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 방 • 송 • 공 • 학 • 회 • 지

특집 : 공공성을 위한 방송기술74제14권

Ⅰ. 서 론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맞아 최근 기술적

접근 차원에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 용이성의 중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김종덕, 2003). 그동안 장애인

과 노인계층과 같은 방송소외계층은 자막방송, 수

화방송, 화면해설방송을 이용함에 있어 외장 수신

기를 보급받아 이용해왔으며 2009년부터는 디지

털 방송 수신이 가능한 일체형 디지털 TV 수상기

와 DVS 수신기를 보급받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데 있어 일반인들에 비해 방송소외계층

은 수신 보조기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

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하는 방송 기기 및 서비스

의 사용 용이성의 수준은 특히 더 중요하다.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보조하기 위한 수신기

구의 사용방식이 불편하고 불만족스럽다면 공적

지원을 통해 수신 기기를 보급하는 정책의 실효성

이 감소할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방송소외계층

이 이용하는 다양한 방송기기들, 즉 자막 방송 수신

기와 화면 해설 방송 수신기 그리고 DtoA 수신기를

중심으로 수신기와 리모컨에 대한 사용 용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방송 기기 및 서비스의 사용
용이성을 위한 수신기 및 리모컨

분석

1. 사용 용이성의 개념

닐슨(Nielson,1993)은 사용자가 시스템에 적용하

는 데 있어 유용성, 비용, 호환성, 신뢰성이 영향을

미치는 데, 이 때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

끼는효용성(utility)이나사용성(usability)이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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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ness)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사용성이란 제

품이 특정 사용자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만족

스러운방법으로주어진환경에서특정작업에대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Nielson, 1993), 특정한 과업을 수행할 때의 효과,

효율, 만족의 정도로 측정된다. 닐슨이 제시한 사용

성의 속성에 비춰보았을 때 정보시스템의 사용성이

높으려면배우기 쉬워야하고, 사용이효율적이어야

하고, 기억하기쉬우며, 실수유발이적어야하고, 사

용할때즐거워야한다.

디지털기기의사용성을제고하기위해The Ge-

nerics Group(2003)은 ① DTV 이해증진 ② 구입과

정의 향상 ③ 설치와 이용의 향상된 교육 ④ 향상된

장비 기능과 실행 ⑤ 향상된 시스템 상호작용 디자

인 ⑥ 향상된 리모컨 디자인 ⑦ 콘텐츠에 대한 향상

된 상호작용 디자인 ⑧ 셋탑박스의 특정 문제 처리

⑨ 1대1 지원제공을 들고 있다. 또한 노만(Norman,

1988)은사용자가조작을할때중요한부분은눈에

잘 띄게 가시성을 높여야 하며, 통제장치들의 작동

이 원활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08)에서는 정보접근성

향상을위해자막방송으로제공되는한글문장을자

연스럽고 사실적인 수화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하는

엔진과이를이용한수화교육용소프트웨어를개발

하였고, 이상선(2005)은 리모컨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수용성, 촉각적 단서의 제공, 적절한 크기

와 무게, 주요 키의 배치 방법, 관련 기능의 그룹핑

등이 제품의 사용성을 개선하는데 유효함을 보이는

것이라 하였다. 본 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성의판단기준에근거하여디지털방송기기의

사용성을살펴보고자한다.

2. 방송소외계층을위한방송기기의사용성

분석

본 고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고 물리

적인활동이자유롭지않은장애인들과고령으로인

해 청력 및 시력이 약화되는 노인층이 수신 보조 기

구로의존하고있는수신기와리모컨의사용성을고

찰해보고자한다.    

1) 외장형 자막방송 수신기

(1) 외장형 자막방송 수신기의 연결 편리성

외장형 자막방송수신기의 연결 편리성은 자막방

송을 수신 할 수 있는 기기별 포맷을 지원하는가의

여부와 자막방송을 수신하는 설정 기능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먼저, 포맷의 지원은

ATSC 규격의 18가지 영상 포맷과 SD 및 HD급 화

질인디지털TV 뿐아니라PDP, LCD 등평판디스플

레이, 일반 아날로그 TV 등 모든 기기와 연결 가능

하게 되어 있어 편리성이 고려되어 있다. 또한, 외장

형 자막방송 수신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TV 리모컨

없이 외장형 자막방송 수신기의 리모컨만으로 채널

이동 및 음량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막방송 수

신을 설정할 경우 자막 표시 단계 4단계, 디지털 자

막 설정 4단계, 자막 설정 4단계, 자막 상세설정 6단

계등여러단계를거쳐야하는불편함이여전하다. 

