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읽어주는 휴대폰과 접근성

모바일환경에서의접근성구현중심으로



LG상남도서관 소개

“끊임없이 변신하는 미래지향적 도서관”

> LG연암문화재단이 1996년에 설립한 국내 최초 디지털 도서관
> 모든 정보와 자료를 웹 또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

> 주요 서비스
[LG ELIT. 1996] http://www.lg.or.kr

과학연구자들을 위한 과학학술정보 서비스

[LG사이언스랜드. 2003] http://www.lgsl.kr
청소년이 즐겁게 과학을 배우는 과학정보 서비스

[책 읽어주는 도서관. 2006] http://voice.lg.or.kr
독서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접근성?

Universal Access!



장애인? 시각장애인?

장애우? 복합장애? 점자?

안마사?
전맹? 맹아학교?

일반인? 1급시각장애인?



한국 장애인 환경 및 현황 1

인구대비 분포 (2012 보건복지부 발표)

전체인구
약 5천만 명

시각장애인
약 25만 명 점자가독인구

약12,500명

5%
5%

공공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지원

공공도서관
총 768개 관 261개 관34% 장애인서비스운영

점자의한계

• 공공도서관 이용 장애인 비율 100명당 2명
• 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이용 비율은 0.16%



시각장애인 정보화 기기 이용 현황 (2012 보건복지부 발표)

컴퓨터/인터넷 사용 (30%) 사용 안함

휴대폰 사용 (80%) 사용 안함

한국 장애인 환경 및 현황 2

비장애인컴퓨터보유/인터넷사용 각각 약 80%

장애인전체컴퓨터보유약 70%, 인터넷사용 약 55%

시각장애인정보화기기로휴대폰편리성/효용성확인

스마트폰 보유 현황 (2012 한국정보화진흥원 발표)

장애인 보유중(22%) 보유 안함

전체 인구 보유중 (62%) 보유 안함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환경 1

기능
1

기능
100

기능
1000~10000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환경 2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o_apHY9YRv4



웹 표준과 웹 접근성 1

웹사용성
User Experience
User Interface

웹접근성
표준

웹표준
Web Standard

웹접근성
Web Accessibility

2013년 4월 11일부터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시행,
공공기관을비롯한주요민관기관의웹접근성준수 의무화



웹 표준과 웹 접근성 2

웹 접근성 가이드의 예

 텍스트의 적정 크기
 텍스트와 배경색 대비
 레이어로 복잡하게 구분된 구조
 복잡한 프레임 구조
 이미지의 대체텍스트 누락
 움직이는 화면 요소 (전광판 효과, 마우스 오버 효과)
 스크롤 방향이 복합적으로 구성
 입력/ 기능의 설명 (입력칸, 토글버튼, 라디오 버튼)



웹 표준과 웹 접근성 3

웹 접근성 준수의 아름다운 예 - 소셜 LG전자 웹툰 서비스



LG상남도서관의 도전 – 2006년

“차세대 도서관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도전”

> 도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서비스 구현에 도전
> LG가 보유한 유비쿼터스 선행기술로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
> 정보 소외계층인 독서장애인*에 주목하여 서비스 구현

전통적인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유비쿼터스도서관

오프라인

온라인

IT 기술발전과정

장서, 목록카드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한
원문 전송 서비스 (유선)

시간, 장소, 기기에 제약 없는
유무선 복합 서비스

* 독서장애인이란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독서문화진흥법 제 2조)



“세계 최초의 Ubiquitous 도서관 서비스”
“세계 최초의 Mobile DAISY 도서관 서비스”

> 한국의 소외 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6년 서비스 오픈
> 독서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 기획되었으나 현재는 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 운영
- 저작권법의 제약으로 서비스 범위를 조정
- 현재 시각장애인 외에 중증 지체장애자와 중증 정신지체자 지원

> 웹과 모바일로 서비스 제공

> 언제 어디서나 독서장애인이 책을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음성지원 기술 적극 활용

- 음성 인식, 음성합성, 음성안내, TTS (Text-to-Speech) 등

책 읽어주는 도서관!



Full Text 장애인 서비스 구현의 어려움

metadata

A Text-Only DTB

TTS 이용자

고품질 TTS 
필요

고비용

한국저작권법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장애인도서관이 대체자료를
제작하고 온라인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도서관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제한된 장애인
이용자에게만 대체자료가
전달되도록 서비스를 구현할
의무가 있음.

