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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는 시각정보 접근성의 한계에 주목하였
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가 간 지역 간의 정보격차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시각정보의 비중이 퍼센트를 차지하는 정보의 특성상 정보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층과 그것으로부터 소외된 계층 간의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 특히 일상에서 나타나는 문화 정보들은 텍스트 대신 이미지로 전달되는 부분
이 많아 시각장애인에게 정보접근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이를 위한 보
조 기술로 화면 속 텍스트를 음성 전환 해주는 서비스가 있지만 이미지를 읽을 수 있
는 방법은 아직 구현되지 있지 않아 시각정보 접근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미지 전달 방법으로 평면을 돌출시켜 이미지를 인지하는 촉각교재가 있으
나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 교재로써 기본적인 형태 공부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촉지도와 같은 위치나 방향을 이미지로 표현된 책의 경우 정보적 성격에서 이
미지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정서적 감동 측면에서 이미지를 미학적으로 전달
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일례로 ‘시각장애인 코디 봉사 프로그램’은 보조인과 함께 쇼핑하며 옷을 골
라주는 것으로 옷의 색상이나 형태를 알기 쉽도록 설명해 주고 스타일링까지 도와준다
이는 비록 스스로는 볼 수 없을지라도 외부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는 똑같으
며 미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조인을 매번 동행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와 이동 자체에서 겪는 위험요소들을 고려해볼 때  시각문화를 경험
을 하기에는 환경적으로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내에서 외부인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  이동의 불편함
없이 시각문화 정보를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 매거진을 제작하고자 한다 이미지정보
의 접근권 확대는 미학적으로 정보를 인지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 풍요롭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시각장애인, 시각문화정보, 정보접근권, 매거진, 촉각매체
학 번 : 2015-2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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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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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배경 및 목적
문화생활정보는 현대 문화를 충분히 이용하는 생활에 관련된 정보이다.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고 패션, 가구, 요리, 낚시, 등등
취미생활 정보까지 다양하다. 공통적으로 보다 나은 삶, 즐거운 삶, 여유시간을
위한 정보다. 그러나 선천적이던, 후천적이든 간에 장애를 입게 되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화생활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일반적인
사용자 개념에서 제외되어 왔다. 정보적 성격상 시각 정보의 비중이 많기 때문
에 특히 시각장애인에게는 문화생활정보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과거와 달리 국가와 사회에서 정안인(正眼人) 과 같
은 권리를 누릴 자격을 지원함으로서 그 혜택이 점차 증대되었고 시각장애인들
의 사회적 참여가 커지면서 이에 따른 생활 범위의 확대는 일반적인 소비자들
과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선택의 욕구를 갈망하게 하였다. 특히 스마
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제공되면서 장소와 시간의 구애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이미지 정보에 대한 전달 문제에 있어 이를 비시각 정보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없어 막상 문화 정보 관련 페이지에 접속하더라도 이를
즐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시각장애인은 이동 시 필
요한 정보를 다른 감각을 통해 얻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감각을 집중해서 신경
쓰다 보니 외출 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을 갖기가 어렵다.
쇼핑과 같은 문화생활을 할 때는 보조인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 시
각장애인을 위한 ‘코디 봉사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온 서
비스다.1) 보조인과 함께 쇼핑을 하며 색상과, 패턴, 옷의 모양 등등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설명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반인에게는 평
범한 일상일지라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각장애인에게는 필요한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1:1매칭 서비스로 봉사자를 매번 찾아야 하며 각 시각장애인
1)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옷을 고릅니다 』, 오마이뉴스, 2017.2.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 _CD=A000230
0102> (접속일: 2019,3,20)

- 2 -

의 선호하는 스타일과 성향을 파악해야 하는 시간적 투자가 필요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구매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보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
이 없지 않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최종 구매 단계 이전의 다양한 선택권
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았다. 이동의 불편함과 주변 시
선에 대한 불쾌감이 제외된 상황에서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안전한
실내라고 보았으며 시각 정보의 접근 과정에서 새로운 교육이나 기능을 습득해
야하는 단계가 필요 없는 것으로 가장 오랫동안 활용되어온 인쇄매체(매거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인쇄 형태의 책( 매거진) 은 또한 촉각 형태로 제작이 가
능해 시각장애인이 이미지를 생략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는 촉각 형태로 시각 이미지를 구현, 전환,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해 볼 것이다.
최종 결과물인 점자 매거진 제작을 통해 시각장애인 스스로 선택을 함
으로써 자유와 존엄성을 배려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고 정서적 감동과 미
적 이해를 통해 시각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진행하
면서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후 시각장애인복지관의 협조
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결과물을 제작하였다. 구체적인 단계는 아래와 같다.
! 시각장애인의 선행 문헌 수집
! 현재 사용되는 국내외 시각점역지침 연구
! 국외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 촉각 자료 연구
! 정기적인 복지관 방문을 통한 자문 수렴
! 시각자료 인쇄 테스트
! 시각자료 효용성 테스트
! 최종 작품 제작

문헌연구는 국내 시각자료 점역 지침 개발의 기초가 되는 북미 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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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Braille Authority of North America: BANA) 의 지침을 기반으로 하
였으며 국내 실정에 맞게 변경된 것들을 고려하여 한국점자 연구위원회의 지침도
함께 참고하였다. 또한 미국 촉각자료 연구를 위해 Art Education for the
Blind: AEB 가 발행한 “Art beyond sight’ 에 소개된 촉각 자료연구서를 기반
으로 작품 연구를 제작하였다. 자문을 구한 곳은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 에서 전반적인 작업 진행에 도움을 받았다.
최종 결과물은 점자와 이미지의 형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특수인쇄
기법 Swell-Form Graphics Machine 기계를 사용하였으며 열 감지 종이
(Swell-Touch pape r) 에 인쇄하였다. 주제는 “라이프스타일” 로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생활정보로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정보이면서 동시에 알아두면
생활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점에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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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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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각장애인의 개념
2017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각장
애인은 25만 3천명으로 15가지의 장애 유형 중에서 세 번째로 많다. 선천적으
로 시각장애인이 된 경우는 10% 정도이며 대부분은 정상의 시각을 가지고 살
다가 사고나 질병 (녹내장, 백내장, 포도막염, 망막박리, 망막색소변성, 베체트
병)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중도에 장애를 얻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으로 포함하
고 있다고 볼 때,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꽤 높은 비율이다.2)
시각장애는 대게 시력의 정도로 판별하게 된다. 이를 크게 나누면 실
명(Blindness)과 약시(Low-vision)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더 세분하면 시력
이 전혀 없는 상태를 ‘ 전맹’, 암실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광선을 점멸하여 이
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광각’ 눈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일 때 이를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를 ‘수동’, 자기 앞 1m 전방의 손가락 수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를 ‘ 지수’, 일반 활자를 읽을 수는 없으나 시력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 약시’ 라 한다.
현재 잔존 시력을 보유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보조 기구가 제공
되고 있다. 그러나 시력이 전혀 없는 ‘전맹자’ 의 경우에는 오감 중 청각 및 촉
각을 이용해서 모든 시각정보를 얻어야 하므로 시각 정보를 얻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외된 시각장애인인 전맹자를 위한 시각 정보
전달을 위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았다.

