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저널

Journal of Assistive Technology
2008, 제2권 2호, pp. 33~50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별 사용자 만족·불만족
사항 분석*
육주혜, 조재덕*, 오현정*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재활공학전공*

<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보급된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사용자 만족 및 불만족 사항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1,518명을 대상으로 면접 또는 전화로 설문조사 하였다. 응답자가 만족 및 불만족 사
항을 대답한 기기들은 한소네2, 센스리더, 이브포윈도우즈, 센스뷰(탁상용), 센스뷰 포켓(휴대용), 반디(휴대
용), 보이스아이 메이트(휴대용), 터치모니터, 한손키보드, 한글키보드 미투, 이지트랙볼, 헤드 Z 마우스, 롤
러트랙볼, 비쥬폰 PIC4500, 텔레포시 WVP-2100WD이다. 사용자들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장점을 파악
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품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국내에서 제품화된 보조기기들의 계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수입된 제품들에 대한 사용자 검증이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용자들이 안내·
교육을 충분히 받아 보조기기 사용에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처음부터 보조공학 전문가의 투입으
로 사용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형 보조공학 서비스가 필요하다.
<주제어> 보조공학, 전자·정보접근, 보완대체 의사소통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정보화 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정보통신은 휴대전화의 지상파
및 위성 DMB 발달로 언제어디에서나 TV를 시청하게 되었고, 실시간 이동경로 탐색을 통하여 운전자들
* 본 논문은 2006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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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양질의 교통정보를 제공해주는 Navigation의 출현과 더불어 이제는 정거장마다 대중교통 경로 탐
색 및 출발,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도 개발되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신문, 영상통화, 재택근무, 사이버교육, 원격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정보접근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편리함을 이용하는 것이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제한을 가진 장애인들에게는 접근하기조차
힘든 요소들이 많다. MS-DOS 운영체제의 컴퓨터 사용에서 윈도우 그래픽체제의 컴퓨터 사용으로 방법
의 변화에 따른 정보접근성은 장애인들의 제한적 요소를 보완해주기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기능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방식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이 시대에 뒤쳐져있다.
기존 도스방식의 컴퓨터 운영체제가 윈도우 체제로 변화하면서 키보드 대신 마우스를 이용한 컴퓨
터 활용이 증가하였다. 마우스가 컴퓨터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Fagarasanu & Kumar,
2002) 일반인들은 컴퓨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신체적요소의 제한점을 가진 지체·뇌병변장
애인의 경우 원활한 마우스 사용이 또 다른 장애를 유발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표준 마우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의 기능적 자세가 필요하지만(권성진, 2003), 지체·뇌병변장애인들의 경우 미세한 손동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마우스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 마우스가 사용되
고 있지만 주로 수입 보조기기에 의존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신체에 맞지 않고, 가격이 비싸
경제적 부담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구입을 하고 싶어도 복잡한 절차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 및 정보통신을 이용하는데 주 기능을 정보검색과 활용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활용성에 있어
서 다른 사람과 혹은 웹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요소적인 특징이 있다. 사회적 요소의 제
한점을 가진 시각,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그들의 감각손상 특성을 고려한 웹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그래픽 위주의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웹 접근은 그러한 요소를 수반하지 않고 있다. 음향적 효
과와 시각적 효과가 웹의 주된 기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장애의 불편함을 더욱
가미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것을 해소 하지 않고서는 웹상에서의 그들의 능력을 다시 한 번 상실시
키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시각을 강조한 그래픽효과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청각 및 손 끝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의미해석 및 음향 효과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껴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센서리더, 스크린리더와 같은 화면읽기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화면읽기프로그램 실
행 시에 다른 음향효과가 동시에 실행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들의 웹 접근성에 방해를 주는
요소들에만 국한되어 바라보고 웹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거시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웹
접근성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기능상 언어적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와 비언어적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가
필요로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실정은 단순히 청각장애인을 위해 음량 증폭 장치인 보조기기로 보청기만
이 보급되고 있다(김승국 외, 1994). 청각적 기능상의 손실로 인해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형성에 어려움
을 가진 청각·언어장애인에게는 청각 기능적 특징별로 다양한 보완대체 접근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수
입된 청각적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경우 시범사용의 어려움과 한국적 특색에 맞춰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용방법 및 훈련 습득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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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으로 이동의 제한이 많은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 사용을 위해 대체 키보드나 대체 마우스를
사용하여 웹상에서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언어장애를 동반한 뇌성마비아동의 경우 의사소통을 하기위
해 전자적 입출력 방식의 보완대체 의사소통 및 터치스크린을 사용하여 학습효과를 향상되었고, 시․청
각․언어장애인의 경우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접근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박언연,
2002). 경증장애인에서부터 중증장애인에게까지, 여러 장애영역별로 정보통신 보조공학의 역할이 다양한
그들의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다준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반도체, 컴퓨터 등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의 수출주력품목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도
정보통신기기의 생산액은 15조원에서 17조원으로, 총괄 IT 생산수는 18조원에서 25조원으로 크게 증가
하였으며, 2007 ~ 2008년 IT 산업국민경제기여도에서도 경제성장률이 5.8% 증가하였다(IT통계포탈,
www.itstat.go.kr). IT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증가시켰듯이 정보통신의 역할의 중요성은 정보소외
계층인 장애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대부분의 저소득 장애인들은 수입원이 전무 하거나 생산직
에 종사하여 적은 임금으로 생활해 나가고 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일상생
활에서 보다 더 큰 노동력을 가져야하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IT 산업에 참여하여 그들의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정보획
득은 경쟁력을 지닌 이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장애인, 저소득층 및 노인을 포함한 정보소
외계층의 정보이용격차가 2004년도 55%에 비해서 2007년도 34.1%로 감소하게된 것은 잠재적인 생산력
을 지니고 있는 정보소외계층이 정보력을 획득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생산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IT통계포탈, www.itstat.go.kr).
장애인이 정보를 획득하기에는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사용하기 힘든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정보접근이 힘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도구로써, 장애인의 신체적인 활동에
서의 특징들을 보완해주는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장애인이 정보를 보다 쉽게 획득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시범사용 후 적응훈련기간을 가져야한다.
장애인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경제기여도 수준을 높여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역할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급된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사용자 만족 및 불만족 사항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용어정의
김용욱 외(2003)는 “복지정보통신”이라는 용어로 복지의 주된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노인 등
의 정보소외계층에게 정보통신에의 보편적 접근과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통신 기술과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정의하였다. 육
주혜 외(2006)는 “정보통신 보조공학”을 전자정보 습득․활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전자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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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돕는 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보조공학과 정보통신 보조공학기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정보통
신 보조공학은 전자·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전자·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과 이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정보통신 보조공학기기는 줄여서 정보통신 보조기기라고도 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 및 정보통신
제품에 접근하거나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보완·대체 및 맞춤·개조한 제품을 통틀어 말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방법 및 분석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 이용실태는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1,518명을 대상으로 면접 또는 전화로 설
문조사 하였다. 사용자 표본추출방법은 2002년과 2004년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유
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SW 사용비율에 근거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내용은 보급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만족 및 불만족 사항이었다. 조사결과 분석은 사용자 사
례수가 10건 이상인 제품들만을 대상으로 만족 및 불만족 사항을 비교 분석하였다.

