의 유형은 고유한 특성을 보이

며, 따라서 이들 체자료를 이용하기 해서는 

다양한 독서보조기기가 필요하다. 이와 련해

서, 정승민, 손소희, 김동아(2019, 999)는 독서

보조기기를 “장애인 등의 신체 ․정신  기능

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 정의

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조기구, 보조공학기기,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총칭하는 것으로 독서보

조기기를 설명하고 있다(박성의 2013, 5).

이들 정의를 종합해 보면, 독서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체자료 이용  정보 근성 확보

를 한 필수 인 도구이다. 특히 진화하는 정

보기술을 용한 체자료  독서보조기기가 

제작  보 되고 있으며, 용하는 정보기술

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Niran 2015).

시력 장애인의 정보 근성 확보를 한 독

서보조기기는 기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크게 

활자인지 보조기기, 웹 근성 보조기기, 이동 

보조기기로 구분할 수 있다. 활자인지 보조기

기로는 돋보기, 독서 확 기, 휴 용 독서 확

기 등을 들 수 있으며, 모두 자를 크게 키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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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색상 반 을 이용해 보다 렷한 인지를 돕

는 기기이다. 웹 근성 보조기기는 컴퓨터 화

면 확 경이나 스마트폰 화면 확 경 등이 있으

며, 부분 시각정보를 확 하거나 음성으로 변

환하는 소 트웨어를 자체 운 체제에서 지원

하고 있다(Beal and Rosenblum 2018). 하지만 

음성 지원 서비스는 소음이 심한 외부에서는 사

용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2.4 체자료  독서보조기기 이용 황  

한계

2013년 6월, 모로코 마라 시(Marrakesh)에

서 열린 회의에서 세계지 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가 채택한 국제법인 마라 시 조약(Marrakesh 

Treaty)은 시각 손상  시야 장애 는 읽기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  장애로 인해 정상

으로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한 조약으

로, 시각장애인들을 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

은 작권자의 허가가 없이도 어문 작물을 시

각장애인을 한 체자료 형태로 복제하여 시

각장애인들에게 배포  수입, 수출할 수 있음

을 명시하고 있다(한국 작권 원회 2015, 33). 

우리나라에서도 ｢ 작권법 제33조｣ 등에서 이

러한 내용을 규정하여 마라 시 조약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남형두 2015, 414).

이와 같이, 장애인의 정보 근을 한 여러 

가지 방안이 국제 , 국내 으로 마련되고 있

으며, 장애인들의 정보활용을 해 다양한 

체자료  독서보조기기가 제작․보 되고 있

다. 하지만 독서보조기기 이용 실태 측면에서 

보면, 2018년의 경우 독서보조기기를 이용한 

경험은 체 장애인의 27.3%이며, 장애인들의 

최근 1년간 체자료 이용 경험은 19.7%로 나

타났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60.1%는 독서보조

기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체자료를 이용

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2%는 

체자료의 존재조차 모르는 상황으로, 체자

료 근성이 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국립장애인도서  2018). 특히 시각장애

인들의 반 이상(53.1%)은 보조기기 혹은 소

트 웨어가 반드시 있어야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독서

활동 혹은 정보 근성을 해서는 독서보조기

기의 제작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근성 향상을 

해서는 실제 이용자들을 상으로 행 독서보

조기기 이용에서 발생하는 한계  이용의 

해 요인을 분석하는 실증 인 과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독서활동  정

보 근성과 련된 부분의 연구는 DAISY 

등 체자료에 집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독서보조기기에 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

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심으로 

독서보조기기의 활용성을 높이기 해, 독서보

조기기의 기능 개선사항, 독서보조기기로 이용 

가능한 콘텐츠, 시각장애 유형에 따른 기능 등

의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독서보조기기 이용에

서의 제한 요인들을 실증 으로 도출하고, 이

를 기반으로 독서보조기기의 이용 활성화를 

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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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 유형 가운데 

시각장애를 심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독서보

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요인을 분

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독서보조기기를 보다 실

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상으로 독서보조기기의 이용과 련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여 재의 독서보조기기의 문제