2) [등록장애인 현황 ], 보건복지부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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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사진으로 보는 시각장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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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각장애인의 시각 정보인식 현황
1) 점자
최초의 점자는 19세기 초 프랑스의 육군 포병 장교 바르비에
(Barbier.C)가 야간작전 시 암호용으로 처음 개발하였으며 그 후 1821년 당
시 프랑스의 파리 맹학교 학생이었던 시각장애인 루이 브라이유 (Louis
Braille) 에 의해 발전되어 약 10년 뒤 1834년 지금의 점자 시스템으로 완성되
었다. 한글용 점자는 1926년 송암 박두성 (1888~1963) 에 의해 창안되었다.3)
유일하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도구이자 가장 오래된 정보매체로써
정안인에게 ‘훈민정음’이 있다면 시각장애인에게는 ‘훈맹정음’이 있다. 점자는 6
개의 점으로 위치별로 일부 또는 전부가 볼록 나오게 찍음으로써 사용되고 있
으며 각 나라의 언어에 적합한 방식으로 표준화된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점자 한 줄에는 일반적으로 32칸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짧은 내용만 점
역할 수 있다. 묵자(regular print) 와는 달리 점자는 크기를 조절하기가 거의
어렵다. 점자 한 칸 내 인접한 두 점 의 중심은 최소 2.28mm의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하고, 4점과 1점, 5점과 2점, 6점과 3점 등과 같이 특정 칸의 점과 인
접한 점의 중심은 4.07mm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4) 점자는 그림, 사진,
만화 등과 같이 시각적인 요소가 제시된 자료를 원문 그대로 나타내는데 제한
점이 있기도 하다. 점자는 선(line) 보다는 점(dot)을 기반으로 하는 문해 매체
이므로 다양한 형태, 방향, 굵기 등으로 표현하는 시각자료를 원본 그대로 나
타내기가 어렵다. 점자는 색깔을 배제하는 문해 매체이므로 그림이나 사진 등
에 포함 된 색깔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점자 책 중에서도 정보의 위계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과 동시에
장식적 측면에서 간단한 점형 이미지(Braille Art)를 제작할 수 있다. 5) 점자
3) 「점자소개 」, 국립국어원
4) Foulke, E. Braille. In M. A. Heller & W. Schiff (Eds.), “Psychology of
touch”. 1991 (219-234). Hillsdale , NJ: Lawrence Erlbaum.
5) “Braille Art”, Paths to Literacy, 2013.02.23.
< http://www.pathstoliteracy.org/resources/bra ille-art> (접속일: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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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로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원리가 단순하고 제작 단가도 저렴한 장점
이 있지만 복잡한 이미지를 읽기에는 매우 둔한 형태로 제작되어 이미지 전달
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단가와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점자 기계로 이미지와 글
자를 모두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자책을 제작할 때 표지의 타이틀이나 간
단한 장식 표현에 있어서 점형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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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점자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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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점자로 인쇄된 페이지

그럼4. 점자를 이용한 점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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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촉지도
촉각을 통한 이미지정보 접근 방법으로 표면에 이미지 형태를 튀어나
오게 표현하여 이미지를 파악하는데 가장 근접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시각장
애인들은 시각을 통하여 사물에 대한 선행적이고 전반적인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촉각을 통하여 사물의 형태나 질감, 중량감, 온도 등을 파악하
게 된다.6) 로웬펠드 (Lowenfeld)는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만져 보아 얻게
되는 공간개념은 비장애인이 눈으로 보아 얻게 되는 공간개념과는 다르다
고 지적하였다.7) 시각장애인 들은 유아기부터 물체의 경험이 중요하며, 이
시기에 환경에 대한 기본적 경험을 형성하기 때문에 물체 그대로, 또는 모
형을 만져보게 함으로써 지난날 경험과 관찰을 기초로 총체적으로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8)
대표적으로 이미지를 경험하는 사례로는 촉지도를 들 수 있다. 지리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공간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도 제작된다.
서울맹학교 학생 6명( 전맹 2 명, 저시력자 4명), 서울시각장애인복지 4명(전맹
2 명, 저시력자 2 명), 서울시립대학교학생 1명(저시력자) 등 총 11명의 시각장
애인들을 대상으로 촉지도의 사용성에 대한 인터뷰 결과에 따르변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촉지도를 활용한다고 답한 사람은 없었으며,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작된 촉지도에서 공간을 읽어내기가 어려움을 표현하였다.9)

규격에 맞게 돌출시키는 형태를 만드는 것도 문제였지만 표현방식에
있어 건축도면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도면에 사용되는 건축 기호를 알지 못
하면 읽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픽토그램 또한 형태의 통일성이 결여된 기호

6) 허예내 , 정한경 , 김미영 , 「시각장애인 정보화 접근성을 위한 보조도구에서의
감각정보 활용 사례분석 」. 디지털디자인학연구 , 8(2), 2008, 233-245 쪽.
7) 송내운, 「보기장애자의 심리학 」, 배영사 , 1972.
8) 김수진, 「촉각체험을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5.
9) 이명중, 황지은 . 「공간인지를 위한 촉지도 요소의 촉각 정보 표상에 대한 기초
조사」. 한국 HCI학회 학술대회 , 2014, 266-27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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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용과 추상적인 형태들은 그 해독을 어렵게 하였다. 촉지도의 전반적인 표
현방식이 너무 정안인의 입장에서 가깝게 만들어지다 보니 정작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촉지도의 활용성에 대한 실험들은 공간의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정확도를 파악하는 의도로 접근하였던 연구라면, 이번 연구의 의도는 그
러한 공간들을 경험하여 느낄 수 있는 “ 정서적 공간 정보”로 접근하고자 하였
다. 총체적 감각을 통해야만 얻을 수 있는 공간의 분위기나 무드와 같은 정보
는 시각장애인에게 전달되기 매우 어려우므로 오히려 그러한 측면을 상상으로
그려낼 수 있도록 촉지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차용하고자 한다.

- 13 -

그림5. 지리 정보를 이용한 촉지도 (American Printi ng Hous e for
the Blind)

그림 6 공간 정보를 표현한 촉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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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자블록 (Tactile paving)
점자블록은 야외 이동에 있어 보행 보조를 위해 제공되는 매체로 시각
장애인의 보행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 중 하나
는 기하학적 직선보행의 연속이므로 전맹인 시각장애인은 적당히 구부러진 지
름길로 갈 수가 없다. 랜드마크를 통해 목적지로 방향을 정했으면 다음 랜드마
크에 도달할 때까지 직선으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점자블록으로 위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 있다. 10)
점자블록은 유도 기능과 경고 기능이 주 기능으로써 복잡한 도로 상황
과 다양한 교통 시스템 연결 시 사용되고 한국은 점자블록과 선형블록으로 나
눠 각종 단차의 위치, 출입구의 위치를 알 수 있고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계
단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에 보행자가 정지하게 한다.
점자블록은 기본적으로 직진과 서행 패턴은 명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추후에
참고할 텍타일 패턴에 응용될 때, 이미지 패턴 가이드라인에 참고하였다.