2.2 조사대상
설문에 응답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용자 전체의 성별·연령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성별로는
남성이 1,059명(69.8%), 여성이 459명(30.2%)으로 남성이 39.6% 더 많았다. 연령의 경우 40 ~ 49세가 402
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30 ~ 39세의 경우에는 294명(19.4%)이었다. 그 다음으로 50 ~ 59세, 20세 미
만, 20 ~ 29세, 60세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1,518명 중 시각장애 806명(53.1%), 청각/언어장
애 304명(20.0%), 뇌병변장애 223명(14.7%), 지체장애 109명(7.2%)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 중 대다수에 해당하는 1,499명(98.9%)이 1급에서 3급의 중증장애인
으로 조사되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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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용자의 성별, 연령별 특성

분류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남
여
20세 미만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기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빈도

백분율(%)

1,059
459
263
141
294
402
280
138
109
223
806
304
76
969
456
74
4
3
12

69.8
30.2
17.3
9.3
19.4
26.5
18.4
9.1
7.2
14.7
53.1
20.0
5.0
63.9
30.1
4.9
0.2
0.2
0.8

2.3 제품의 소개
사용자들이 만족·불만족 사항을 제시한 제품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2.3.1 한소네 2
한소네 2는 정보를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의 기능적인 특징을 반영하여 손바닥 크기
의 최소형 점자입력 장치로 시각장애인의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는 점자정보단말기이다.
한소네 2는 일반적인 컴퓨터 활용과 같이 워드프로세서, 파일관리 기능, 다양한 방식의 재생·이동·마
크 기능을 하는 전자음성도서 플레이어, 실시간 채팅, E-mail, 인터넷, 미디어, 컴퓨터와 인터페이스 호
환, 주소록·일정관리·달력·시계·계산기 등의 부가기능, 컴퓨터와 연동하여 사용하는 스크린리더 기능, 점
자 디스플레이를 통한 점자 출력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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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센스리더
Sense Reader는 Microsoft Windows 운영체제를 위한 시각장애인용 화면읽기프로그램이다. 화면읽
기프로그램은 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모니터에 표시되는 글자나 그림 등을 음성이나 점자
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사용자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화면읽기프로그램은 화면의 내용을 정확하
게 살펴볼 수 있는 리뷰(Review) 기능을 제공하고, 복잡하게 표시된 그래픽 정보를 사용자가 손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주요 특징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설해준다. 따라서 화면읽기프로그램은 시각장애를 가
진 컴퓨터 사용자에게 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PDF문서, MS-Office 등 주요 프
로그램들을 위한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들 소프트웨어를 사
용할 수 있다.

