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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LG상남도서관 ‘책 읽어주는 도서관’ 서비스의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 서비스 구축과
정과 모델에 대한 기술과 그 서비스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서베이를 통한 이용자
요구조사, 이용현황통계분석 및 이용자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도출된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 스마트기기 사용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스마트기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도
비용과 접근성만 해결된다면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으며, 2) 스트리밍보다는 다운로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육성과 TTS 음성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치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4) 희망도서의 종류는 연령별로 각기 다른 선호도를 보였다. 5) 2014년 거의 14만 건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 - 피처폰에 비해 36.3% 증가, 6) 가장 중요한 기능은 책갈피와 페이지/목차 이동 기능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process and methodology followed in developing the Android-based
LG Sangnam Audiobook service and an evaluation of its usefulness to the public. The
methods included a survey of user needs, analysis of usage statistics, and user interviews.
The study found that visually impaired users: 1) were greatly interested and willing to
use smartphones if there were no barrier in cost and access; 2) preferred downloads
to streaming services; 3) did not mind performance differences between real and TTS
(text-to-speech) voices; 4) showed marked differences in book preferences according to
age, 5) made about 14,000 downloads in 2014; and 6) indicated bookmarking and moving
between pages and tables of content as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in using audio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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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육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해
마다 시각장애인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1.1 연구의 필요성

이러한 증가율은 사고, 질병 또는 고령화 추세
에 많은 부분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유

스마트 기기의 보급에 따라 디지털 정보의

형의 시각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이 부담없이 접

소비 경향은 PC 환경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급

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음성도서의 중요성은

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이는 PC를 활용한 정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활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활동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통계로도 증명되고 있다

1.2 연구의 목적

(차보선, 2014). 하지만 모바일 환경을 중심으

본 연구의 목적은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 접

로 정보의 유통과 소비가 진행될수록 신체적

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장애로 인해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활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과 비장애인과의 정보 격차는 심화되는 추세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 서비스 모델을 구

다. PC 환경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와

축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정확한 평가 수행을

함께 모바일 웹(Mobile Web) 그리고 모바일

위해 완성도 높은 실서비스용 모바일 서비스 모

앱(Mobile App)과 같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

델을 구축하였다. 이어 구축된 서비스의 이용에

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비장애인의 경우 정보

관한 정량적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시

과잉으로 인한 양질의 정보를 판별하는 것이

각장애인 이용자 인터뷰를 통한 주관적 평가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장애

분석을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모바일

인의 경우 다양한 장애 유형에 맞춰 제작된 대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음성도서 서

체자료와 정보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

비스의 필수요건을 세부적으로 도출하여 향후

며, 웹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지원의 미비로 양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할

질의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

수 있을 것이다.

다.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국
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되면서 다양한 대체자
료가 제작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전체 출간

2. 이론적 배경

된 간행물 중 대체자료로 제작된 간행물의 수
는 약 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윤
희윤, 2010).

2.1 모바일 플랫폼과 접근성 현황

시각장애인은 시각의 상실로 인해 정보습득

2015년 5월을 기준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에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표적

PC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의 개발과 확산은 애

인 정보습득 매체인 점자도서는 습득에 많은

플사와 구글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ID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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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안드로이드 주요 접근성 제공 기능
구분

내용

TalkBack

- 화면의 내용을 읽어주는 스크린리더
- 한손가락, 두손가락 제스처 및 바로가기 동작 설정
- 항목간 탐색, 기능제어, 읽기단위 변경

바로가기 동작 관리

사용자 편의에 맞는 동작을 특정 제스처에 할당

큰글씨 및 색반전

저시력자를 위한 기본 글꼴크기 변경 및 색상 반전

유니버설 터치

물리적 버튼 및 제스처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 전원버튼, 홈버튼
등의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터치 및 드래그 버튼

연속읽기

상단부터 읽기, 현재항목 반복읽기 등 제어

문맥메뉴

스크린리더 제어, 음성반복 청취 등 기능 제어

모노 오디오

편측성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전화수신음, 진동확인

발신자 번호 음성으로 말하기, 전화 수신 시 전동/소리확인 등 지원

따르면 2015년 1분기 전 세계적으로 구글사의

<표 1>은 다양한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에 대해

안드로이드는 약 7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의 주요 사

며 애플사의 iOS는 약 18.3%의 점유율을 보이

항을 정리한 것이다.