그림 7 . 점자블록이 사용된 모습
10) 강병근 , 성기창 , 박광재, 윤영삼 , 김은경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현황조사
및 실효성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7, 계획계 , 23(11), 3-1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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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촉각 이미지
촉각 이미지는 촉각적인 느낌을 이미지로 전환된 형태이다. 시각장애
인은 멀리 있거나 직접 만져볼 수 없는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들을 파악하
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하늘에 있는 별이나, 지구의 모습, 산이나 매우 높은 고
층 빌딩과 같은 것이다. 손의 감각을 통해 국소적인 부분들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촉각 자료를 통해 크기나 비율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간접적으로
파악하게 되거나 정안인이 1차적으로 시각화 과정을 한 후 전달된다.
다음의 사진은 NASA에서 제작한 일식과 월식을 설명한 촉각 이미지
이다. 우주에서 태양, 달, 지구에 대한 위치와 거리를 선으로 표현하였으며, 텍
스처를 통한 온도, 및 그림자를 표현을 하였고 겹쳐지는 과정을 단계별 이미지
로 만들어 과정까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촉각이미지의 특성은 추상적 시각
정보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상적인 이미지를
인지하며 경험하게 되는 상상의 이미지는 무형의 개념 또는 감정과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활용해 분위기와 감정을 이미지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데 좋은 예시로 볼 수 있다.

그림8. 일식의 촉각정보가이드, NASA’s Ames Research C enter

- 16 -

5) 음성
음성 매체 서비스는 텍스트를 보고 녹음을 해주는 전통적인 음성 매체
서비스가 있고 최근에는 프린트된 텍스트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보이스아이
(Voice eye) 와 스크린의 글자의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보이스오버 (Voice
Over) 와 스크린리더(Ccreen Reader) 가 있다.
보이스 아이는

2차원 바코드로 두 페이지 분량의 텍스트 정보를 1.5

㎠의 바코드 안에 저장하여 보이스아이 앱 및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이용
하여 정보를 알려주는 고밀도 바코드로 프린트된 양식에 쓰인다. 점자는 최소
글자 사이즈가 묵자( 한글)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한 페이지 점자책에 담을 수
있는 단어의 분량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보이스아이를 통해 점자책에 담지
못한 추가 정보를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보이스아이의 코드는 전
용 기기 외에도 핸드폰 앱을 통해 코드 인식 후 사용할 수 있다.

그림9 (좌) 보이스아이 리더기 사용방법 (우 ) 보이스아이 코드

보이스오버와 스크린리더는 컴퓨터의 자판을 눌러 화면에 쓰인 글자를
순차적으로 이동해 가며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정보를 파악하며
모바일의 경우 화면에 손가락을 대면 터치된 부분을 음성으로 전환해준다. 터
치스크린에 취약한 시각장애인에게 보이스오버와 스크린 리더는 정보기기의 접
근성을 높여주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하지만 텍스트 자체를 이미지
로 업로드하는 사이트가 많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음성 전환 서비스가 작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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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현재의 서비스에서는 이미지 정보는 전혀 인식
하지 못하거나 ‘ 사진 제목’ 정도로 음성 전환되어 넘어가기 때문에 상품을 보
고 구매를 해야 하는 경우 이미지 정보는 얻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상품 구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시각장애인과 정안
인과의 정보격차의 심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시각 정보 접근권에 대한 심각
성이 크게 대두되기도 하였다.
2018년 3월 14일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정보 접근 차별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토론 내용

그림10. 시각장애인의 정보이용차별에 대한 집단소송 기자회견

중에는 온라인쇼핑 접근성과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홈쇼핑이
나 모바일,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엔 응답자의 40.8%가 전적으로 타인의 도
움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상품 선택에서부터 결제까지 시각장애인 혼자서 하
기엔 웹 접근성이 너무나 미비하다고 보고하였다. 11)
현재 기술적으로 이미지를 구현하는 연구는 있으나 문화적 측면에서
정안인과 다른 이미지 리더기의 발명은 또 다른 차별을 조성한다고 판단하였고
11) “온라인 쇼핑하려니 온통 ‘그림파일’ 뿐...시각장애인 위한 음성지원
안되나요?”. < 비마이너뉴스>, 2018.03.14.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976&thread=04r08>
(접속일: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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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이에 따라 책과 이미지의 결합이 동시에 될 수 있는 형태이면서 새로운 미디어
가 아닌 기존의 미디어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매체를 고려해보았다.
점자 매거진은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오래된 교육자료로 쓰여 왔으며 매체에 대
한 거부감이 낮으며 촉각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점자책으로 담을 수 없는 텍스트 정보나 이미지에 구현에 있어 부가 설명이 필
요한 부분들은 보이스아이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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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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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각자료의 이해
1) 시각자료의 기능
시각 정보를 전달받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접근 방식이 있음을 서론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시각자료의 기능과 인지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촉각으로 전환될 때 전달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시각자료의 기능은 주의, 촉구 기능, 설명 기능 및 파지 기능의 세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12) 주의 집중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시각자료는 학습자의
주의와 관심을 촉구하고, 학습에 대한 욕구와 흥미, 동기를 부여한다. 설명 기
능이란, 언어로서 설명하기 어렵거나 장황한 내용을 시각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파지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학습자는
시각자료를 기억함으로써 학습내용을 연상하거나 그 반대의 작용을 통해 학습
의 효과와 기억을 지속 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자료의 각 기능은 개별적
이기보다는 서로 관련성을 지니면서 복합적으로 발휘된다.
시각자료의 이러한 기능들은 복잡한 아이디어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
며, 학습자가 지식 탐구에 참여하게 하고, 자료 제시를 통하여 집단학습 활동
의 일부분으로 활용하거나 전체 집단에게 정보를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 13) 또
한 적절하게 시각화된 정보나 자료는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 시키고 기억을 쉽
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사실적 형태로 나타내며, 활
용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시험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표현을 자극하는 데 사용하고, 학년이나 과목에 상관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
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14)

12) Duchastel, “Illustrating instructional text”. Educatio n Technology,
18(11), 37p
13) 변영계, 김영환 , 손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서울 : 학지사 .2003
14) 사회복지법인 하상장애인 복지회 . 「시각자료 점역 지침 연구 보고서 」. 문화체
육관광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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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장애인의 인지 특성
일반적인 시각의 인지과정은 매우 빠르게 이뤄짐과 동시에 원거리에
있는 대상물의 위치와 주위 환경의 배치에 관한 정보를 순간적으로 전달해 주
고 또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하며 순식간에 전체를 파악할 수 있
도록 하는 복합적인 인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시각장애인은 대상물을
지각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고 의식적으로 전체를 통합하여 연결해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청각은 언어와 의사소통의 기본 감각으로 사용되어 사물과
형태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촉각을 통해 사물에 관하
여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두 개의 감각기관의 인식
속도가 다르므로 통합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중도
실명자의 경우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사회와 단절이 될 만큼의 영향력이 커 결
과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 소극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 그
럼에도 의식적인 교육과 노력으로 촉각을 발전시키면 시각 정보인지의 특성처
럼 종합적인 정보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와의 관계 형성
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3) 시각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제시
시각적 그림을 촉각적 그림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촉각을 이용하여 주위의 환경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방법들은 부분적으
로 유사한 이론에 기초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그림을
전환하여 수신자에게 그림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가이다. 의사소통의
과정에는 발신자, 메시지, 수신자 3가지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이 단순화된 도
식은 매체 자체가 곧 메시지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그림이
몇 가지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각적 이미지를
촉각적 이미지로 전환할 때, 그림이 수신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추가 해석이 행
해진다. 따라서 시각적 그림과 촉각적 그림을 만드는 사람이 함께 협조하는 것
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15)
형태의 표현 방법 여러 가지를 시각장애학생에게 제시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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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izu 의 연구가 있다. 16) 이 연구의 결과 역시 양각(relief) 처리한 형태가
대부분의 시각 장애학생들에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촉각화가 원본에
서 독립하여 그 자체만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시각적 대상에 대한 접근을 가능
케 하기 위해서는 원작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부 사항을 묘사해야만 한다.
원작의 배열이 무시되어 있고, 글은 별도의 장으로 그림과 떨어져 있거나, 각
각의 모습과 사건을 명확히 묘사하지도 않았다면 시각장애인의 원본 그림에 대
한 이해는 부적절하게 될 것이다. 윤곽은 부적절한 표현을 최소화한다면 사물
의 필수 항목을 나타내는 데 매우 유용하다. 사물의 크기나 모양, 위치 등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윤곽선을 이용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은 그 어떤 신호
나 언어보다 훈련 과정이 짧고, 설명을 듣는데 걸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으며,
보편적인 메시지로 해석하기도 쉽다.
그러나 해석과정에서 수신자 또한 개인마다 시각인지 교육 수준의 차
이가 있으며 환경, 문화적 요소까지 고려된다면 전달받는 정보의 격차는 분명
존재한다. 어디까지가 객관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칫 시각자료를 촉각화 하는 재생에서 특정인에게는 소통하게 하는데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점역자는 묵자 정보의 중요성과 촉
각적 재현의 가장 적절한 방법을 이해하고 눈으로 볼 때와 만져볼 때의 차이를
고려하여 작업해야 한다.