2.3.3 이브포윈도우즈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리더로써, 여러 가지 읽기 방법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양한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므로 시각장애인들의 컴퓨터 활용도를
높여준다. 또한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윈도우 컨트롤하기 쉬우며 뛰어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브포윈도우즈는 다양한 응용프로그램 지원, 지원 텍스트 읽기 및 편집, 마우스 화면 조작기능, 읽
기 방법 조절, 음성 엔진 관련 기능, 인터넷, 기타 사용자 설정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2.3.4 센스뷰(탁상용)
책, 신문 등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저시력자나 노인분들을 위한 전자돋보기로써 인체공학적 디자인으
로 설계되어 사용자에 맞게 LCD 모니터의 위치 조절이 가능하고 카메라의 위치 조정을 통한 공간 활
용을 할 수 있다. 센스뷰는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방향을 움직이며 확대하여 볼 수 있고, 약시자
가 본인에게 맞게 색상을 변경하여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색상을 제공한다. 자동 초점 기능으로 글
자를 가장 선명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쓰기 초점 기능으로 고정이 되어 쉽게 글을 쓸 수 있다. 화면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라인, 윈도우 마커 기능이 있다. 사용자의 모니터 크기 선택이 가능하고 PC
연결이 가능하여 화면분할 기능으로 편리하게 독서와 함께 PC 사용이 가능한 정보통신 보조기기이다.

2.3.5 센스뷰 포켓(휴대용)
약시 및 노안의 저시력자들에게 단순 확대의 광학돋보기가 아닌 독서를 할 때 책의 글자와 배경을
본인에게 적합한 6가지 컬러모드로 변경해서 볼 수 있는 휴대용 독서확대기이다. 자체 내장된 플레쉬
(Flash)로 어두운 곳에서도 글자를 볼 수 있으며, 벽보와 안내문과 같이 손은 닿지만 글씨가 작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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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는 내장된 이미지 캡처(Image Capture)기능으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듯이 캡처한 후
눈에 가까이 대고 글자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센스뷰 포켓의 특징은 휴대하기 쉽고,
다양한 시각장애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다.

2.3.6 반디(휴대용)
반디는 초소형, 초경량 휴대용 독서 확대기로 다양한 배율이 가능하여 조작이 편리하고 사용자중심
의 제품설계로 저시력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감소시켜 준다. 휴대하고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여행, 출장 중이나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으며 화면의 선명도가 매우 뛰어난
제품이다.

2.3.7 보이스아이 메이트(휴대용)
보이스아이 메이트는 인쇄출판물의 정보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휴대용 기기이다. 종이출판물을 제작
할 때 텍스트의 정보를 보이스아이라고 하는 가로 세로 1.5센티 크기의 심벌에 압축 저장하여 인쇄물의
우측 상단 여백에 원본과 함께 인쇄하고, 그 위에 보이스아이 스캐너를 올려놓으면 보이스아이 플레이
어를 통해 음성으로 들려주는 기기이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저시력인, 노인 등 인쇄출판
물의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일반인과 같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교육용 교재, 일반도서, 공공
기관 발급 문서, 각종 설명서, 영수증, 명함 등과 같은 종이에 출력되는 인쇄 출판물의 모든 정보에 접
근이 가능하다.

2.3.8 터치모니터
기존의 일반 컴퓨터에서 입력기능을 하는 마우스 혹은 키보드 대신에 모니터 화면을 손가락이나 펜
으로 터치하여 다른 입력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화면위에 쉽게 데이터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이 가능하
다. 별도의 사용방법을 익히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화면을 터치함으로써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강력
한 보호 코팅 막으로 스크래치의 위험이 거의 없으며, 전자파, 진동, 온도, 습기, 정전기 등에 대해 내구
성이 뛰어나다. 조작하기 쉬운 터치모니터를 사용하여 상지의 운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활치료의 효
과를 향상시키고,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학습의 흥미 유발에 도움을 준다.

2.3.9 한 손 키보드
한 손 키보드는 일반 키보드 사용에서 필요한 SHIFT, CONTROL, ALT등의 단축키 사용과 같이 두
개 이상의 키패드를 동시에 입력하기가 어려운 한 손 사용자들에게 인체공학적으로 최소한의 공간에서
한 손만으로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컴퓨터 작업이 필요한 한 손 절단장애, 편마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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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뇌병변장애인 등과 같이 한 손으로만 키보드를 사용하여 일반 키보드의 타이핑이 느리거나 어려
움이 있던 사용자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타이핑이 가능하다.

2.3.10 한글키보드 미투
한글키보드 미투는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고령자들 및 저시력 장애인들의 컴퓨터 접근을 도와주기
위해 일반 키보드 자판의 크기를 120% 정도로 확대하고 자판의 배열을 가,나,다 순으로 쉽게 재배치하
여 컴퓨터가 어렵다는 선입감을 극복하였다. 글자확대기능, 화면닫기기능, 복사기능 등 단축키를 만들어,
고령자 및 저시력 장애인들이 Function Key를 알지 못해도 쉽게 조작할 수 있고 모든 글자가 한 손가
락으로 클릭이 가능하여 조작시간을 단축시켰다.