을 실증 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3.1 설문 항목 구성

독서보조기기 이용에서의 제한요인을 분석

하기 해서는 우선 독서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목 , 독서보조기기 이용에서의 만족도, 불편사

항 등을 악해야 하며, 이와 함께 시각장애의 

정도 혹은 유형에 한 면 한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독서보조기기의 이용

과 련한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심으로 

구조화된 설문항목을 구성하 다(<표 2> 참조).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문항목은 총 

5개 카테고리의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인구 통계  특성

을 조사하기 한 항목을 구성하여 성별, 나이, 

직업, 최종학력 등의 기본 인 사항들이 독서

보조기기 이용과 어떤 련성이 있는지 입증하

고자 한다. 이와 함께, 장애 련 사항을 조사하

기 한 항목을 구성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지닌 

장애의 유형  정도를 분석하고, 독서보조기

기의 이용  독서보조기기에 한 인식 정도

를 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서보조기기 

항목 조사내용 항목 수 련 연구

인구 통계  

특성

성별

4
연령

직업

학력

장애 련 사항

장애 정도

3
박연주(2014),

김정심, 남 , 서만덕(2015)
장애 시기  장애 기간

특수학교 교육 여부

독서보조기기 

근성 요인

이용 빈도

4

박성의(2013), 

장원홍, 오삼균(2015),

환, 이혜경, 이진 (2015),

정선민, 손소희, 김동아(2019), 

국립장애인도서 (2016)

독서보조기기 활용 능력

제공 기 의 근성 수

기능

독서보조기기 

인식도 요인

가격
2 오선경(2017)

정책

보조기기 

이용 해요인

보조기기 개선할 사항
2

국립 앙도서 (2018),

한국장애인고용 진공단 고용개발원(2008), 

최미나(2011)보조기기 활용도 조사  활용 해 이유

<표 2> 설문 항목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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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해요인을 악하여 주된 문제 을 도출

하고, 해당 문제 에 한 응답자들의 개선 의

견을 악하고자 한다.

3.2 데이터 수집

독서보조기기 이용의 제한요인을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의 신뢰도

를 확보하기 해, 국 시각장애인복지 , 장

애학생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각 

지역 지회, 기타 시각장애인 학생회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설문조사는 2020년 3

월 25일∼4월 5일까지의 10일 동안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수행하 으며, 총 194부를 배포

하여 응답이 불충분하게 기재된 2부를 제외한 

총 192부를 설문 분석의 상으로 삼았다. 수집

한 데이터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23.0 for Windows를 이용해 

분석을 수행하 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 방

법을 용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독서보조기기 

이용 행태  독서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

서 발생하는 제한요인을 분석하 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105명(54.7%), 

여자 87명(45.3%)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

∼40 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모바

일  웹 설문 형태로 응답을 진행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PC의 근이 어려운 계층인 고

령층(50 ∼60 )은 약 10% 정도로 소수이며, 

항목 구분 N(%)

성별
남자 105(54.7)

여자  87(45.3)

연령

20  63(32.8)

30  48(25.0)

40  63(32.8)

50  12(6.3)

60  이상   4(2.1)

무응답   2(1.0)

직업

학생  54(28.1)

교육계  26(13.5)

기  는 기업체  66(34.4)

자 업  14(7.3)

기타  20(10.4)

무응답  12(6.30)

최종학력

학교 재학 는 졸업   1(0.5)

고등학교 재학 는 졸업  33(17.2)

학교 재학 는 졸업 129(67.2)

학원 재학 는 졸업  29(15.1)

계 192(100.0)

<표 3> 연구 상의 인구통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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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20 에서 40 로 체 응답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은 학생 54명(28.1%), 교육계 

26명(13.5%), 기  는 기업체 66명(34.4%), 자

업 14명(7.3%), 기타 20명(10.4%)으로 나타

났으며, 최종학력은 학교 재학 는 졸업이 

129명(67.2%)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분석 결과

4.1 장애 련 특성

설문 응답자의 시각장애 련 특성을 살펴보

면, 장애 정도는 1 이 81.3%(N=156)으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발생 