15) 사회복지법인 하상장애인 복지회 (2010)
16) Shimizu, Y., Shinohara, M., and Hid eji, N. “Recognition of tactil e
patterns in a graphic display”: evaluation of presenting modes. Journal

of Vis ual Impairment and Blindness, 2000, 456-46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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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점역 및 촉각화 지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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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내외 촉각 이미지 가이드라인 및 표준
1) 북미 점자위원회의 지침 분석
북미 점자위원회(Braille Authority of North America: BANA)는
Canadian Braille Authority와 북미의 Braille Authority는 촉각 그래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촉각 그래픽의 디자인 및 제작을 위한 모범 사례를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공동위원회이다.
1996년부터 발전되어온 점자 그래픽 표준 연구는 현재 2010년 버전
이 최신 연구 지침서로 꾸준히 업데이트되어 오고 있다. 촉각 그래픽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 표준서은 촉각 일러스트
레이터, 전사자, 시각 장애 학생 교사, 시각 장애 아동 부모, 교육 보조원, 교
육 자원 센터, 점자 제작소 및 시험 기관 모두 그림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다. 한국점자도서 출판 규정은 BANA의 지침(1997)을
근간으로 마련되어 신뢰한 만하다고 보았으며 위의 조항들을 반영하여 작품 연
구에 적용하는 것이 정보의 혼란과 이미지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선행해야
할 연구라고 판단하였다.
이 지침은 총 12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래픽 계획과 구성부터 시
작해 그래픽 전환 방법과 표시 방법 외에도 출력과 검수 관리 규정까지 정리되
어 있다.

<표1>은 시각자료 점역 지침 연구 보고서(2010) 의 연구결과를 정리

한 표를 가져온 것이며 <표2>는 연구자가 이번 연구에 참고할 만한 규정들을
추가로 가져와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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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인지

대표적
모양의
크기

-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테두리가 뚜렷한 모양과 부드러운 재질 선호
- 다각형의 변의 개수를 세는 데에는 변을 알아보기 쉽게 만들 것
- 굵은 선이나 복잡한 재질은 모양을 인지하는데 방해

- 식별하기 쉬운 모양들 (순서): 정사각형, 삼각형, 원
- 식별하기 어려운 모양들: 십자가와 별
- 모양의 크기는 1/4 인치 (0.7cm) 혹은 그 이상

- 비어있는 화살표 꼭지와 화살대와 조금 떨어진 화살표 (따라 가며 만져
화살표,
선, 표시

보기 가장 쉬운 것)
- 화살대와 붙어있는 실선 꼭지도 쉽게 인지.
- 점선 대각선은 부분적으로 어려움
- 표시 위치는 1/8 인치 이상 띄어 주어야 함(약 3mm).

질감

-

굵은 질감이 선호됨 (점과 벽돌 모양)
질감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재질이 선호
점의 높이는 식별 여부에 중요한 요소임
질감이 다른 두 개 사이의 공백은 식별력을 향상

그림안에
들어있는
모양과
점자표시

-

모양과 점자 표시 사이에 있는 공백은 식별력을 향상
식별하기 가장 쉬운 모양: 정사각형, 원, 삼각형
가장 식별하기 어려운 모양: 십자가, 비어있는 직사각형
3점 혹은 6점이 포함된 점자는 바로 위에 점이 찍힌 것보다 읽기 쉬움

선의 굵기

-

굵은 실선, 점선이 따라가며 인식하기가 가장 쉬움
가는 점선이 가는 실선보다 식별하기 쉬움
주변이 여백인 상태에서 속이 비어있는 모양이 가장 인식하기 쉬움
서모폼 방식이 모양과 그림을 인식하는데 더욱 효과적임

-

굵은
가는
같은
다른

교차된
선들

선이 식별하기 가장 쉬움
실선이 식별하기 가장 어려움
굵기의 선들은 실선이든 점선이든 둘 사이를 구별하기 어려움
종류의 선들은 한 그림안에서도 따라가기가 쉬움

- 곡선은 직선보다 따라가기가 어려움

표1. 북미 및 캐나다 점역협회의 촉각그림 연구결과 분석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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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각 그래픽은 독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디자인된 인쇄 그래픽을
타나 내지 귀함이지 정확한 재생산은 아님.
- 제작자의 메모를 사용하여 원본 인쇄물에서 변경된 사항을 설명.
(예: “모든 인쇄 투시도 및 3차원 이미지가 측면 보기로 변환되었습니다”)
제작자
유념사항

- 촉각적인 그래픽 앞뒤에 빈 줄을 넣어 그래픽 등장을 준비시킴.
- 촉각 그래픽의 순서는 타이틀> 캡션> 제작자노트> 범례> 그래픽> 출처.
- 인쇄 그림에 제목이 없는 경우, 명확하게 위해 제작자는 점자로 제목을
추가할 수 있음.
- 3차원 도면은 독자가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우므로 3차원 물체를 표현하는데
사용된 기술을 설명하는 필기자의 노트가 삽입되는 것이 필요.

- 선은 중요한 경계나 경로와 같은 선형 정보.
화살표,선의
의미

- 수학적 도면에서 선은 모양의 윤곽선을 표시하거나 측정할 분할, 각도 또는
길이를 나타내는데 사용 가능
- 선은 구체적인 정보나 상상적인 정보를 나타낼 수 있음

- 독자가 방향을 추적해야 하는 경우 혼동을 야기하는 많은 선 스타일이 5개
이상 있지 않도록 함.
화살표, 선,
표시 방법

- 리드선은 최소 길이가 2cm이고 바람직한 최대길이가 3.75cm 다.
- 리드선은 화살촉이 없으며 가능하면 직선이어야 함.
- 리드선의 한쪽 끝은 식별하는 구성 요소와 접촉해야 하고 다른 쪽 끝은
점자 라벨의 시작 또는 끝에서 3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 화살표는 길고 가는 긴 삼각형 또는 열린 화살촉으로 구성.