고 있다(IDC, 2015). Statcounter의 통계에 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 뿐만

르면 국내의 경우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안

아니라 다양한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을 지원하

드로이드가 약 83.5%에 이르는 높은 점유율을

기 위해 접근성 기능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보이고 있다(StatCounter, 2015). 이에 본 연구

있다. 이러한 접근성 기능은 안드로이드 플랫폼

에서는 가장 높은 이용자 점유율을 보이고 있

의 버전이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

는 안드로이드를 대상으로 서비스 모델을 구현

규 기능이 추가 및 향상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하였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사에 의해 2008년부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구현 시에 서비스의 기획

터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전세계의 스마트 기기

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하여 반

제조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발전하였다. 2015년

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5월을 기준으로 5.1버전까지 출시되었다. 기본
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 외에 고화소의 이미지
와 동영상 촬영,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를

2.2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 표준

통한 앱 제공과 이를 통한 기능 확장을 특징으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음성도서를 청취할

로 한다. 안드로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버전 업

수 있기 위해서는 음성도서 자체가 이용자에 적

그레이드 시 접근성 기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합하도록 제작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오디오

다는 점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북의 경우 목차, 페이지와 같은 탐색 기능이 포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이 동등하게 기

함되어 있지 않아 재청취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있다. 음성도서에 대한 접근성을 해결하고 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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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DAISY의 주요 구성 파일과 기능
파일종류
패키지 파일
텍스트 컨텐츠 파일
오디오 파일
이미지 파일
동기화 파일
탐색 제어 파일

기능
도서 자체에 대한 메타데이터
도서 내용자체가 포함된 XML
도서 내용에 대한 TTS 오디오 또는 육성녹음된 오디오
내용에 첨부된 이미지
다양한 파일별 동기화 정보를 포함
도서의 구조, 목차정보 등을 포함

애인에 준하는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한

쉐어 서비스에는 한국어로 제작한 음성도서가

것이 DAISY(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부재하여 국내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System) 표준으로 1998년 2.0버전을 시작으로

있다.

2001년 DAISY 2.02, 2002년 DAISY 3.0 버전
으로 개선되어 왔다. DAISY 표준에 따라 제작
된 음성도서의 특징은 DAISY 3.0을 기준으로

2.3 선행연구 분석

XML 형식으로 기술된 ncx, smil 파일과 텍스

모바일 환경에서의 음성도서 서비스에 대한

트, 오디오 파일이 하나의 음성도서를 구성하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배경재, 곽승진(2006)이

며, 목차이동, 장/절 이동, 페이지 이동, 북마크,

수행한 연구로 피처폰 기반 환경에서 DAISY

텍스트 하이라이팅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도서를 서비스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피처

DAISY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된 소프트웨어

폰으로 DAISY 도서를 전송하는 서비스 모델을

형태 그리고 하드웨어 형태의 DAISY 플레이

구축하였다. 이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모

어는 이러한 기능들을 손쉽게 구현하여 이용자

바일 기반의 음성도서 서비스 모델로 DAISY

들에 제공할 수 있다. <표 2>는 DAISY 음성도

2.02버전에 따라 도서를 피처폰으로 전송 후 휴

서를 구성하는 주요 파일과 각 파일의 주요 기

대폰에 탑재된 TTS를 통해 읽어주는 방식으

능을 정리한 것이다.

로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장보성 등(2009)은

DAISY는 전세계적으로 대체자료의 표준으로

DAISY 포맷 기반의 음성도서 개발과 서비스

활용되고 있다. 독서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장 큰

방안 도출과 관련한 연구에서 국제적인 표준인

규모의 장서를 제공하고 있는 북쉐어(Bookshare)

DAISY 도서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

의 경우 약 34만권의 음성도서를 제공하고 있으

시하였는데, DAISY 저작툴 개발의 중요성과

며, 대부분의 장서를 DAISY 표준에 따라 제작

함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음성도서의 서비스

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제작된 도서는 하드

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민

웨어로 구현된 DAISY 플레이어나 PC와 모바

경 등(2010)은 아동용 전자책을 DAISY 표준

일 환경의 소프트웨어 DAISY 플레이어에서 재

에 맞춰 플래시(Flash)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생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북