2.3.11 이지트랙볼
협응 및 미세한 운동이 어려운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들에게 마우스 대신에 이지트랙볼을 이용하여
커서이동, 좌/우 버튼 클릭과 같은 일반마우스의 기능을 작동함으로써 컴퓨터 접근성을 강화시켜준다.

2.3.12 헤드 Z 마우스(Head Z Mouse)
헤드 Z 마우스는 손이 불편한 사람들이 컴퓨터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특수목적
의 마우스로써, 소리압을 이용한 간단한 신호만으로 마우스의 좌/우 클릭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블클릭, 드래그, 휠 기능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능을 교육, 작업, 게임 등 컴퓨터를 통
한 다방면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마우스이다. 피로가 경감하도록 디자인된 인체공학적 설
계되어 별도의 부가 설치 없이 USB 단자만 연결하면 일반 마우스처럼 작동하고, 음압으로 좌우클릭, 드
래그, 더블클릭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쉽게 인터넷에 접근하고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자
동커서 움직임 기능 추가, 떨림방지 커서 움직임 옵션을 선택하여 사용자에게 맞게 업그레이드가 가능
하다.

2.3.13 롤러트랙볼
롤러트랙볼은 운동조절능력 및 상지기능이 부족한 사용자들에게 클릭버튼과 끌기 버튼 사용 및 트
랙볼을 굴려 일반 마우스의 화면 조작 기능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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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비쥬폰 PIC4500
비쥬폰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해 영상통화, 음성·영상 차단기능, 경광등 이용수신알림, AV
In/Out, 단문 전송, 단축 다이얼, 원격감시, 초고속 인터넷 영상전화, 카메라 비디오, 멀티미디어 기기
연결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영상을 전송하여 수화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
는 영상전화기 이다.

2.3.15 텔레포시 WVP-2100D
텔레포시 WVP-2100D는 인터넷상에서 음성통화는 물론 영상통화까지 제공하는 청각·언어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이다. 인터넷 영상전화기 텔레포시를 사용하여 기존의 음성뿐만 아니라 동영상 화면
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들과 통화가 가능하다. 전화번호부사용, 단축키사용, 통화기록사용, 자동
응답기능사용, 통화중녹화, 포토앨범, 영상감시, 외부카메라제어, 고해상도이미지전송, OSD사용하기, 시
리얼통신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정보 접근성 및 생활 편의성을 제공한다.

2.3.16 FM 복합보청기
FM 복합보청기는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써, 기존의 음향장
치나 마이크 등과 연결되어지는 무선송신장치를 통해 무선으로 소리를 수신 장치로 보내게 된다. 난청
인 또는 시각장애인들은 휴대용 수신기와 연결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통하여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FM 복합보청기는 휴대가 간편하고 영화관, 공연장 등 공공 관람장 및 교육 현장, 공공회의 및 세
미나 장소, 역사 및 터미널 등 주변 소음의 간섭 없이 집중적 청취가 필요할 때에 매우 긴요한 장치이
다. 청각장애인이나 노인성 난청인의 경우, 이제까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양쪽 귀에 보청기 동시
착용을 하지 못하여 방향 및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었으며 영화, 음악회 등 관람 시에 청력의
문제로 인해 정상인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의 모든 난청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좌/우측 청력에 따라 별도로 보청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평상시나 FM 보청기를 사용
중이라도 일반보청기로 전환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자체에 FM 라디오 수신 기능도 있어 그동안 듣기
어려웠던 방송을 쉽게 들을 수 있게 됨으로써 언어 청취 훈련 및 정보 접근 등이 용이하도록 개발되어
졌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은 건청인보다 진동에 민감하기에 소리음을 진동으로 표현해주는 진동 체감장
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또는 강의실에서 청각장애인의 개별적인 특
별한 청력특성이나 보청기의 기계적인 특성상에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영화의 사운드
나 음악의 감동을 최대한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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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장애유형별로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제품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품목 중에서 장애인들이 실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만족·불만족 사항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소네 2의 만족 사항으로는 사용이 편하고, 휴대가 쉽고, 점자사용이 용이하며, 키 조작과 자료입력
이 원활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족 사항으로는 용량이 적고, 음성이 안 들리고, 속도가 느린 부분을
지적하였다.
센스리더에서 기능상의 만족 사항으로는 음성인식 및 텍스트 스캐닝의 기능이 뛰어나고 텍스트 크
기와 화면정보의 정확성을 예로 들었다. 반면에 불만족 사항으로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그래픽이 많
은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며,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손꼽았다. 소수의 의견으로는 만족 사항으로 손꼽았
던 음성인식과 발음의 정확성에 대해서 불만족 사항으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브포윈도우즈의 경우 컴퓨터/인터넷/이메일/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서 편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부분적으로 인터넷 연결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다른 의견으로는 정보습득이 용이한 반면, 제품
의 업그레이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웹상에서의 문장을 읽어주는 기능이 부족하다
고 답변하였다.
센스뷰(탁상용)의 경우 화질의 선명함이 만족·불만족 사항에 모두 조사되어 개별적 의견의 불일치를
보였다. 또한 센스뷰(탁상용)는 한정된 위치에서 텍스트를 확대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글자가 커서 잘 보
이는 반면 볼 수 있는 범위가 좁고, 전자파가 강하게 느껴진다고 조사되었다.
센스뷰 포켓(휴대용)은 사용이 편리하고, 자판 키 조작이 편하고, LCD창이 기존 제품들과 다르게 컬
러인 점을 장점으로 답변하였고 단점으로는 휴대용이기 때문에 모니터가 작아서 볼 수 있는 범위가 좁
고, 거치대가 없어서 불편하며 렌즈의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조사되었다. 한편 휴대성과 글자크기의 범위
에 대해서는 만족·불만족 사항으로 의견이 불일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디(휴대용)도 센스뷰 포켓과 같이 사용이 편리하고, 글자가 커서 잘 보인다고 조사되었고 화질이
좋지 않고, 볼 수 있는 범위가 좁고, 배터리가 장시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불만족 사항으로 답
변하였다.
보이스아이 메이트(휴대용)의 경우 청취하기 편하고, 다른 기능을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만
족 사항으로 조사된 반면 음성이 잘 안 들리고, 기능이 다양하지 않다는 상반된 의견이 불만족 사항으
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으로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독서가 가능하며, 휴대하기가 편리하다고
만족 사항으로 응답하였고, 배터리가 오래가지 못하고, 고장이 잘나며, A/S가 잘 안 된다는 점이 불만
족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터치모니터의 경우 상반된 의견이 다수 차지하고 있었는데 화질의 선명도, 터치 인식정도, 클릭 입
력방식의 명확성에 서로 의견이 불일치하였다.
한 손 키보드는 한 손 사용이 편리하며, 사용하기 간편하고, 입력이 정확하여 타자를 빨리 칠 수 있
다는 부분이 만족 사항으로 답변하였고 불만족 사항으로는 잘 눌러지지 않고, 일반키보드와 기능이 비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별 사용자 만족·불만족 사항 분석 43