-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많은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여러 개의 섹션으로
이미지,
다이어그램
표시 방법

나누거나 계층으로 분리해야 함.
- 독자가 전체 그림의 개념을 제공하려면 전체 이미지(개요)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먼저 나타나야 함.
- 이미지 표현에 너무 많은 영역을 나눠야 할 경우 5개 이상의 텍스처 사용은
촉각 그래픽 다이어그램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음.

표2. 북미 및 캐나다 점역협회의 촉각그림 연구결과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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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북미 점자위원회가 제시한 규정들이 적용된 샘플이미지 중
참고할 예시 이미지를 모아보았다. 소개하는 이미지들은 좌측은 촉각화를 위한
원본 이미지 우측은 촉각화 된 이미지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그림12>는 꽃의 단면도와 이를 촉각 자료로 변경한 이미지다. 촉각
화 과정에서 3차원적으로 표현된 이미지를 2차원으로 평면화 시켰으며 꽃잎과
수술의 개수를 필요한 정보 외에는 생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이름에
대한 리드선은 최대치인 3mm를 벗어나 지 않게 하였다. 추가로 제작자의 노
트를 통해 원본 이미지에서 촉각화 과정에서 변화된 부분을 명시하였다. 전반
적으로 원본에 비해 단순화되었으며 색상을 통한 구분 대신 텍스처의 차이를
줌으로써 대비를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본 텍스트의 양에 비해 촉각 자료
의 점자는 많은 것을 담지 못한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생략이 이뤄졌음을 짐작
해 볼 수 있다.

그림12 . Parts of a Flower, 북미점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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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는 유럽연합에 대한 나라에 대한 역사를 표현한 그림이다.
연도와 나라명, 위치를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그래픽이다. 복잡한 이미
지의 경우 이미지에 대한 범례의 리스트를 간단히 표시하고, 이미지에 대한 제
목과 제작자의 촉각 자료 변경 시 변화된 것을 첫 페이지에 명시해놓는다. 표
시할 정보가 연도별, 나라별이기 때문에 두가지 이미지로 나눠 제작해야 하며
표시할 범례가 1페이지 이상일 경우 좌측에 이미지를 넣고 오른쪽에 범례를 연
속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 단면일 경우 그래픽 다음 페이지에 범례 배치) 이미
지 상단에 제목은 항상 표시되어야 하며 범례 페이지에도 제목을 명시하여 독
자가 이미지와 범례를 동일시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13.Europe Unio n, 북미점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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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의 경우 이전 그림과 같은 복잡한 그래픽 이미지 중 하나이
다. 그러나 주제를 분류했을 때 정보 표현에 있어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위치를
강조할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표현 방식은 면(텍스처), 점(위
치), 선(형태)으로 각각 다르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리 정보를 표현
하는 이미지에서는 주로 선은 물과 바다를 나눌 때 사용되고 텍스처를 표현한
것은 영역을 의미하며, 점의 경우 특정 위치를 표시할 때 주로 사용된다. 정보
구현에 있어 정답은 없으나 주로 통용되는 점을 제작자가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이 효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림14. South West Asia: Economic Activity, 북미점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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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소개된 그림은 지도 제작에 참고할 그래픽 요소를 정리해 놓은
것들이다. <그림15>는 촉각 이미지 제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텍스처로
총 38가지다.

8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그룹당 한 개의 텍스처만 사용할 수 있

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그림15. Texture Palatte, 북미점자규정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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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은 선에 대한 규정을 정리해 놓은 이미지다. 정보의 성격에
따라 사용될 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의 인지 가능한 최소 두께부터 최대 두
께를 정의하였으며 화살표의 디자인도 제시하고 있다.

그림16. Line Styles , 북미점자규정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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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은 샘플 템플릿으로 실제 촉각화를 변형하기 위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이미지다. 점자 종이(25행40자) 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정
리되어 있다. 이미지의 제목은 맨 위 가운데에 위치하며 묵자(한글) 페이지 번
호는 상단 오른쪽, 점자 페이지 번호는 오른쪽 하단에 위치시켜 놓았다. 최소
점자폰트 크기는 24폰트이며 행간은 111%이다. 그 외 범례에 해당되는 썸네
일 사이즈는 1x1.5inch 이다. 점자와 점형 주변은 최소한의 여백이 필요하고
라인과 라인의 공간간격은 점자 셀을 기준으로 참고한다. 이와 같이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촉각화 과정에서 왜곡이나 변형에 대한 오차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7 . Tactile Graphic Template ,북미점자규정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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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점자 연구위원회 지침
2002년 한국점자 연구위원회는 1년간의 연구 결과 ' 한국 점자도서 출
판 규정'을 출간하였다. 2006년 동 위원회는 미진한 부분과 용어의 혼란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의 지원을 받아 한국 점자도서 출판 규정을 수정하
여 다시 발간하면서 예제집도 함께 출간하였다. 17) 발간사에서 밝혔듯이 점자도
서에서는 시각적 요소들을 대부분 생략하였다. 이때 생략한 그림이나 기호가
그 도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면 그림이 없는 점자도서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 점자도서 출판 규정'은 BANA의 지침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미지의 역할을 하는 그래프나 그림에 대한 규정은 아 제
시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제공하는 표의 경우도 예시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
고 있지 않아 예시자료의 일부는 규정과 맞지 않다. 더욱이 6점 점형으로 나타
낼 수 있는 텍스트 표현에 알맞은 규정이기에 촉각 자료를 표현하기에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우리나라 점역기관의 ‘ 한국
점자도서 출판규정’은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림18>,<그림19>는 국내에서 제작된 점자 규정에 따라 표현된 촉각
이미지다. 북미 점자 그래픽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점형으로 이미지를 구현했
다는 점에서 점의 사이즈, 선의 종류, 면에 적용될 다양한 텍스처는 전혀 표시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기초적인 정보 표현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이미지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이미지의 외형 표현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17) 임안수, 「한국점자도서출판규정 」. 한국점자연구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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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인도의 농업 ,한국점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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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노령인구 부담 추이 , 한국점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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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외 촉각화 지침 분석
1) Art Beyond Sight
Art Education for the Blind(AEB)와 Press of the 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 (AEB)가 공동 출간한 “Art Beyond Sight”은
그림에 대한 접근성이 시각장애인에게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표로 제작된 가이
드라인 책이다. 북미 점자위원회의 지침서는 정보성 이미지(Informational
image) 를 전달하기 위한 책이었다면, 이 책은 감성적 이미지 (Emotional
Image) 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책이다. 전반적인 미술의 영역에 대
한 관심 촉구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어 시각장애인에
게 미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시도와 결과들에 대한 연구과정과,
연구 보고서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만져보기’(Touching), ‘말로 설명
하기’(Verbal Description), ‘ 소리와 재현하기’(Sound and Drama), ‘ 촉각
화하기’(Tactile Diagrams), ‘ 만들어 보기’(Art Making) 로 챕터가 나눠져 있
으며 그중에서 연구자는 ‘ 촉각화하기’ 부분을 참고하였다.
‘ 촉각화하기‘의 기본 원리는 촉각 이미지와 음성 설명이 함께 이뤄지
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실제로 제작된 수백장의 촉각 그림들
은 “Art History Through Touch and Sound”라는 책으로 출판되었으며
테이프와 함께 세트로 제공하고 있다. 개인이 접할 때에는 디지털 음성파일이
나 테이프로 함께 읽어나갈 수 있으며 학교 수업이나, 미술관, 박물관에서 진
행하는 과정에서는 설명자의 해설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촉각화로만 이미
지를 똑같이 재현하여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촉각화 작업을 위한 첫번째 방법은 이미지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
이다. 심플한 이미지, 복잡한 이미지, 매우 복잡한 추상적 이미지 3가지로 분
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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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복잡한 이미지의 경우, 여러 개의 이미지로 나눠 제작한다. 나누
는 기준은 제작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작품마다 상이할 수 있다. <그림20>의
경우, 인물 중심, 사물 중심,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친 전체 이미지 총 세가지
로 나누었다.