시기는 선천  63.5%(N=122), 후천  24.5% 

N=47)로 선천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련해서는, 특수

학교를 졸업한 응답자가 부분(80.7%, N=155)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독서보조기기 이용 실태

4.2.1 독서보조기기의 유형

시각장애인을 한 독서보조기기 이용 정도

를 살펴보면, 맹  시력 시각장애인 모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기기를 이용

하는 비율이 91.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를 독서보조기기의 유형별로 구체 으로 살펴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독서보조기기는 스마

트기기(M=4.66)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스크

린리더(M=3.58), 자정보단말기(M=3.14), 

MP3 이어(M=2.31), 화면확 로그램

(M=2.27), DAISY 이어(M=2.17) 순으

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항목 구분 N(%)

장애 정도

1 156(81.3)

2  11(5.7)

3  11(5.7)

4   3(1.6)

5   2(1.0)

6   9(4.7)

시력

맹  85(44.3)

각  17(8.9)

약시/ 시력  90(46.9)

장애 발생시기

선천 122(63.5)

후천  47(24.5)

무응답  23(12.0)

특수학교 졸업 여부
155(80.7)

아니오  37(19.3)

계 192(100.0)

<표 4> 연구 상의 장애 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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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N(%) Mean±S.D

자정보단말기

이용하지 않음  60(31.3)

3.14±1.74

이용하지 않는 편임  22(11.5)

보통  14(7.3)

이용하는 편임  22(11.5)

매우 자주 이용함  73(38.0)

스크린리더

이용하지 않음  37(19.3)

3.58±1.60

이용하지 않는 편임  18(9.4)

보통  23(12.0)

이용하는 편임  21(10.9)

매우 자주 이용함  91(47.4)

DAISY 이어

이용하지 않음  83(43.2)

2.17±1.25

이용하지 않는 편임  33(17.2)

보통  43(22.4)

이용하는 편임  21(10.9)

매우 자주 이용함  10(5.2)

MP3 이어

이용하지 않음  83(43.2)

2.31±1.38

이용하지 않는 편임  24(12.5)

보통  42(21.9)

이용하는 편임  23(12.0)

매우 자주 이용함  18(9.4)

화면 확  로그램

이용하지 않음 104(54.2)

2.27±1.58

이용하지 않는 편임  15(7.8)

보통  17(8.9)

이용하는 편임  24(12.5)

매우 자주 이용함  30(15.6)

스마트기기

이용하지 않음   3(1.6)

4.66±0.74

이용하지 않는 편임   1(0.5)

보통  10(5.2)

이용하는 편임  29(15.1)

매우 자주 이용함 147(76.6)

<표 5> 독서보조기기의 유형

주목할 부분으로는 DAISY 이어와 MP3 

이어의 경우, 이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각각 60.4%(N=116)와 55.7%(N=107)로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응답자들은 독서가 

가능한 모바일 어 리 이션 등 스마트기기 어

리 이션을 독서보조기기로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들은 스마트기기를 

체자료이자 독서보조기기로 활용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를 제외한 독서보조기기를 이용하

지 않는 이유로 장애 정도와 시야 특성 등에 따

른 기능 부족의 문제를 지 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 정도와 시야 특성 등이 행 독서보

조기기에 명확하게 구 되지 않은 상황이 독서

보조기기의 활용도 하에 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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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할 수 있다.

4.2.2 독서보조기기의 기능

주로 활용하는 독서보조기기 기능 측면에서 

살펴보면, 속도 조  기능의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23.2%, N=132), 다음으로 스

트리   재생(17.5%, N=100), 페이지 목차 

이동(16.3%, N=93), 책갈피(19.6%, N=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이는 잔존 

시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맹 응답자들의 비율

이 시력 응답자에 비해 높은 상황이 향을 미

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하지만 자주 이용하

고 있는 기능이 속도 조  기능, 스트리   재

생 등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이라는 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기기의 음성 인 기능을 보다 

필요로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항목 N(%)

스트리   재생 100(17.5)

속도 조 132(23.2)

페이지 목차 이동  93(16.3)

모드 확  배율 조정  51(8.9)

책갈피 112(19.6)

색상 반  36(6.3)

개인 도서 업로드  42(7.4)

기타   4(0.7)