하였는데, 이를 통해 DAISY 도서의 장점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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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배경재(2011)는 전

을 넘어 성숙기에 진입한 수준이다. 가장 대표

문가 평가를 기반으로 DAISY 뷰어가 갖춰야

적인 사례는 북쉐어로 하드웨어 제조사들과 소

할 최적의 인터페이스 구성에 대한 권장사항을

프트웨어 개발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이미 모바

제시 하였는데, 음성도서 출력의 흐름이나 웹이

일 플랫폼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는 범용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단축키 구성

<표 3>은 안드로이드와 iOS를 통해 서비스되

등에 관한 부분은 모바일 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고 있는 대표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정리한 것

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김태은 등(2011)은

이다.

DAISY 3 재생이 가능한 뷰어를 구현하였는데,

이와 같이 완성도 높은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DAISY 3.0 표준의 명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안

있지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을 대상

드로이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뷰어를 구현할

으로 양적 또는 질적 평가 등을 진행한 연구는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경희(2014)

찾아보기 어렵다. <표 3>에 제시된 서비스들에

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DAISY 뷰어에 관한 연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Meddaugh(2012)의 연

구에서 전맹자, 저시력자 등 장애 유형별 그룹

구와 Preece(2013)의 연구가 있으나 두 연구

에 따라 개인화된 인터페이스 제공을 특징으로

모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의 사용성에 초점을

하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한 후 프로토타입 시스

맞추고 있어서 본 연구가 추구하는 다수의 이용

템을 구현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의

자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평가

음성도서 모바일 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2006년

결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북미와

피처폰 환경 기반의 연구를 시작으로 인터페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DAISY 뷰어의 인

스와 모바일 플랫폼용 뷰어의 구현을 중심으로

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과 관련하여 Lin et al.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12)의 연구와 Huang et al.(2012)의 연구가

해외의 경우 모바일 기반의 음성도서 서비스
는 연구 단계와 프로토타입 개발 단계의 수준

시스템 아키텍처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연구
이다.

<표 3> 모바일 플랫폼 기반 음성도서 서비스의 해외 사례
서비스명

Darwin Reader

Read2Go

Go Read

Learning Ally

서비스방식

모바일앱

모바일앱

모바일앱

모바일앱

지원포맷

DAISY 2.02
DAIS 3.0

DAISY 2.02
DAIS 3.0

DAISY 2.02
DAIS 3.0

DAISY 2.02
DAIS 3.0

서비스 플랫폼

Android

Android

iOS

특징

Android 지원
Full-text, full-audio
DAISY 지원
Bookshare 연계
신문기사 등 제공

iOS
iOS 지원
Full-text, full-audio
DAISY 지원
Bookshare 연계
Braille Display 지원
폰트크기, 배경색

Andoid 지원
DAISY, EPUB
동시지원
Bookshare 연계
오픈소스 FBReader
프로젝트 기반

iOS 지원
full-audio DAISY
특화(육성녹음)
교육분야에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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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3년 기준 책 읽어주는 도서관 서비스 모델

2.4 LG상남도서관 책 읽어주는 도서관
서비스

전체 서비스 이용의 약 90%는 3G 무선인터넷을
통한 휴대폰에서 음성도서가 이용되고 있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은 LG상남도서관이 2006
년부터 개발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시각장애인

3. 연구방법

을 위한 음성도서 서비스 플랫폼이다. PC를 비
롯하여 피처폰을 통해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모든 도서를 DAISY 포맷으로

3.1 이용자 요구조사

제공하고 있다. <그림 1>은 2013년을 기준으로

우선 장애인 정보 활동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책 읽어주는 도서관의 서비스 모델을 도식화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해 다양

한 것이다.