그림20, 복잡한 이미지의 촉각화 제작과정, A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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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미지는 촉각화로 무리하게 표현하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림21>과 같은 이미지의 구현을 위해 3-4개 이상의
이미지로 분리하게 되면 시각장애인이 개별 이미지를 읽어나가면서 동시에 전
체 이미지 구상까지 함께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잘못된 이미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각은 종합적 해석이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촉각은 손끝에서 작은
부분부터 읽어나가며 전체를 상상해야 하므로 과정이 정반대로 이뤄진다는 점
을 염두 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이미지는 촉각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 이미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그림21. 촉각화 제작이 불가능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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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이미지 선별이 이뤄졌으면 표현 방향을 결정한다. 이미지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제작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생략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림
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미지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지를 알고 제작 과정에서 그림의 왜곡과 재해석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도 그
림의 의도를 유지할 수 있다. 눈을 통해 그림을 볼 때, 전체 이미지를 보고 있
더라도 눈의 흐름은 강조되는 부분만을 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눈의 역
할을 손으로 선별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작자이다. 그러므로 제작자
의 신중한 선택과 방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22 . 추상적 이미지의 촉각화 제작과정 , A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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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선의 사용에 대한 표현 방법이다. 대부분의 물체는 외형을
가지고 있어 보통 선을 사용해 외형을 그린다. 이것은 지도가 될 수 있고 그림
이 될 수도 있다. 촉각화에서는 그 외에도 선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두꺼운 선은 특별히 강조하려는 물체에 적용하거나 그림에서 가까이 위
치해 있을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림23>과같이 겹쳐져 있는 물체의 경우
앞에 위치한 물체에만 두꺼운 선을 적용하여 레이어를 구분한다. 겹쳐진 선의
주변은 1/8인치 정도 여백을 둔다. 지도의 경우 레이어가 된 형태가 아니라
경계면이 겹쳐져 있을 경우에 덜 중요한 선을 생략한다.

그림 23 . 선을 활용하여 레이어를 표현한 제작과정, A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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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그림을 여러 개로 분리할 때 나누는 기준을 정한다. 복잡한
그림을 나누는 기준은 제작자에 따라 달라지지만 효과적인 분리 방법은 배경과
전경으로 나누거나 배경과 객체로 나누고 이 두 개를 통합한 전체 이미지로 총
3가지 이미지로 제작한다. 이와 같이 나눠진 3개의 이미지들은 가장 심플한 것
에서 복잡한 이미지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그림을 볼 때,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림의 자세한 모습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정안인은 가까이 가서 보거
나 멀리 서서 이미지를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불가능하기 때문
에 눈의 초점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촉각적으로 재현해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텍타일은 전체 이미지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어 정
보에 혼란이 없어야 한다. 디테일한 이미지를 묘사하는 이미지의 외곽선은 삼
각형 모양의 라인을 사용하여 현재 확대된 부분의 위치를 명시하도록 한다.

그림24 . 이미지 분리를 위한 기준 선정과정 , A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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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로 조각의 경우 이미지를 나누지 않는다. 대신 입체적인 모
형이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을 같은 비율에서 표현하고 추가로 조각상의 얼굴
부분만 자세하게 표현하는 이미지로 제작하여 총 3가지 이미지로 표현한다. 조
각의 경우 같은 형식의 건축과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림25 . 조각상의 촉각화 제작과정 , A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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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로 건축의 경우 이미지의 분리가 필요하다. 첫 번째 이미지
는 건물의 평면도이며 주변 평면도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당이나 정
원과 같이 건물 주변의 특징이 있다면 함께 표현하도록 한다. 음성 설명으로
들을 때 마치 건물에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건물 입구는 이미지
에서 바닥 쪽을 향해 있도록 그리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이미지는 건물의 옆면
을 표현한 것으로 실내 모습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첫 번째 평면도에서 그린
실내의 특징들을 두 번째에도 생략하지 않도록 하여 정보의 혼란을 주지 않는
다. 세 번째 이미지는 정확하게 정면의 형태를 묘사한다.

그림 26 . 건축물의 촉각화 제작과정 , A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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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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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MOMA (The Museum of Modern Art)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
술관으로 MOMA가 있다. 시각 장애인은 점자 설명과 함께 크게 인쇄된 촉각
이미지를 제공받으며 또한 박물관 소장품의 주요 작품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
을 위한 오디오 프로그램이 있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Art in Sight’
라는 프로그램은 박물관 갤러리에서 매월 열리며 특별히 훈련된 큐레이터가 설
명을 함께 진행한다.

그림 27 . Art in Sight 프로그램의 현장 , M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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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Beyond Vision Project
Beyond Vision Project (BVP)는 촉각 예술작품, 촉각 오디오 교육,
학습자료 및 맞춤 제품을 디자인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전시회, 이벤트, 기업 및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다
중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프로젝트는 명화 이미지를
촉각화로 변경한 후, 그림을 만지는 부분에 센서를 설치하여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음성 설명이 함께 나오는 오디오 서비스, Tactile-Audio Interaction
System (TAIS)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많은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경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28 . TAIS 서비스를 설명하는 모습

그림29 . 촉각화 그림 주변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 47 -

5.3 Stenograffia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 (Ekate rinburg) 지역에서는 스테노그라피
(Stenograffia) 라는 유명한 그라피티 페스티벌이 매년 열린다. 2017년에는
시각장애인도 그라피티를 즐길 수 있도록 Possible Moscow와 비상업적 단체
인 Belaya Trost는 점자 그라피티를 최초로 기획했다.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각 분야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주제로 하여 음
악가 (Ray Charle s), 프로그래머 (Mikhail

Pozhidaev), 마라토너 (Marle

Ruyan) 세명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업적과 이를 상징화하는 이미지를 점자
와 함께 촉각 이미지를 그라피티로 표현하였다. 시각이 없이도 시각문화를 즐
길 수 있도록 배려한 이러한 사례는 일반인 모두에게도 흥미로운 접근이었으며
적절한 주제 선정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시각장애인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한 캠페인성 그라피티로 볼 수 있다.