슷하고, 자판의 순서가 맞지 않아서 한글타자가 어렵다는 점이 조사되었다.
한글키보드 미투는 노인용 키보드로 개발되어, 저시력 사용자에게 적합하게 디자인 설계된 것으로써
만족 사항의견에도 한글과 영어 자판이 분리되어 있고, 색상 배열이 되어 구분하기 쉬우며, 글자가 커서
자판을 누르기 쉽다는 의견 등으로 조사되어 디자인 설계방향대로 장점을 잘 갖춘 것으로 사료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키보드보다 사용이 불편하거나 한·영 키 전환이 불편하고 일반 키보드에 비해 크
기가 커서 기존 키보드에 익숙해진 사용자에게는 자판 타자 속도가 더디다는 불편사항이 조사되었다.
이지트랙볼은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손에 들고 있으면 흔들림 현상이 있고 크기가 커서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조사되었다.
헤드 Z 마우스는 컴퓨터 조작을 손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컴퓨터와 연결하기가 쉽다는 의견이
만족 사항으로 조사된 반면 설명서의 이해가 힘들고, 입으로 불어서 사용해야 되는 점이 보편적으로 사
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롤러트랙볼의 경우 트랙볼 특징상 터치감이 좋고, 커서 작동이 용이하며, 손끝으로 부드럽게 움직여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의견이 제시되었고 다른 의견으로는 롤러부분이 미세하지 못하고, 마우스 커서가
빨리 움직여서 조작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비쥬폰 CIP6500은 화상으로 대화 할 수 있어서 수화로 통화하기 쉽고, 화질이 선명하며, 문자이용에
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반면 화질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화상통화 시 전화연결 수신이 지연되는 단점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텔레포시 WVP-2100D는 화상으로 대화 및 수화가 되고, 문자 발·수신이 가능하다. 반면에 타기종과
호환성이 떨어지고, 화질의 정확성이 낮고, 조작이 힘들며, 컴퓨터 연결 시 속도가 느리다고 조사되었다.
FM 복합보청기는 음성이 잘 들리고, 확성 기능이 좋고,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조사된 반면에 음성이
부정확하고 장시간 사용 시 머리가 아프다는 불만족 의견이 있었다.
표 2.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에 대한 만족 불만족 사항
제품명

한소네 2

만족 사항

불만족 사항

․ 편리하다/도움이 된다

․ 용량이 적다

․ 메모가 가능하다

․ 무겁다

․ 휴대하기 편리하다

․ 음성이 안 들린다

․ 사용하기 편리하다

․ 인터넷 연결이 안된다

․ 점자 사용의 편리

․ 다운이 잘 된다

․ 컴퓨터/인터넷/이메일/의사소통 할 수 있어서

․ 휴대가 불편하다

․ 점자출력이 확실하다

․ 기기가 크다

․ 독서가 가능해서

․ 속도가 느리다

․ 읽기가 편리하다
․ 녹음이 가능
․ 많은 내용을 읽어준다
․ 책 복사용/책을 파일화 할 수 있어서
․ 자료입력이 원활하다
․ 한글과 호환이 가능
․ 키 조작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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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리더