한 장애유형의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을 대상으

책 읽어주는 도서관 서비스는 PC를 통해 음

로 모바일 기기 이용과 콘텐츠에 대한 요구조사

성도서가 제공되는 웹서비스와 휴대폰을 통해

를 실시하였다. 이용자 요구조사는 (2013년 5월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로 구성되어

에서 6월까지) 1개월에 걸쳐 전화 인터뷰로 진

있다.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wipi 무선인터넷을

행 되었으며, 음성도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

기반으로 한 서비스 모델로 피처폰에 탑재된

는 시각장애인 이용자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요구사항 도출을 위해 잔존시력이 없는

도서관 시스템에 접속하여 음성도서를 다운로

전맹자와 저시력자로 구분하여 요구조사 대상을

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일부 피처폰 기종의 경

선정하였다. 전맹자의 경우 연령별 요구사항 도

우 RFID와 NFC 기술을 활용하여 음성도서를

출을 위해 20대부터 60대까지 그룹별 10명을 선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나

정하여 인터뷰 하였으며, 저시력자의 경우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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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2명씩 총 10명을 선정하여 인터뷰 하였다.

기반의 서비스로 장애인 이용을 위해 최적화하
여 구현된 전용 휴대폰 단말기 6종을 통해 제공

3.2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 음성도서

되고 있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서비스 모델 구축
국내외 사례조사와 선행연구 분석 그리고 이

3.4 이용자 평가

용자 요구조사를 종합하여 국내에서 가장 폭넓

구축된 서비스의 질적 평가를 위해 시각장애

게 활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

인 이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

로 한 모바일 음성도서관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

하였다. 조사된 이용현황통계 분석 및 심층 인

였다. 서비스 모델 구축은(2013년 7월에서 12월

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기기 환경에서 시

까지) 약 6개월간 진행 되었으며 안드로이드 플

각장애인 이용자의 정보이용행위 등을 분석하

랫폼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을 활

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용하여 모바일 앱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구축하
였다. 구축된 서비스 모델은 시범 운영을 거쳐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공개하여 이용자들이

4. 연구결과 분석 및 평가

스마트기기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책 읽어주는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제
공되고 있다.

4.1 이용자 요구조사 결과
이용자 요구조사를 위한 시각장애인 인터뷰

3.3 서비스 이용통계 및 로그 분석

대상자를 연령별로 선정하였으며, 전맹자 50명
저시력자 10명으로 구성하였다. 전맹자를 위주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2014

로 인터뷰를 진행한 이유는 전맹자의 음성도서

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수집된 서비스와

이용 비율이 저시력자에 비해 월등하며, 이는 저

콘텐츠 이용현황 통계를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시력자의 경우 점자도서나 음성도서보다는 묵자

이용현황은 서비스 이용량과 이용패턴을 분석

도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질

을 위해 적용된 CRM(Customer Relationship

의 내용은 <표 4>와 같다.

Management) 시스템으로 수집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서비스 모델의

4.1.1 스마트 기기 활용 경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되고

본 질의의 목적은 스마트 기기와 관련한 이

있는 피처폰 기반의 책 읽어주는 도서관 서비스

용자들의 인식과 이용현황을 알아보고자 함이

이용현황과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피처폰 기

다. 스마트 기기의 활용 경험은 연령에 따라 명

반 서비스란 앞서 살펴본 <그림 1>과 같이 모바

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일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wipi 기술

를 진행한 50명의 전맹자 중 20대~40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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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이용자 요구조사를 위한 질의
구분
모바일 서비스 관련
콘텐츠 이용 관련

질의내용
- 스마트 기기 활용 경험
- 모바일 서비스에서 필요한 기능
(DAISY 스트리밍 및 재생/속도조절/페이지 및 목차이동/책갈피/개인도서 등)
- 음성 품질에 관한 의견
모바일 서비스에서 가장 청취하고 싶은 음성도서의 종류

당하는 30명은 스마트폰을 모두 사용해 본 경험

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이 있었다. 19명의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보유하

조사되었다.

고 있었으며, 11명은 친구, 직장동료의 도움을 받
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었다. 50대 연령층 중 6명
이 사용경험이 있었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2명

4.1.2 모바일 음성도서 서비스 구현 시 요구
기능

이 사용경험이 있었다. 10명의 저시력자의 경우

본 질의의 목적은 모바일 음성도서 서비스 모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델 구현과 관련하여 최우선하여 구현이 필요한

는데, 10명중 8명이 사용경험이 있었으며, 60대

기능 항목들을 도출하는데 있다. 인터뷰에 참여

이상인 2명의 저시력자만 사용 경험이 없었다.