계 570(100.0)

<표 6> 주로 활용하는 독서보조기기의 기능 

( 복 응답)

4.2.3 독서보조기기에 한 인식도

독서보조기기 보   활용의 인식도를 확인하

기 해 독서보조기기의 여  구매 지원 정책

에 한 인지도를 분석하 다(<표 7> 참조). 분

석 결과, 독서보조기기에 해 인지를 하고 있는 

비율은 48.4%(N=93),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비

율은 18.2%(N=35)로 나타났다. 한, 정책에 

한 인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독서보조기기 가

격에 부담을 느끼는 응답이 67.8%(N=130)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정책에 한 인지도 제고와 

함께 가격의 조정과 같은 실제 인 정책의 마련

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2.4 독서보조기기 이용 기 에 한 만족도

체자료  독서보조기기를 제공해 주는 기

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주요 

정보원으로서의 역할 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독서보조기기를 제공해 주는 주요 기 에 한 

만족도를 분석하 다(<표 8> 참조). 분석 결과, 

국립장애인도서 에 해서는 정 인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40.6%, N=78), 보통으

로 응답한 비율 한 반(45.3%) 가까이 차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각장애인도서 과 

련해서는 만족을 느끼는 비율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47.4%, N=91), 보통으

로 응답한 비율 역시 국립장애인도서 과 유사

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43.2%, N=83). 이외

에 장애인 련 회 혹은 센터에 해서도 이들 

두 기 과 유사한 만족도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시각장애인도서 의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

은 이유는 다른 유형의 장애에 비해 시각장애

에 집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국립장애인도서

이 시각장애인도서 과 만족도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은 국립장애인도서 에서 신청자료 

제작, 독서보조기기 여, 자자료 출력, 책나

래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을 한 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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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N(%) Mean±S.D

독서보조기기 가격 부담 정도

 그 지 않다 10(5.2)

3.92±1.21

그 지 않다 18(9.4)

보통이다 33(17.2)

그 다 46(24.0)

매우 그 다 84(43.8)

독서보조기기 여  

구매지원 정책인지도

 그 지 않다 15(7.8)

3.39±1.12

그 지 않다 20(10.4)

보통이다 61(31.8)

그 다 62(32.3)

매우 그 다 31(16.1)

<표 7> 독서보조기기 인식도

항목 구분 N(%) Mean±S.D

국립장애인도서

매우 불만족  5(2.6)

3.34±0.91

불만족 22(11.5)

보통 87(45.3)

만족 58(30.2)

매우 만족 20(10.4)

시각장애인도서

매우 불만족  6(3.1)

3.45±0.88

불만족 12(6.3)

보통 83(43.2)

만족 71(37.0)

매우 만족 20(10.4)

기타 장애인 회 는 센터

매우 불만족  7(3.6)

3.10±0.84

불만족 30(15.6)

보통 99(51.6)

만족 48(25.0)

매우 만족  8(4.2)

<표 8> 주요 기 에 한 만족도

인 회 는 센터에서 운 하는 도서 은 시

설이나 장비에 련된 기 이 미흡하여 지원을 

받기 어렵고,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체자

료 제작사업 혹은 독서보조기기 여 사업 등 

시각장애인 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상 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4.3 시각장애인의 독서보조기기 이용 해

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들이 독

서보조기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독서보조기

기가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하게 반 하지 

못하고 있고, 기기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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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인 보 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존

재함을 확인하 다. 하지만 이는 독서보조기기

와 련된 운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 독서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

하다. 이에 시각장애인들을 상으로 독서보조

기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직면하는 어

려움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1 독서보조기기 이용 정도

시각장애인들이 독서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정

도를 살펴본 결과, 독서보조기기를 활용하지 않

는다는 부정 인 응답이 체의 71.9%(N=138)

로 나타났으며, 활용한다는 응답은 10.5%(N=20)

에 그치고 있다(<표 9> 참조). 