․ 읽어주는 기능/음성인식 기능

․ 음성이 안 들린다

․ 컴퓨터/인터넷/이메일/의사소통 할 수 있어서

․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 음성기능이 좋다

․ 사용하기 불편하다

․ 발음이 정확하다

․ 음성인식이 잘 안 된다

․ 많은 내용을 읽어준다

․ 음성이 부드러웠으면

․ 읽어주는 기능이 편리하다

․ 필요한 음성정보 서비스가 미흡하다

․ 독서가 가능해서

․ 모든 파일을 읽어주지 못한다

․ 글자가 커서/ 잘 보인다

․ 읽어주는 것이 중간 중간 끊긴다

․ 음성인식을 해 주어서

․ 표를 잘 못 읽는다

․ 화면정보를 많이 읽어준다

․ 그래픽이 많은 인터넷 하는데 불편

․ 정보접근성이 용이하다

․ 인터넷 사용 시 그림을 볼 수 없어서

․ 듣기 편하다

․ 설명서를 이해하기 힘들다

․ 속도조절이 잘 된다

․ 속도가 느리다

․ 미디어 기능에 만족한다
․ 한글과 호환이 가능

이브포
윈도우즈

․ 사용하기 편리하다

․ 읽어주는 기능이 부족

․ 컴퓨터/인터넷/이메일/의사소통 할 수 있어서

․ 띄어쓰기 읽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 읽어주는 기능/음성인식기능

․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 정보습득 용이

․ 신문을 읽을 때 전체 면이 없다

․ 글자가 커서 잘 보인다

․ 필요 없는 부분을 읽어주어서

․ 음성프로그램이 편리하다

․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
․ 독서기 지원이 안 된다
․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

․ 글자가 커서 잘 보인다

․ 화질이 안 좋다

․ 사용하기 편리하다

․ 음성이 안 들린다

․ 독서가 가능해서

․ 볼 수 있는 범위가 좁다

센스뷰

․ 화질이 선명하다

․ 화면이 자주 끊긴다

(탁상용)

․ 자세히 읽어준다

․ 고장이 잘 난다

․ 언어발달/인지발달/학습효과에 도움

․ 전자파가 강하다

․ 화면이 칼라여서

․ 확대된 글씨에 명암을 주었으면
․ TV/신문을 볼 때 불편

센스뷰 포켓
(휴대용)

반디
(휴대용)

․ 글자가 커서 잘 보인다

․ 화질이 안 좋다

․ 사용하기 편리하다

․ 볼 수 있는 범위가 좁다

․ 휴대가 편리하다

․ 휴대가 불편하다

․ 독서가 가능해서

․ 모니터가 작다

․ 화면이 칼라여서

․ 거치대가 없어서

․ 읽어주는 기능/음성인식기능

․ 글씨가 잘 안 보인다

․ 언어발달/인지발달/학습효과에 도움

․ 카메라 부분이 약하다

․ 자판편리/키조작/손사용 편리

․ 글씨가 끊어져 나온다

․ 글자크기 조절이 잘 되서

․ 글자크기 조절이 안 된다

․ 글자가 커서 잘 보인다

․ 줄이 맞지 않아서

․ 읽어주는 기능/음성인식기능

․ 화질이 안 좋다

․ 사용하기 편리하다

․ 휴대가 불편하다

․ 읽기가 편하다

․ 볼 수 있는 범위가 좁다

․ 책 복사용/책을 파일화 할 수 있어서

․ 읽어 주는 게 중간 중간 끊긴다
․ 배터리가 오래가지 못한다
․ 기기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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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아이
메이트
(휴대용)