한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음성

<그림 2>는 이와 같이 인터뷰 대상자 60명에 대

도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특히 피처

한 스마트 기기 활용 경험을 정리한 것이다.

폰 환경에서 제공중인 ‘책 읽어주는 도서관' 모바
일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가장 높았으며, ‘넓은
마을',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모바일 온소리'
순서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음성도서 서비스 관련 기
능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DAISY 도서의 스트리밍 및 재생 기능', ‘속
도조절기능', ‘페이지/목차이동 기능', ‘책갈피
기능', ‘개인도서 업로드 기능' 등이 가장 중요

<그림 2> 연령별 스마트 기기 활용 경험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응답자 중 24명이 ‘책
갈피 기능'을 1순위로 선택 하였으며, 12명의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스마트

응답자가 ‘속도조절기능'을 1 순위로 선택하였

기기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다. ‘DAISY 도서의 스트리밍 및 재생 기능'이

높다는 점이다. 스마트 기기 활용 경험이 없는

10명, ‘페이지/목차이동 기능'이 8명, ‘개인도서

이용자의 경우에도 통신비에 대한 부담과 터치

업로드 재생 기능'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스크린에 대한 접근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적극

6명이었다. ‘DAISY 도서의 스트리밍 및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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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모바일 음성도서 서비스 기능 우선순위
순위
1
2
3
4
5
6

기능
DAISY 스트리밍/재생
속도조절
페이지/목차이동
책갈피
개인도서 업로드
기타

설명
DAISY 표준에 따라 제작된 음성도서 재생 기능
1.5배, 2배, 2.5배 등 음성출력 속도조절 기능
페이지 단위, 목차 단위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
청취하고 있는 도서의 위치를 책갈피 하는 기능
이용자가 보유한 텍스트를 업로드하여 청취하는 기능
시각장애인용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능’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응답자가 스트리밍

수 있는 위험성 때문이다.

방식보다는 다운로드 방식의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리밍 및 재생 기능을 1순

4.1.4 모바일 환경에서 요구하는 음성도서

위로 선택한 10명의 응답자 모두 다운로드 방

종류

식을 선호한다고 응답 하였는데, 장소 이동 시

모바일 환경에서 서비스 활용을 극대화 하기

안정적이지 못한 무선랜 환경과 스트리밍 이용

위해 음성도서 자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

시 많은 데이터 소진으로 인한 이용요금의 부

과는 <그림 3>과 같다. 연령에 따라 20대와 30대

담 때문이었다.

의 신문, 잡지와 같은 연속간행물 그리고 취업
및 교육과 관련한 주제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4.1.3 음성품질

나타났다. 40대에서 60대까지는 무협, 판타지와

음성품질에 대한 조사의 목적은 육성으로 녹

같은 장르소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희망하

음된 도서와 TTS를 통해 음성이 출력되는 도

는 도서를 음성도서로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제

서의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는 음성

공하는 희망도서에 대한 높은 요구가 특징적이

도서의 제작 정책과도 관련된 사항이며, 서비

었다.

스 품질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응답 분석결과 이용자들은 육성과
TTS 음성의 차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명의 응답자 중 절반 이
상인 38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육성보다 TTS 음성을 선호한다는 의견도 14명
이었다. 응답분석 결과 육성으로 녹음된 도서의
경우 도서의 용량이 수십 메가바이트(MB)에서
수백 메가바이트에 이르므로 모바일 환경에서
전송 속도가 늦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데이터
의 빠른 소진으로 인해 요금이 과하게 청구될

<그림 3> 모바일 환경에서 청취 원하는
음성도서 주제(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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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도서에 대한 높은 요구는 연령대별 기기

비스 모델은 <그림 4>와 같다. 이용자 요구조사

활용능력과 검색능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

를 통해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DAISY

으로 예측된다. 이는 인터뷰 중 희망하는 도서

도서 재생', ‘속도조절' 등 모든 기능들이 포함

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을 때 모바

되도록 하였다.

일 환경에서 키패드나 터치화면을 활용한 검색

음성도서 이용의 편의를 위해 DAISY 3.0을

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응답자가 많았고 응답자

준수하여 제작된 음성도서가 제공되도록 서비

들이 예시로 언급한 도서들의 대부분이 이미

스 모델을 구성 하였으며, 모바일 환경을 고려

음성도서 제작되어 서비스 되고 있는 도서였기

하여 도서의 메타데이터와 원문 텍스트만 포함

때문이다.