작은 파일 용량
모바일 서비스에 적절

1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
원문서비스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DRM 도입

2

3



책 읽어주는 도서관의 서비스 구조



책 읽어주는 도서관 구축을 위한 협업

“유비쿼터스 기술을 확보한 LG그룹 계열사가 참여”

지능형
정보통신 서비스

LG데이콤

디지털도서관의
선구자

세계 No.1
핸드폰 제조기

LG전자

국내 최고의
유비쿼터스
통합기술

LG CNS

차별화된
무선통신 서비스

LG U+

선도적인
RFID/USN

LG이노텍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도서관”

LG상남도서관



시각장애인 전용 피쳐폰

>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전용폰으로 제작
> LG상남도서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LG전자 제조

- 휴대폰에 도서관 서비스 탑재
> LG U+ 지원에 의해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통신료 무료
> 2006년도~ 2011년도: 5차에 걸쳐 피쳐폰 개발 및 각 2천 대 무료 배포

LG 책 읽어주는 휴대폰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출시 및 배포 – 2013년”

> 피쳐폰에 이어서 LG전자와의 협업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개발 및 배포
> 2013년에 1,500대 무료 배포 완료

LG 책 읽어주는 스마트폰 개발

> 터치 기반 화면으로 전환된 어려움 해결
- 폰에 기계식 버튼이 사라지면서 시각장애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초래
- 화면의 모든 요소와 이용자 제스쳐를

음성으로 안내

>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TTS의 품질 문제
- 고품질 LG전자 TTS를 탑재하여 듣기에

편안한 음성안내 지원



“간결하면서도 이용자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도서관 스마트앱 구현”

> LG 책 읽어주는 휴대폰에 사전 탑재되어 배포
> 구글 플레이 마켓에도 등록되어 오픈
> 글로벌 서비스 기능도 탑재
> 안드로이드 및 접근성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

책 읽어주는 도서관 스마트앱 출시



“터치패드의 난점을 해결한 키패드 스마트폰 무료 배포– 2015년”

>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LG전자가 개발한 와인스마트폰을 접근성을 강화
> 2015년에 2,500대 무료 배포 예정

제7차 LG 책 읽어주는 폰 배포

> 키패드 조작으로 주요 기능 이용 가능
- 물리적 키를 제공하는 키패드로 음성에만

의존하기 않고 작동 가능
- 기존 피쳐폰 이용자가 터치패드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는 데에 가교 역할 수행 기대

> LG전자의 보편적 접근성 실현의 예
- 시각장애인 전용폰을 마켓으로 확대
- 지속 모델로 내부 모델에 확산



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 독서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자료의 저작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 표준
점자 : 촉감 = DAISY : 청각

> 오픈소스 저작툴을 제공하는 국제 표준
> XML 기반으로 구성되어 편리하고 효율적인 네비게이션 제공하여

음성안내 기능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최적의 독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책갈피 기능, 페이지별 이동, 장별 이동 등)

DAISY Digital Talking Book (DTB)
> DAISY 포맷의 도서를 의미함.

한국 DAISY 지원
> 5천 권 이상의 DAISY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도서관은 3곳에 불과함.



“가장 효율적인 DAISY 제작 프로세스 독자 구축”

>오픈소스 툴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작툴에 최소한 비용 투여
> DAISY 3.0에 최적화된 간결한 프로세스로 제작 프로세스 단축
> 국내 장애인 도서관에 축적된 노하우 공유
> 신속한 도서 제작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DAISY 자료 제작 과정

수서

•이용자 요구에
맞추어 도서
선정

자료 스캔

•OCR스캐너를
활용하여 자료
스캔

XML meta

•DAISY 
XML을
완성하기
위하여 메타
입력

변환

•최종적으로
DAISY 도서로
변환

오픈 소스:

“Save as DAISY” 
또는 “odt2daisy”

오픈 소스 :

“DAISY Pipeline”



“신간 출간 후 1달 이내에 음성 도서 제공을 실천”

기타도서관 점자, 육성
출간후 3~6개월

소요
포괄적장서개발

LG Text Only DTB
출간후 1개월이내

제공
신간중심의
장서개발

책 읽어주는 도서관 장서개발

> 기존 장애인 도서관의 상대적으로 긴 대체자료 제작기간으로 독서하기까지
이용자가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던 문제점을 해소

- 신속한 신간 제작은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사회적 화두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 신간도서 외에도 이료 도서, 신문, 시나리오 등 차별화된 자료 제공
> 신간도서 중심으로 8,100여 권 서비스 중 (2013. 12.)



책 읽어주는 도서관 운영 현황 – 회원 추이

회원수 증가 추이



책 읽어주는 도서관 운영 현황 – 이용량 추이

이용량 증가 추이



책 읽어주는 도서관 운영 현황 – 선호 자료

10대
판타지 추리, 경영/경제
역사학습도서

20대
특수교육, 경영/경제
역사

30대 경영/경제, 추리, 역사

40대
역사, 경영/경제, 에세이

50대 판타지, 무협, 역사

분야별이용상위도서수비율 (50권기준)



책 읽어주는 도서관 운영 현황 – 도서 유형별 이용

도서 유형별 1권당 다운로드 수



책 읽어주는 도서관 운영 현황 - 연간독서량

연간 독서량 비교 – 비장애인 Vs. 책읽어주는도서관 회원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