그림30. 그래피티를 읽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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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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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매체 선정
시각장애인의 사회문화 관련 시각 정보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도가 되
어 온 분야는 잡지이다. 잡지의 특성은 보통 전문서적과는 다르게 문화 정보
기반의 콘텐츠로 패션, 요리, 디자인, 낚시 등등 유희와 오락적 측면에서 제
작된다. 그러나 현재 시각장애인용 잡지의 콘텐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1) 점자새소식
국내에 현존하는 정기 간행물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점자새소식’은
2018년 5월 1일에 1000호가 발행되며 최초 창간일인 1976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42년 동안 발행되어왔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 접근권에 가장 많
은 도움을 준 매체 중의 하나로 정보의 주요 내용은 지적 향상과 권익옹호,
재활과 자립을 통한 사회에 완전참여를 목적으로 한 정보들로 직업, 오락, 경
제, 문화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신문이자 교양잡지로 역할하고 있다. 그러나
도형, 그림 및 삽화와 같은 그래픽 정보 표시는 되지 않아 정보 전달의 수준
과 질이 떨어져 시각문화와 관련된 정보 영역인 미술, 디자인, 요리, 패션과
같은 영역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림31. 『점자새소식 』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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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ayboy
해외의 경우 Playboy라는 성인 잡지 회사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페셜 에디션으로 만든 잡지가 있다. 이미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진
묘사를 포함한 모든 내용이 점자로 기록되어 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미
지 위주의 잡지인

Playboy의 특성을 살리고자 사진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사진 없이도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으려고 시도했던
잡지다. 시각 정보가 중요한 매체인 성인 잡지에서 시각적으로 소외된 그룹을
위해 제작했다는 것 자체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림32 『Playboy 』 스페셜 에디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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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이트 프린트 (White Print)
화이트 프린트는 (White Print) 2013년 5월 인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라이프스타일 점자 잡지다. 인도 전역의 맹인 시각장애인 협회에
서 인쇄되는 종이 매거진이며 스포츠, 정치, 문화, 패션, 기술, 에세이, 소설
을 포함하고 있으며 텍스트를 음성화 시켜주는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시기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 정보가 점자로 제공되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화이트 프린트 또한 이미지 없이
점자로만 제작되고 있다.

그림33. 『White Print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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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제 선정
인테리어, 요리, 패션, 스포츠, 등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문화
들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용어로 통일이 되면서 삶에 대한 일종의 컨셉과 기
준이 생겨났다. 이를 통해 전체의 삶의 패턴이나 관점을 간략하게 표현함에
있어 “라이프스타일”의 단어로 대표하게 된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의 특장은
새롭게 등장한 ‘ 놈코어’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 ‘표준’, ‘ 일반적인’ 것을 의미
하는 ‘Norm’과 ‘핵심’, ‘절대적인’의 ‘Hardcore’가 합쳐진 합성어로 놈코어
(Nomecore)는 2014년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신조어로 등재 될 만큼 새로운
트렌드 중의 하나다. 놈코어는 ‘다르지 않음’ 에서 오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태도, 남들과 같은 그룹에 속함으로써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 이라 정의하고 있다.
놈코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번째, 특권층이 누리는 특별하고 고급
스러운 것이 아닌 일상의 평범함이며 두번째, 남들과 같은 그룹에 속함으로써
얻는 평화로움과 여유로움, 세번째, 그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개인의 가치에
집중한 자유로움이다. 놈코어 트렌드의 가치는 시각장애인이 사회와 소통하고
정안인과 같은 삶의 질을 누리고 싶어 하는 욕구와 일치되는 지점이 있다고
보았다. 많은 놈코어 트렌드 매거진이 창간됨에 따라 종이 매거진에 대한 수
명을 새롭게 재조명하면서 이 시기에 맞춰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 매거진의
제작의 존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놈코어 트렌드에 따라 등장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는, 사용된 이미지가 본문 레이아웃과 타이포그래피 요
소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중성적 인상을 형성한다고 하였으며. 두
번째는, 표지 디자인과 본문 디자인에 있어 여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
며 여백을 통해 여유로움, 평화로움, 안정감, 등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으로 작
용하여 놈코어 트렌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18)
이와 같이 절제되고 간결하여 여유로운 레이아웃으로 놈코어 트렌드
18) 이슬예리, 박수진 . 「 잡지 디자인에 나타난 놈코어 트렌드와 시각 표현

분석」 , 디자인문화학회지, 2015, 21(3), 511-5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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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상을 만들다는 특성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잡지 체계에도 적용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시각 정보 인식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림 34 . 『Kinfolk』 표지와 내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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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디자인 전략
1) 공간 이미지 인식을 위한 시스템 개발
공간이 있거나 사물의 형태가 입체로 되어있을 경우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보고 보았다. 예를 들어 Art beyond Sight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촉각화 방법은 평면도, 측면도, 정면도에서 보두 같은 모양의 화살
표의 모양이 위쪽을 향하도록 표시되어 있다. 이미지 표현도가 다르게 되어
있더라도 화살표의 방향은 같다는 점에서 제작자의 관점에서 천장을 향하는
모습인지 혹은 정면의 모습인지 헷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연구자는 명
확한 이미지 공간인식을 위해 아래와 같은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35. 공간 인식을 위한 시스템 개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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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 선정
라이프스타일 중에서 이미지로 전환하는 콘텐츠로 인테리어를 위주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놈코어 영향을 통해 일상생활 속 즐거움을 담을 수 있으
며 주거하는 집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정보의 활용도가 높다
고 보았다.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연구자가 선정한 매거진
은 “Kinfolk home“으로 그림과 텍스트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3) 이미지 선정
이미지는 평면과 입체를 다양하게 섞어 작업을 한 후 테스트를 통해
입체에 대한 인식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였다. 잡지의 특성상 광고 이미지나
화보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 광고성 이미지를 인식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았다. 사물의 이미지 경우 가장 인식이 빠르고 쉬웠다. 화보 이
미지의 경우 독특한 시점으로 인해 콘텐츠 인식뿐만 아니라 시점에 대해 이
해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공간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묘사하는지에 따라 인식
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었다.
연구자가 제시한 공간 이미지 시스템 개발의 경우 이미지 이해를 위
해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나 처음 접한 참여자에게 즉각적인 이해는 어려웠으
며 보조인을 통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되었다. 연구의 의도 자체가 부가적인
교육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편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었으
므로 최종 결과물에서는 실제 잡지의 흐름과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자 시스
템 개발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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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사물 이미지 인식 테스트를 위한 촉각화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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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 컨셉 이미지 인식 테스트를 위한 촉각화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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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공간 이미지 인식 테스트를 위한 촉각화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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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쇄 방식
촉각 이미지 표현을 위해 특수인쇄기기 ‘Swell-Form Graphics
Machie’ 기계와 ‘Swell-Form Paper’ 종이를 사용하여 인쇄하였다. 이 종이
는 열에 노출되면 종이 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알코올의 마이크로캡슐이 종이에
묻혀 있는 특수 유형의 종이이다. ‘Minolta’, ‘Microcapsule Paper’, ‘Hot
spot’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종이는 한가
지이며 사이즈는 A4와 A3가 있다. 화학처리가 되어 있는 면이 한쪽 부분에만
있어 양면인쇄가 불가능하다.
인쇄 과정은 크게 두 번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잉크젯 또는 고속 레
이저 프린터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인쇄를 한 후, Swell-Form Graphics
Machine 기계에 종이를 통과시켜 열 공정을 한다. 이때 검정 부분으로 인쇄
된 영역이 부풀어 오르게 되며 컬러와 함께 인쇄된 경우에도 상관없이 검정 잉
크 부분만 영향을 받는다.
열 인쇄의 특징은 열을 통해 그림은 구워내 열이 반응하는 부분만
부풀어 오르는 방식으로 열의 온도와, 반응하는 부분이 진하기에 따라 폼의
높이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영역이 작게 표현된 부분은 열의 노출이
적어 많이 올라오지 않고 영역이 큰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 영역과
높이가 비례하게 영향을 받는다.
Swell-Form Graphics 인쇄의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게 인쇄
가 가능해 소량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
점으로 기기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이 가격이 높아 대량생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한쪽 면에만 약품이 묻어있어 양면인쇄는 불가능하고 인쇄 후에
많이 문지르게 되면 폼 형태가 뭉개져 오랫동안 보관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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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Swell-Form Machine의 인쇄과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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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스트
테스트는 “실로암 장애인 복지관”의 협력하에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의
개인요청에 의해 모자이크 처리하였다. 아래는 방문일정을 정리하였으며 인터
뷰를 통해 확인한 사항들이다.
[방문]