하도록 DAISY 도서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도
서는 스마트 기기에 탑재된 접근성 기능과 TTS

4.2 모바일 플랫폼 기반 음성도서 서비스
모델 구축 결과

(Text to speech) 엔진을 활용하여 음성으로
출력되도록 구현하고 콘텐츠의 범위 확장을 위
해 RSS 리더 기능을 포함하였다. RSS 리더는

앞서 살펴본 국내외 사례조사와 선행연구 분

이용자가 원하는 RSS 피드(Feed)에 대한 서비

석 및 이용자 요구조사를 종합하여 구축한 서

스를 요청 시 관리자가 해당 콘텐츠의 접근성을

<그림 4>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 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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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안드로이드 플랫폼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현 화면

평가하여 제공하도록 구현하였으며, 이용자가

는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전체적으

소유한 텍스트 도서를 청취할 수 있는 개인화

로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서비스

서비스도 구현하였다. <그림 5>는 <그림 4>를

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3단계 깊이 이상의

기반으로 구축한 안드로이드 플랫폼용 모바일

메뉴구조는 지양하였다. 이용자의 요구조사를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화면이다.

통해 도출된 주요 기능들을 단순하고 간결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음성도서의

인터페이스에 배치하였다.

이용은 인증된 시각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도록
인증 절차를 구현하였으며, 음성도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DRM 솔루션을 도입하여 적용하

4.3 서비스 이용통계 및 로그 분석 결과

였다. 저시력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어플리케

서비스 이용통계는 자체 구축된 CRM을 통해

이션의 모든 디자인은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

수집되었다. <그림 6>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하여 구현하였으며, ‘웹 접근성 지침'과 ‘모바일

12월까지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로 전체 도서를

웹 접근성 지침'을 참고하였다. 목차단위, 장단

다운로드하여 이용한 횟수는 138,333건이었다.

위 및 페이지 단위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 여러

이는 피처폰을 통해서만 음성도서 서비스가 제

단계의 재생속도 조절 기능, 남성과 여성음성

공되었던 2013년의 101,464건에 비해 약 36.3%

선택 기능, 음성 세부설정 기능 그리고 음성 입

가 증가한 것이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통해

력을 통한 도서검색 기능이 구현되었다. 재생

이용된 도서수는 49,796건으로 2014년 전체 이

속도 조절 기능은 일반적으로 정상속도 대비

용 대비 약 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2~1.5배의 속도로 도서를 청취하는 시각

2013년도 대비 36.3%의 서비스 이용상승은

장애인의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구현한 기능이

기존의 이용상승률(약 20%)에 비해 16% 이상

며, 음성 검색은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가 익

높은 상승률이다. 서비스 출시 1년만에 전체 서

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음성을 입력하여 원하

비스 이용 중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통한 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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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4년 피처폰과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이용 비율

36%를 점유했다는 것은 앞서 이용자 조사를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 플

통해 파악된 요구조사결과와 서비스 모델 구축

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연평균

을 통한 대응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도서의 이용수는 약 44.4권이며, 피처폰을 이용

해석할 수 있다. CRM을 통해 파악된 안드로이

한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약 76.5권인 것으로

드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이용자수는 1,121명

조사 되었다. 이는 피처폰 환경을 통한 도서의

으로 전체 회원수 8,518명 중 13.1%에 해당하

이용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통한 이용에 비해

는 수치이며, 피처폰 기반 서비스의 이용자수

여전히 1.7배에 이른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

는 1,158명으로 전체 회원수 중 13.6%를 차지

은 피처폰 환경과 안드로이드 플랫폼 환경에서

하고 있다. <그림 7>은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피

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차이와 그 요인은 이용

처폰 환경에 대해 이용자의 연평균 이용량을

자 서비스 이용통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산출한 것이다.