구분 N(%)

매우 그 다   8(4.2)

그 다  12(6.3)

보통이다  32(16.7)

별로 그 지 않다  56(29.2)

 그 지 않다  82(42.7)

무응답   2(1.0)

계 192(100.0)

<표 9> 재 이용 독서보조기기 활용 정도

독서보조기기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부정 인 의견을 제시한 응답

자들은 부분 독서보조기기의 높은 가격을 그 

이유로 언 하고 있으며, 이외에 휴 의 어려움, 

근성의 문제, 기능의 문제 등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원하는 기기의 종

류가 정해져 있다”, “독서보조기기도 문제지만 

이용할 자료 부족이 더 큰 문제라서 보유하고 있

는 독서보조기기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 “기기 

사용법이 복잡하고 잡다한 기능이 많고, 사용하

는 맹학교 교사들도 모르는 것들이 많은 실정이

다”, “ 자정보단말기의 경우 재 사용하는 기

계보다 신종 제품이 성능이 안좋은 것 같아 보완

책이 요구되는데 기존 제품이 단종되어 곤란한 

상황이다” 등을 이유로 언 하고 있다.

4.3.2 독서보조기기 이용에서의 문제

시각장애인들이 독서보조기기 이용에서 직

면하는 어려움으로는, ‘사후 리가 제 로 이루

어지지 않거나 차가 매우 복잡하다’가 32.8% 

(N=6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용법이 

어렵고 사용이 능숙하지 못하다’(19.8%, N=38), 

‘기능이나 성능이 부 하다.’(15.1%, N=29), 

‘기기 이외의 부가 인 장치가 필요하다’(10.9%, 

N=21) 순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구분 N(%)

사후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차가 매우 복잡하다.
 63(32.8)

사용법이 어렵고 사용이 능숙하지 

못하다.
 38(19.8)

기능이나 성능이 부 하다.  29(15.1)

기기 이외의 부가 인 장치가 

필요하다.
 21(10.9)

기타  25(13.0)

무응답  16(8.3)

계 192(100.0)

<표 10> 독서보조기기 사용 시 문제

이를 종합해 보면, 시각장애인들은 재 독

서보조기기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를 충분하

게 활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원

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이 가운데 



독서보조기기를 이용한 시각장애인 체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203

상당 부분은 독서보조기기와 련한 교육  

서비스 환경 미비와 연 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을 한 독서보조기기의 

개발  보  이외에도, 이들 기기의 사용을 

한 교육 기회 제공  기기의 기능에 한 사후

리 부분에서의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3.3 독서보조기기의 개선

시각장애인들의 독서활동  정보 근을 지

원하기 한 목 으로 제작, 보 되는 독서보

조기기는 근본 인 목 과는 달리 그 효율성이

나 실제 인 이용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행 독서보조기기의 

사용과 련하여 독서보조기기를 개선하기 

해 어떤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

다(<표 11> 참조). 

구분 N(%)

쉽고 편리한 가의 보조기기를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126(65.6)

독서보조기기를 여해 주었으면 

좋겠다.
 31(16.1)

독서보조기기 사용법에 해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17(8.9)

기타  17(8.9)

무응답   1(0.5)

체 192(100.0)

<표 11> 독서보조기기 개선

분석 결과, 응답자 부분이 독서보조기기의 

가격 개선과 이용의 편리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65.6%, N=126). 이외에도 독서보조

기기의 여(16.1%, N=31)와 독서보조기기 

사용법에 한 교육(8.9%, N=17) 등의 의견

이 제시되어, 독서보조기기의 가격과 이용의 

편의성 측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4.3.4 독서보조기기 제공 기 의 근성 수

독서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기 에 한 근

은 독서보조기기를 활용하거나 이에 한 인식

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독서보조기기 제공 기 에 한 

근성을 PC 기반과 스마트기기 기반으로 구분하

여 각각의 근성 수  측면에서의 만족도를 분

석하 다(<표 12> 참조). 분석 결과, PC를 통한 

기  근성(39.6%, N=76)에 비해 스마트기

기를 통한 기  근성(48.4%, N=93)이 상

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비율이 

높은 상황(<표 7> 참조)과 련된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체자료  독서보조기기 제

