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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학생창의자율과제 제출양식]

센터명/총괄책임자 시뮬레이션 기반 융복합 콘텐츠 연구센터 / 김영준
학생창의자율과제명 XR을 이용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연구

참여인력 현황  소속 :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연구기간 2020. 08. 01 – 2020. 11. 11
연구 필요성

l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불편

함을 겪음. 

l 또한, 시각장애인들은 오프라인에서 식료품을 구매할 때 물건을 구별하거나 제대로 찾지 못하는 어

려움을 겪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충분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험이 있음.

l 식사 중 음식 정보에 접근하는 상황과 오프라인에서 식료품 구매를 하는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어려움을 겪으나, 이에 대해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음.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l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음식에 관한 상황 중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상황과 오프라인에서 식

료품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겪는 접근성 문제를 파악하고자 함. 

l 위와 같은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현재 나와 있는 XR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함.

□ 주요내용

l 91명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 상황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으며, 시각장애인과 식사를 

해본 2명의 정안인과 8명의 시각장애인을 모집하여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그들이 식사 시 겪는 어

려움과 식사할 때 이루어지는 도움에 관해 파악함.

l 식사 상황에 대해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식탁 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에 관한 연구를 VR 기술을 이용하여 진행함.

l 오프라인 식료품 쇼핑 상황에 대해 식료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의 우선순위를 조사하고, 식품 쇼핑 

시 발생하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설명 제공 방법을 연구함.

l 식료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순서와 방법으로 제공하는 QR코드 기반의 모바일 증강현실 시

스템을 구현함.
주요실적 / 구현결과

l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식사 경험과 그와 

관련한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진행함.

- 식사 경험과 식사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에 관해 

7일간 91명의 전맹, 약시를 가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함. 설문 내용

은 주로 주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은 상황, 식

사 상황에서 주로 받는 도움의 종류 및 그로 인

한 불편함, 식사 시 알고 싶은 정보 등에 대해 

질문함.

- 8명의 시각장애인과 2명의 사회 복지사, 총 10명

을 대상으로 식사 관련 경험과 그에 관한 어려움

에 대해 20~40분가량 심층 전화 인터뷰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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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인터뷰에서는 설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더 

구체적으로 질문함. 

-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식사를 할 때 전체적인 

음식의 정보(음식의 가짓수, 이름, 위치, 양)를 

설명하고, 음식의 위치로 시스템 사용자의 손을 

안내하는 시스템에 대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

공함.

- 질적 연구 결과 데이터를 논문으로 정리하여 

ACM CHI 학회에 논문을 제출함.

l 설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VR 기술을 통해 

식사 도우미 시스템을 구현함.

l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오프라인 식료품 

쇼핑 경험과 그와 관련한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진행함.

- 약 80명의 전맹, 약시를 가진 시각장애인을 대상

으로 오프라인 쇼핑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설문을 국내·외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에 배포

하여 14일간 진행함. 설문 내용은 주로 주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은 상황, 받고자 하는 도움

의 종류, 그리고 차후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 

주고 싶은 피드백 등에 대해 질문함. 이를 기

반으로 프로토타입 및 베타 시스템을 구상함.

- 약시 4명, 전맹 4명을 대상으로 심층 전화 인터

뷰를 진행함. 인터뷰에서는 차후에 구현하게 

될 시스템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 제공하

는 설명에 대한 선호도, 제공받는 상황 선호

도, 그리고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대략 

30~40분가량 진행함. 이를 기반으로 최종 시스

템을 구상함.

l 설문 조사, 전화 인터뷰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

션을 개발함. 모바일에서 QR 코드를 인식하여 

상품을 파악한 후, 사품에 특화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 또한, 홀로렌즈를 기

반으로 MR 환경 내에서 상품의 이미지를 인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한 뒤, 그에 따른 음

성 피드백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

고 있음.

- 현재 Web4All 학회 논문 작성하고 있음.
활용방안 / 기대효과

l 식료품 쇼핑과 식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XR 기술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함.

l 다른 사람의 도움을 최소화하여 시각장애인의 독립적 식사 및 쇼핑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함. 

l 구현한 기술을 음식과 관련한 상황 이외의 상황(e.g.,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는 상황)에 활

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