․ 사용하기 편리하다

․ 배터리가 오래가지 못한다

․ 읽어주는 기능/음성인식기능

․ 음성이 안 들린다

․ 듣기 편하다

․ 모든 파일을 읽어주지 못한다

․ 독서가 가능하다

․ 데이터 인식이 잘 안 된다

․ 듣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 고장이 잘 난다

․ 한자를 읽어주어서 좋다

․ 기능이 다양하지 않다

․ 음성인식을 해 주어서

․ 원하는 대로 읽어주지 않는다

․ 휴대하기 편리하다

․ 기기가 크다
․ A/S가 안 된다
․ 입력이 어렵다
․ 바코드가 작아서 불편

터치모니터

․ 사용하기 편리하다

․ 모니터가 크다

․ 컴퓨터/인터넷/이메일/의사소통 할 수 있어서

․ 터치 작동이 잘 안 된다

․ 정보접근성이 용이하다

․ 눌러지지 않는다

․ 재미있다

․ 더블 클릭이 잘 안 된다

․ 화질이 선명하다

․ 화질이 안 좋다

․ 클릭하는 게 편리하다

․ 설명서 이해하기가 힘들다

․ 터치가 잘 된다

․ 마우스 상하 작동이 어렵다

․ 인지발달에 도움이 된다

․ 즐겨찾기가 안된다
․ 화면이 자주 끊긴다

한 손 키보드

․ 한손으로 사용하여 편리하다

․ 눌러지지 않는다

․ 사용하기 간편하다

․ 일반키보드와 기능이 비슷하다

․ 입력이 정확하다

․ 구자판기와 순서가 맞지 않아서

․ 타자를 빨리 칠 수 있어 편리

․ 영문설명서
․ 키보드 배열이 복잡하다
․ 휴대가 불편하다
․ 한글부분 치기가 불편

․ 사용하기 편리하다

․ 키보드 배열이 일반키와 다르다

․ 글자가 커서 사용하기 편리

․ 사용하기 불편하다

․ 한영 따로 분리되어서 좋다

․ 눌러지지 않는다

․ 자판편리/키조작/손사용이 편리

․ 일반키보드 보다 사용하기 불편

․ 글자가 커서 잘 보인다

․ 프로그램이 단조롭다

․ 자판을 누리기 쉽다

․ 손에 맞지 않는다

․ 한손으로 사용하여 편리하다

․ 마우스가 빨리 움직여 불편

․ 컴퓨터/인터넷/이메일/의사소통 할 수 있어서

․ 한영전환이 불편

한글키보드

․ 한글 치는데 용이하다

․ 자판이 분리되어 속도가 더디다

미투

․ 글자를 쓸 수 있어서

․ 숫자배열이 불편하다

․ 빠르다

․ 고장이 잘 난다

․ 고장이 안 난다

․ 연결이 불편하다

․ 색깔별로 표시되어 흥미가 있다

․ 기기가 크다

․ 문자배열이 편리하다
․ 자판기가 한 눈에 잘 들어온다
․ 부드럽게 움직인다
․ 양손을 사용할 수 있다
․ 기능이 더 좋아졌다

이지트랙볼

․ 사용하기 편리하다

․ 손에 들고 있으면 흔들림 현상이 있다

․ 편리하다/도움이 된다

․ 기기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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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Z
마우스