공 기 들이 스마트기기의 근성을 높이는 것

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 으

로 부족한 PC 근성 한 보완해야 함을 시사

하고 있다. 한 모바일  웹 근성 수 여부

가 독서보조기기 활용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

기 때문에 향후 이에 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독서보조

기기의 활용 측면에서는 스마트기기가 가장 많

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맹  시

력 시각장애인들은 스마트기기의 확  기능, 

연동된 편리한 기술에 한 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보조기기 활용의 문제

에서는 고가의 가격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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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N(%) Mean±S.D

PC 근성

매우 불만족 10(5.2)

3.24±0.97

불만족 26(13.5)

보통 80(41.7)

만족 60(31.3)

매우 만족 16(8.3)

스마트폰 근성

매우 불만족  5(2.6)

3.43±0.91

불만족 20(10.4)

보통 74(38.5)

만족 73(38.0)

매우 만족 20(10.4)

<표 12> 제공 기 의 근성 수

타났으며, 자주 이용하는 기능을 집약한 가

의 독서보조기기에 한 필요성이 두되었다. 

한 독서보조기기 보 을 한 국가의 지원 

 보편  여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정보 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한 요구가 나타났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을 한 부분의 체

자료  독서보조기기에는 시각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실제 시각

장애인들은 청각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에 의

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시각 이외에 청

각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의 보완 역시 시 한 

문제로 제시되었다. 한 재 맹 계층에 집

되어 있는 독서보조기기 제작을 벗어나 시

력 시각장애인을 한 독서보조기기의 필요성

이 제시되었다.

독서보조기기 제공 기  측면에서는, 국립장

애인도서  웹사이트의 근성 개선을 한 의

견이 제시되었으며, 웹사이트 상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사용법과 련한 교육 자료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한 독서보조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체자료의 수가 고, 제작 과정을 통

해 제공되는 체자료의 제작 속도가 늦거나 

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에 체자료

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두되었다.

  5. 독서보조기기 이용 활성화를 
한 개선방안

시각장애인의 독서와 련한 부분의 연구

들은 체자료에 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의 독서보조기기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한 시

각장애인의 장애 특성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

에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

로 인해 시각장애인과 련한 실증 인 연구는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

각장애인들의 독서보조기기 이용에 을 두

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을 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여 독서보조기기와 련한 실증

인 분석을 수행하 다는 에서 기존 연구들

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독서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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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한계  문제 들

을 실증 으로 도출한 결과, 시각장애인들을 

한 독서보조기기 활용에서의 제한요인으로

는 첫째, 시각장애인들의 일 유형별 이용 정

도를 반 하지 못하는 국가의 체자료 제작 

방향, 둘째, 시각장애 정도와 시야 특성 등을 독

서보조기기에 구 했는지 여부, 셋째, 독서보조

기기의 높은 가격과 여  구매지원 정책에 

한 낮은 인지도, 넷째, 사후 리와 어려운 사

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부재, 다섯째, 이

용기기의 휴 성과 매체 근성 여부, 여섯째, 

체자료의 청각 정보 지원 여부와 기능 등을 

표 인 제한요인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각장애인들의 독

서보조기기 이용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미시

, 거시  차원에서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로부터 분석․도출한 내용에 기반하

여, 독서보조기기의 이용 활성화를 한 개선방

안을 정책 , 운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하

고자 한다.

5.1 정책  측면 

정책 인 측면에서의 제한요인으로 도출된 

고가의 독서보조기기 가격 문제, 여  구매

지원 정책에 한 낮은 인지도 문제 등을 해결

하기 해서는 거시 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

요하다.

첫째,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기능만

을 집약한 가의 독서보조기기가 개발  보

될 필요가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독서보조기

기의 구매 가격이 고가라고 느끼고 있었으며,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수리에 소요되는 가격에

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장애가 있는 이용자가 자신의 장애 유형에 

맞는 체자료를 이용하기 해서는 독서보조

기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많은 기능이 포함된 고가의 독서보조기기보다

는 필수 기능만이 포함된 가의 독서보조기기

가 개발되어 경제  부담 없이 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향이라고 인

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고가

의 독서보조기기 구매에 있어 국가  비용 보

조 확 와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 우리나라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서 모든 장애인을 상으로 장애 정도, 사회 활

