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특허 기술정보서
① 기술명

⑤ 특허 정보 기술의 대표이미지 (개념/적용제품/도면/시작품 등)

시각장애인용 텍스트 전달 제공방법
② 기술의 적용 및 관련 제품 분야
시각장애인용 텍스트 전달 전자장치
③ 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 대부분의 전자장치는 전자문서 실행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시각적 사용자 인
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를 채용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전
자장치를 이용하여 해당 전자문서의 내용을 습득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전자문서에 포함된 특수 텍스트(special text) 예를 들어,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 등은 일반적인 텍스트 정보와 함께 2차원적인 아웃라인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점자패드 또는 텍스트 투 스피치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이러한 특수 텍스트를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
④ 기술의 특·장점과 효과

[그림 1] 전자장치 모형도 (점자입출력부,
코드입력기 및 방향키 등)
⑥ 특허 정보
연구자명

- 우리의 기술은 시각장애인용 전자문서에 포함되는 특수 텍스트에 포함되는
아웃라인 정보를 별도로 전달하여 시각장애인과 전자장치 간에 인터랙티브
한 정보교환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은 특수 텍스트 중 원하는 부
분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획득 가능케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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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터치 입력 방법 실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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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구자 주요 경력
최근 연구과제]
- 음성 기반 개인화 서비스를 통한 시각장애 대학생의 독립적 학
습 지원 기술 개발 (한국연구재단/ 2019.03.01 ~ 현재)
- 단어 입력 시간을 20% 단축시키는 한-중 입력 키보드 개발, 적
용하여 중국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챗봇 시스템 개
발(산업통상자원부/2018.06.01 ~ 현재)
연락처(이메일/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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