시각장애인 복지현황 및 서비스 조사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19.1.30)

[방문]촉각자료 리서치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19.2.22)

[인터뷰] 점자 카다로그 제작후기 인터뷰
-SNU 에이블룩 (19.2.19)

복지관 방문일정

[방문]촉각자료제작 자문

2019.01~ 2019.05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19.5.10)

[테스트] 촉각 1차 인쇄 및 테스트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19.5.14)

[인터뷰] 인터뷰 및 이미지 리딩 테스트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19.5.16)

[온라인] 촉각자료 2차 인쇄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19.5.27)

표3. 복지관 방문 일정
- 이미지 +타이틀 +설명의 일치여부
테스트
체크사항

- 텍스처, 선, 면의 전반적인 촉각 느낌
- 판형과 촉각화된 이미지의 크기 만족도
- 생소한 구도의 이미지의 인식 가능성
- 입체 공간의 인지여부

표4. 테스트 체크사항

다음은 피드백을 정리한 리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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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미지 상단에 제목이 배치 필요
- 설명 부분의 경우 이미지의 배치나 물건의 명명 외에 분위기나 감성에 대
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요구.
- 촉각화된 선은 최소 두께 1.5 pt 이하는 인식되지 않음
- 화살 선의 경우 화살촉을 좀 더 두껍게 하는 것이 필요
테스트
피드백

- 텍스처 없이 영역을 채우는 것은 주로 지도에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작
은 영역에서만 소극적 사용 요구
- 생소한 구도의 이미지는 다른 주제와 통일성이 떨어져 인식하기 힘들었으
며 구도나 배치는 가늠은 하나 명확한 이해 불가
- 공간인식은 가능하나 숨겨진 면을 점선으로 표현하는 것 불필요
- 책의 전체 판형은 클수록 읽기 편함
- 연구자가 제안한 시스템은 유용하나 설명을 위한 추가 교육 필요

표5. 테스트 결과 피드백

테스트 참여자는 전맹 시각장애인이면서 점역가로 일하시는 분으로 촉각에
대한 인지능력이 일반 시각장애인에 비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릴
적 중도에 시력을 잃어 기본적인 이미지 구도와 공간 인식은 정립이 된 상태
이다. 실험 테스트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모집하는 여건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한 분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뤄졌다. 그러므로 테스트의 피드백은 제작자의
표현방식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인지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지침서에 따라 작업한 것 중 테스트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연
구자는 피드백과 지침서를 종합하여 선택적으로 최종 작업에 적용하였다.

그림40 . 이미지 인식 테스트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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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최종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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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세페이지

그림41.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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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속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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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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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머리말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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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머리말 본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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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 머리말 본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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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 머리말 본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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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첫번째 본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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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첫번째 본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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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0. 첫번째 본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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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 두번째 본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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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 두번째 본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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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 두번째 본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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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 두번째 본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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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5. 세번째 본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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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6. 세번째 본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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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7. 세번째 본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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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8. 세번째 본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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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9. 세번째 본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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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0. 네번째 본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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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 네번째 본문 2

- 85 -

그림62. 네번째 본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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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3. 네번째 본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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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4. 네번째 본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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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5.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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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전시

그림66. 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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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7. 전시책 표지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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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8. 전시책 내지 실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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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9. 전시책 내지 실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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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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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삶에 있어 시각 정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번 연구를 통해 실감할 수 있었다. 정부와 사회적 기업,
복지관 등등 다양한 단체들의 노력 덕에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생활문
화 범위는 확대될 수 있었고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선택의 욕구를 갈망하게
된 과정까지 왔다. 다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시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연구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를 시각 디자이너가 해결할 수 있는
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풀어나갈지 그 방법을 찾는 시도가 과연 올바른지,
실험적으로만 그치고만 마는 것은 아닌지, 연구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되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성기술, 전자 기술, 수학교구, 촉각 교재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리서치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행동에 대한 인사이트를
시각화로 전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데 집중을 하였다. 그중에 발견된 특징
으로는 외부인의 시선에서 비친 자신이 모습이 남들과 다르지 않게 보이는지를
매우 신경 쓰고 있다는 점과 성인용 점자책의 경우 이미지는 거의 전무한 형태
이지만 실제 테스트를 하며 이미지를 읽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문화생활 측면에서 유용한 이미지 정보를 전달받는 것에 흥미가 있다
고 답하면서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연결되고자 하는 심리를 이번 점자
생활문화 매거진 제작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생산함에 있어 한국점자 규정상 시각 정보를 전환하는 규
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제작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되어 매거진
의 효용성을 검증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상
업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인쇄 자체에 상당히 많은 투자비용이 필요하다는 점
에서 현실과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다는 점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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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raille Magazine for expanding
the accessibility of visual
information for the visually
impaired
Yona Kang
Dep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limitations

of

accessing

visual

information for blind peopl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played a major role in reducing the digital divide
between countries, but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which
accounts for 80% of it being visual information, can create a
disparity between those who can access information and those
who get alienated. Especially, for the topic of art and culture,
where visual image often takes over the role of text, it is difficult
for visual impairment people to access the full information.
Currently there is a program available which can read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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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on a screen, howeve r, there is a limit because it can not
describe or explain every visual information that image might
carry.

There

is a

tactile

method

which

can

be

read

with

fingertips, howe ver, it is only used in the tactual map or for
children learning basic shapes of things. There has not been a
study to convey the ae sthetic aspects of

image s for visual

impairments.

To help the needs of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there is
an assistant program de signed to help visually impaired shoppers
to understand not only the color and shape of their clothes but
even their own style by shopping with them.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might not be able to see themselves as others do, but
their desire to express themselves and to look great visually to
others are the same. Howeve r, considering the problems that can
not be accompanied by ancillary guide every time, and the risk
factors of the traveling, there are a fair amount of situational
problems

for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to

e ven

try

to

experience the visual culture.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se issues, this magazine
project challenge s to not only translate aesthetic culture in tactile
form but also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image information

- 104 -

and

enhancing

and

enriching

the

lives

of

every

visually

handicapped people. Without eyesight, one can enjoy reading
image-based life style magazine in their private space, without
worrying about inconveniences of traveling or social norm.
Keywords : Braille Magazine, Tactile Magazine. Visually impaired,
Visual information, Accessibility of image information,
Student Number : 2015-2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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