동 수 , 학업 여부, 생계 수  등을 평가하여 

선별 으로 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장애인의 경우 렴한 비용으로 보조기

기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공 자 주

의 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실제 수요자인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한 때에 독서보조기기를 

보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시각장애

인이 필요한 시기에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

는 정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서보조기기 여  구매지원 정책

에 한 낮은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독서보조기기 지원 

정책에 한 홍보 못지않게 시각장애인들이 

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체자료에 한 홍보

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장애 등록 시 부터 국

가에서 사례 리를 하여 독서보조기기  재

활 훈련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시각장애 정도

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한다면 독서보

조기기  지원 정책에 한 재의 낮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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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극복할 수 있고 독서보조기기 제공 기

의 서비스 만족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 독서보조기기 지원 정책

에 한 극  홍보도 요한 부분이며, 독서

보조기기 시연회를 개최하여 직  제품의 활용

성을 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독서보조기기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실제 인 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각장애인들이 독서에 활용하는 주된 

독서보조기기는 자정보단말기, 스크린리더 

로그램, 확 독서기 등으로 나타났으며, 독서

보조기기의 이용 정도에 있어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기기가 가장 많이 이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보조기기를 활용한 

체자료 활용에 있어서도 PC를 이용한 근

보다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근하는 비율

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독서보조기기 제공 

기 에 한 근성 만족도의 경우에도 PC 기

반의 근보다는 스마트기기 기반의 근성이 

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재 시각장애인은 국립장애인도서 , 시

각장애인복지  는 자도서 에서 구축한 

모바일 어 리 이션을 통하여 독서활동을 수

행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비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자책 어 리 이션이 

모바일 근성 지침을 수한다면, 시각장애인

을 한 별도의 체자료 제작 작업 없이도 보

다 많은 양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할 수 있다. 이는 체자료 제작의 가장 큰 

문제인 시간의 소요와 높은 비용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 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책을 제작하는 형 업체

들이 어 리 이션을 제작할 때 모바일 근성 

지침 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독서환경을 보다 효율 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책  측면에서의 개선이 이루

어진다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근성 제고  

독서보조기기에 한 근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독서환경을 넘어 

직업 재활 등의 다양한 재활 역에까지 정

 향을 미쳐 사회 진출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5.2 운  측면

독서보조기기 이용의 활성화를 해서는 이

용자 요구를 반 하지 못하는 국가의 체자료 

제작 방향 문제, 독서보조기기 사후 리에 한 

낮은 만족도 문제, 청각 보조기술을 보다 많이 

반 해야 하는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

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독서보조기기를 운

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해 제안

하는 방안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장애인도서 에서 공식 으로 배

포하는 일 유형의 비이용 요인을 분석하여 

체자료의 사용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 체자료의 일 유형에 따라 독서보조기

기의 이용 방식은 다르게 용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통 인 TXT 일, HWP 일, 

DOC 일 유형이 시각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일 유형인 데 반해, 국립장애인도서

에서 공식 으로 배포하는 체자료의 일 유

형은 용 어 리 이션이나 용 독서보조기

기를 통해서만 근할 수 있는 DAISY 일, 

자 일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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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해서는 DAISY 일의 이용률과 만족도

가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하여 시각장애인들에

게 공식 배포되는 체자료 일 유형의 사용

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독서보조기기에 한 낮은 만족도는 독

서보조기기의 활용 정도와 하게 연 되어 

있으며, 특히 독서보조기기를 보유하고도 그 기

능을 제 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사용 

방법에 한 교육의 미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웹 는 모바일로 근 가능한 독서보조

기기 이용 교육 콘텐츠를 구축하고 독서보조기

기와 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각

장애인들이 독서보조기기를 이용할 때 직면하

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로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한 독서보조기기의 이용과 

련한 교육을 제공한다면, 독서보조기기의 활

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각장애

인이 시간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웹  

모바일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독서보조기기의 휴 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시각을 보완하는 기능 이외에도 청각 보

조기술을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는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휴

성이 좋은 스마트기기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

는 독서보조기기 개발 시 반드시 휴 성이 고

려되어야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 시각

장애인들은 모드 확  등의 시각 보조기술보다

는 속도 조  등의 음성 보조 기능을 많이 사용

하고 있으며, 묵자나 자 등의 시각  각 

정보보다 TTS 음성이나 육성 등의 음성 보조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독서보조기기의 개발에 시각장애인들이 청

각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필

요하다.