․ 사용하기 편리하다

․ 세밀한 부분 조절이 쉽지 않다

․ 컴퓨터/인터넷/이메일/의사소통 할 수 있어서

․ 영문이 많이 나와서

․ 손대신 사용할 수 있어서

․ 신체장애와 맞지 않아서

․ 주위의 잡음이 덜 들어온다

․ 입으로 불어서 사용해야 돼서
․ 설명서 이해가 힘들다

롤러트랙볼

․ 사용하기 편리하다

․ 손가락 끼는게 불편

․ 클릭하는 게 편리하다

․ 버튼이 작다

․ 손 떨림이 없다

․ 롤러 부분이 미세하지 못함

․ 편리하다/도움이 된다

․ 마우스가 빨리 움직여서 불편

․ 손에 맞는다

․ 신체장애와 맞지 않아서

․ 컴퓨터/인터넷/이메일/의사소통 할 수 있어서

․ 기기가 크다

․ 손끝으로 사용가능해서 좋다
․ 부드럽게 움직인다
․ 마우스가 커서 좋다
․ 커서 작동이 잘 된다
․ 터치감이 좋다

비쥬폰
PIC4500

․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어서

․ 화질이 끊어진다

․ 수화로 통화할 수 있다

․ 화면이 깨질 때가 있다

․ 사용하기 편리하다

․ 화면이 느리다

․ 컴퓨터/인터넷/이메일/의사소통 할 수 있어서

․ 인증실패 전화연결 불편

․ 화질이 선명하다
․ 편리하다/도움이 된다
․ 문자가 잘 된다

텔레포시
WVP2100D

․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어서

․ 타기종과 호환이 안 된다

․ 컴퓨터/인터넷/이메일/의사소통 할 수 있어서

․ 화질이 안 좋다

․ 사용하기 편리하다

․ 화면이 자주 끊긴다

․ 수화로 통화할 수 있다

․ 메뉴가 아래에 있어 조작하기 힘들다

․ 편리하다/도움이 된다

․ A/S가 안 된다

․ 고품질 영상

․ 컴퓨터 연결 시 속도가 느리다

․ 문자가 잘 된다

․ 경광등이 약하다
․ 화상전화가 잘 안 된다
․ 수신이 잘 안 잡혀서
․ 화면이 느리다

FM
복합보청기

․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다

․ 음성이 안 들린다

․ 잘 들린다

․ 머리가 아프다

․ 사용하기 편리하다
․ 컴퓨터/인터넷/이메일/의사소통 할 수 있어서
․ 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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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그 동안 보급되어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사용자 만족·불만족
사항을 전국적으로 조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으며 우리가 기대하는 정보통신의 발전일 것이다. 유
비쿼터스의 시작·설계에서부터 장애인, 노인과 같은 소외계층의 고려는 핵심적인 요소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은 본 연구의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시각장애인의 노트북 역할을 하는 점자정보단말기의 한 종류인 한소네 2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사 제품 중 가장 많이 보급된 제품이다.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 저장, 음성 및 점자 출
력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은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의 무게가 좀 더 가
벼웠으면 좋겠다거나 인터넷과 정보처리 과정이 보다 신속했으면 한다거나 저장 용량이 보다 컸으면 한
다는 사용자들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이러한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한소네3이 개발
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 또한 향후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시각장애인이 컴퓨터 사용 시 화면의 내용을 읽어주는 화면읽기프로그램으로 센스리더와 이브
포 윈도우즈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센스리더는 읽어주는 기능에서의 발음과 속도, 음질 등에 만족한
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컴퓨터/인터넷/이메일/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사용자들은 읽어주는 발음, 속도, 음질이 좋지 못하다는 불만을 나타내 아직
까지 본 제품이 모든 면에 사용자 만족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노
인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이동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음을 사용자들이 응답하였
다. 이것은 화면읽기프로그램의 기술적 개선과 함께 인터넷 공간의 편의증진(웹 접근성)이 지켜져야 함
을 다시 한 번 시사하고 있다. 이브포 윈도우즈는 읽어주는 기능이 우수하나 음질과 발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용자들이 있었고 인터넷 지원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독서확대기는 센스뷰(탁상용), 센스뷰 포켓(휴대용), 반디(휴대용)에 대한 사용자 만족·불만족 사항이
조사되었다. 인쇄물을 특별한 가공과정 없이 바로 확대하여 읽을 수 있고 읽어주는 기능이 있는 것은
사용자 만족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화질과 음질이 좋지 않다던가, 기능의 조절이 되지 않는다던
가, 건전지 수명이 짧은 것 등에 불만을 나타냈다. 인쇄물을 크게 하였을 때 한 번에 볼 수 있는 글자나
이미지의 양이 적어지는 것과 같이 독서확대기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는 장기적인 연구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능 조절이 안 된다든지, 고장이 자주 난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사용자가 보조기기 사용 방
법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보조기기 사용 안내·교육이 적절히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읽기에 획기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보이스아이 메
이트(휴대용)는 건전지의 수명, 음질, 데이터인식, 유지보수 등의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화면을 눌러 바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터치모니터는 원하는 지점이 눌러지지 않는다던
가, 마우스 상하 작동이 어렵다던가, 설명서를 이해하기 힘들다던가 하는 터치모니터 화면조정 및 이용
의 숙련도에 따라 활용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서도 사용자의 보조기기 사용 안내·교육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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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대체 키보드인 한 손 키보드는 수입품으로 한 손 사용자를 위한 키보드이다. 한 손으로 신속한 타자
입력을 위해 손가락의 가동범위를 최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자판이 배열이 일반 키보드와 달라 불편하
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것은 모든 대체 키보드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면서 특히 수입품에서 영어 철자에
기준한 키보드 배열은 보다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글키보드 미투는 키보드 자판의 크기,
글씨 크기, 색깔, 문자배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장점이 파악되었다. 단점은 역시 일반
키보드와 다른 키보드 배열이라고 답했고 키보드의 크기가 커서 손에 맞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장점에서 응답했던 것과 상응하는 불편한 점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로는 이것이 사용자에게 적합한 보
조기기가 제공된 상태에서 답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보조공학 전문가들의 투입으로 적절한 보조
기기의 제공이 확보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결과이다.
대체 마우스인 이지트랙볼, 헤드 Z 마우스, 롤러트랙볼은 마우스기능의 보조기기들이다. 바로 마우
스기능을 하기 때문에 편리한 반면 본인의 장애와 맞지 않고 설명서의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역시 보조기기 자체의 단점보다는 특정 개인에게 적절한지, 안내·교육의 충분한 제공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예이다.
영상전화기인 비쥬폰과 텔레포시는 화면에서 수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화질과 속
도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 이들 두 전화기는 서로 호환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다. 앞으로 국내 보조기기들의 제품화에서 반드시 표준화와 기준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함
을 보여주는 예이다.
정리하면 국내에서 제품화된 보조기기들의 계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수입된 제품들에 대한 사용자
검증이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안내·교육을 충분히 받아 보조기기
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처음부터 보조공학 전문가의 투입으로 사용자들에게 가
장 적합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형 보조공학 서비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그대로 기재하여 분석하였다. 향후에는 기능, 편의성, 호
환성 등 보조기기의 장점과 단점을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만족도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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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users'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opinions on their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for electronic & information access and communication in Korea. The survey
was conducted by a professional survey company with face-to-face or telephone interviews of 1,518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that respondents mentioned were Hansone 2,
SenseReader, Eve for Windows, Sense View(desk), Sense View Pocket(portable), Bandy(portable), Voiceye
Mate(portable), Touch Monitor, One-Hand Keyboard, Hangul Keyboard Me-Too, Easy Trackball, Head Z
Mouse, Roller Trackball, Visufone PIC 4500 and TelePhoSee WVP-2100D. The users mentioned the
strengths of their devices but still required various improvements. The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made
in Korea needed continuous upgrades and those made abroad needed in-depth usability test. Users
should have sufficient guidance and education to prevent limitation, using the devices. Assistive
technology specialists should be placed to match the most appropriate devic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o provide individualized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Keywords> Assistive Technology, Electronic & Information Access,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