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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각장애인들은 청각과 촉각을 이용하여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점자를통해문자정보를습득한다. 점자프린터와점

자단말기등을통해점자를제공받지만, 고가의장비로시각

장애인개인적으로구비할수없다[1,2]. 또한, 점자가익숙하

지않은비장애인이시각장애인을위해점자를제공하기에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비장애인으로 하여금 점

자입력이 용이한 점자입력장치에 대해 제안한다.

2. 본론

본논문에서는점자입력이용이한점자입력장치에대해구

조적인 부분과 한글, 영문 등의 점자변환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에 대해 제안한다.

점자는 [그림 1]과 같이 6개의 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한글, 영문, 숫자 등에 대해 조합이 가능하다. 6개의 점

으로 최대 64가지의 조합을 통해 문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한글의경우자음, 모음, 약어등에대한표현이가능하다.

하지만, 비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를 제공하기 위

해서는점자프린터나점자라벨기등의고가의장비를활용하

여야 한다.

[그림 1] 점자표 [출처 : 네이버]

본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은구조의점자입력방식에대해

서제안한다. 두 열로이루어진점자구조의조합이가능하도

록한개의열에 3점에대한 8개의조합이가능하도록하였으

며, 두 개의 열로 이루어진 점자 블록을 회전하여 64가지의

점자 조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블록은 회전이 가능

하며, 8개의 면에 점자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두 개의 열을

한쌍으로 조합하여 점자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림 2] 제안된 점자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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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점자에익숙하지않은비장애인도입력이가능하기때문에점자안내가필요한곳에간단하게적용할수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장치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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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제안된 점자블록은 수평방향으로 다수 개의 점

자블록으로 구성하면 다양한 점자 정보에 대한 표현이 가능

하다.

비장애인이문자정보에대한점자입력이가능하도록스마

트폰 앱을 제공하며, 변환된 점자 정보에 대해 [그림 2]의 점

자 블록에표시된것처럼숫자의조합으로변환된점자정보

를 제공한다. 이렇게 제공된 숫자의 조합을 이용하여 비장애

인들은 점자블록을 조합하여 문자 정보를 점자로 제공이 가

능하다.

3. 결과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입력이 용이한 점자블록의 구조와 변환된

점자를숫자의조합으로제공할수있는스마트폰앱이포함

된 점자입력장치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는 비장애인이 시각

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장치 개발이 가능한 아이

디어로서, 향후 장치개발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입

력장치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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