6.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의 독서보조기기 이

용성, 활용성, 인식도, 만족도 등을 확인하여 

재 독서보조기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제한

요인을 도출하는데 을 두고 있다. 이를 

해 성인 시각장애인 192명을 상으로 독서보

조기기와 련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설문 

분석 결과,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장애 유형보

다 체자료 이용률과 독서율이 높게 나타났으

며, 독서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독서보조기

기에 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보조기기의 활용 측면에서는 스마트기

기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

트기기와 련된 어 리 이션  기기의 개발

에 한 요구 등이 도출되었으며, 독서보조기

기 활용의 문제 으로는 고가의 가격, 취약계

층에 한 선별  여  구매 지원의 문제, 

사후 리 미비 문제가 주된 문제로 확인되었다. 

한 독서보조기기를 통해 이용 가능한 콘텐츠 

 체자료의 양 인 부족, 독서보조기기를 

이용해 활용할 수 있는 체자료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오랜 시간 등이 독서보조기기를 활용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은 진화하는 정보

환경에 하게 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

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독서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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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한계  문제 들

을 실증 으로 도출한 결과, 시각장애인들을 

한 독서보조기기 활용에서의 제한요인으로는 

첫째, 시각장애인들의 일 유형별 이용 정도를 

반 하지 못하는 국가의 체자료 제작 방향, 

둘째, 시각장애 정도와 시야 특성 등을 독서보

조기기에 구 했는지 여부, 셋째, 독서보조기기

의 높은 가격과 여  구매지원 정책에 한 

낮은 인지도, 넷째, 사후 리와 어려운 사용법

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부재, 다섯째, 이용기

기의 휴 성과 매체 근성 여부, 여섯째, 체

자료의 청각 정보에 한 지원 여부와 기능 등

이 독서보조기기의 이용에 있어서의 표 인 

제한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도출된 독

서보조기기 이용의 제한요인을 기반으로 독서

보조기기 이용성 향상을 한 활성화 방안을 제

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독서보조기기 가격, 여  구매

지원 정책에 한 낮은 인지도, 모바일  웹 

근성 미 수 문제에 한 정책 인 해결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가의 독서보조기기 

가격 문제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활용하

는 기능만을 집약한 가의 독서보조기기 개발

이 필요하며, 보조기기 구매에 있어 국가  비

용 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여  

구매지원 정책에 한 낮은 인지도의 경우 독

서보조기기 이용 사례 리 의무화와 더불어 

홍보 채 의 다양화를 한 방안이 필요하다. 

모바일  웹 근성 미 수 문제의 경우, 모바

일 근성 정책이나 표 , 지침에 한 구체

인 기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비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모바일 독서 어 리 이션의 근성 

지침 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에

게도 비장애인들과 같은 독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국립장애인도서 에서 공식 으로 배

포하는 일 유형인 DAISY의 비이용 요인을 

분석하여 체자료 일 유형의 사용성 개선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선호하는 

체자료 일 유형과 국립장애인도서 에서 

배포하는 일 유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독서보조기기 이용률 하의 원인 가운데 하나

인 청각 활용 측면에 한 강화를 고려하여 시

각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에 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독서보조기기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교

육 콘텐츠 구축  독서보조기기와 련된 정

보를 제공해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하다. 이를 통해 독서보조기기의 사후 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재와 같이 수도권에 집

되어 있는 독서보조기기 서비스를 국에 걸쳐

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독서보조기기의 독서 기능을 특화한 교육 콘텐

츠 제작을 통해 독서보조기기 련 서비스의 

홍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 한 양질의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넷째, 독서보조기기를 제작할 때 기기의 휴

성을 고려하되, 시각을 보완하는 기능 이외

에도 청각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의 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각장애

인들이 독서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스마트기

기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 가운데 휴 성이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을 보

조하는 기능보다 음성 보조 기능을 많이 사용

하고 있어 청각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고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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