부분으로 이용자 평가를 통해 그 요인을 파악
할 수 있다. <그림 8>은 도서의 유형에 따른 모
바일 환경에서의 이용 수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7> 모바일 이용환경별 이용자의
연평균 도서 이용 수

<그림 8> 모바일을 통한 도서유형별 이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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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요구조사를 토대로 2014년에는

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요구조사와 마찬가지

제작하는 음성도서 중 희망도서의 제작 비율을

로 전맹자 50명, 저시력자 10명을 연령별로 구성

크게 높인 바 있다. 결과적으로 희망도서에 대

하였다. 서비스 이용빈도, 서비스의 기능적인 중

한 이용자의 요구와 그 제작 효과가 매우 크다

요도, 음성도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음성도서의
이용 측면에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그림
9>는 분야별 도서이용수의 비율을 분석하여 도
식화 한 것이다.

<그림 10>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빈도

<그림 10>과 같이 인터뷰 대상자 60명중 24
명이 주 7회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하
였다. 1주일에 1회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34명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그림 9> 모바일을 통한 이용도서 주제
비율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인터뷰 대상자 중 12명의 경우 피처폰 서비

소설, 에세이와 같은 문학의 이용비중이 27%,

스의 활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연속간행물에 대한 이용비중이 16%로 전체 이

피처폰 환경에서 스마트 기기 환경으로 전환

용의 43%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

후 음성도서를 청취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

용 예산의 제약이 큰 음성도서 제작 기관들이

은 서비스 이용 빈도는 피처폰 환경에서 서비

모바일 환경을 고려하여 음성도서를 제작해야

스를 이용할 때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

하는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수치이다.

으로 나타났으나 도서 이용 건수와 음성도서의
청취 시간은 대체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

4.4 이용자 평가 결과

다. 12명 중 10명이 독서시간이 전반적으로 줄
어들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는데, 피처폰

구축한 서비스 모델에 대한 이용자 관점에서

과 비교하여 뉴스,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스마

의 평가를 위해 서비스를 활용 중인 이용자 중

트기기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의 증가로 인한

60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관심의 분산이 주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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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기기의 영향으로 인한 독서율 하락이라는

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

최근의 통계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문

반의 음성도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객관적

화체육관광부, 2013). 서비스의 기능적인 중요

이고 주관적 측면에서의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

도와 관련하여 <표 6>은 이용자의 응답을 분석

용자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수요자들이

한 후 앞서 살펴본 요구조사 시 중요도 순위와

요구하는 기능과 음성도서의 종류를 명확하게

비교한 것이다.

파악한 후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다수의
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통계와 함께 이

<표 6> 모바일 음성도서 서비스 기능
중요도 순위
중요도
1
2
3
4
5

기능
요구조사 중요도
책갈피
4
페이지/목차이동
3
속도조절
2
DAISY 스트리밍/재생
1
개인도서 업로드
5

용자 인터뷰를 분석하여 다면적인 평가를 시도
하였다. 연구결과 음성도서 서비스와 주요 기능
에 대한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요구조사를 기반으로 안
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구축결과 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서비스 플랫폼의 차이, 도서의
유형 그리고 도서의 주제분야로 구분하여 분석

<표 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용자 요구했던

한 결과 이용자 요구조사 결과를 서비스 모델

기능의 중요도와 실제 서비스 활용에 있어서의

구축에 반영한 것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

기능적 중요도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타났다. 또한 이용자 평가결과 플랫폼 차이에

났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책갈피와 페이지/목

따른 독서량과 요구조사 전후의 기능 선호도에

차이동 기능으로 단행본 이용 시 청취하던 위치

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기억하여 재청취하거나 특정 목차로 이동하

이러한 분석과 평가 결과는 모바일 플랫폼을

는 기능이 음성도서 이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음성도서를 서비스하고자 하는 기관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연령별 분석에 따르면 속

과 제작자들에게 의미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도조절 기능의 경우 20대 연령층이 가장 중요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를 범위로 서비스

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책갈피 기능을 제

모델의 구축과 평가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안드

외한 모든 기능들에 대해 60대 이상의 연령층의

로이드를 제외한 모바일 플랫폼 기반 서비스들

경우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과는 비교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iOS나 Windows와 같은 플랫폼으로 서비
스를 확장하여 플랫폼의 차이, 사용자 인터페

5. 결 론

이스의 차이 그리고 이용자 그룹의 차이 등을
분석하는 연구로 확장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접근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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