(2) 식별성

외장형 자막방송 수신기는 본체 전면부에 버튼을

배치하여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작여부와 채널을 표시할 수 있는 창을 따로 두어

식별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면 기기의 전원이 연

결되어 있으면 적색 표시등, 전원이 켜지면 녹색으

로 표시되고 채널이 숫자로 표시된다. 또한 방송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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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일정표를알려주는EPG 프로그램버튼도리

모컨의 원버튼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치도리모컨의상단에둠으로써찾기편리하게고

안되어있다.

(3) 외장형 자막방송 수신기용 리모컨

국내에서 출시되는 일체형 디지털 TV 수상기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리모컨이 따로 제작되지

않는다. 대신일반인의경우도전원, 음량, 채널, 기능

(a) 자막 표시 설정 (b) 디지털 자막 설정

(c) 자막 상세 설정 (d) 자막 위치 설정

(a) 리모컨의 EPG 버튼 (b) 외장형 자막방송 수신기의 EPG 화면

<그림 1> 외장형 자막방송수신기의 자막 방송 설정 방법 * 출처 : 매크로영상기술(2009), ProHD HDTV 자막 수신기 사용설명서

<그림 2> 외장형 자막방송 수신기의 EPG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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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이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고, 사용설명서도 색을

구분하여 기본 기능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세부

기능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를 같이 기재하여 일반인

뿐만아니라노인들도이해하기쉽도록되어있다. 

그러나외장형자막방송수신기는주사용자인청

각 장애인을 배려하여 전원버튼, 선호채널, 채널/음

량 조절버튼, 메뉴항목이동 및 확인 버튼이 크게 구

성되어 사용하는데, 디지털 TV 리모컨보다 편리성

이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방송안내 버튼을 따로 비

치하여방송프로그램의상세정보에대한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리고 자막방송수신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자막 표시, 이전 자막보기, 자막 위

치, 자막 크기 등을 일렬로 4개 버튼으로 두어 청각

장애인들이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체형 디지털 TV 수상기의 리모컨은 자막위치, 자

막확대기능등을 화살표원버튼으로되어있어서편

리성이 고려된 일자형 버튼보다 익숙해지는데 시간

이 소요될 수 있다. 그리고 기본 설정 및 상세설정이

있지만, 리모컨으로 일일이 자막 수신 기능을 설정해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자막방송 관련 버튼

이색깔로표시되어있으나글씨가작게인쇄되어있

어식별성도저해하는요소가되고있기도하다.  

2)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는시각장애인을위한보조수

신기기이다.  수신기에사용되는리모컨은음성다중버

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마다 음성다중버튼의

위치가달라기기마다그위치를파악해야한다.

DVS 수신기는 크게 수신기 본체와, 리모컨, 아날

로그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부터는 디

LG사의DTV용리모컨 MDR-450 매크로영상

<표 1> DTV와 외장형 자막방송 수신기의 리모컨 비교

* 출처: LG( 2009). 디지털 TV 리모컨 (32LH20DC.AKR LG), 텔레비전 수상기 사용설명서.
매크로영상기술( 2009). ProHD HDTV 자막방송 수신기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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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방송수신용안테나가추가되었다. 본체와리모

컨은 간단한 조작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한글설명서와 함께시각장애인들을위한점

자사용설명서가포함되어있다. 

(1) 화면해설방송 수신기의 연결 편의성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는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채

널 변환과 볼륨조절 그리고 모드변환이 가능하도록

버튼을 상단에 배치하고 점자를 표시하여 편리하게

연결하도록 고려되어 있다. 또한, 한 개의 버튼으로

한개의기능을수행하게함으로써기능이간편하다.

사용설명서에서 본체 상단의 버튼 위치에 대한 설명

을통해수신기에대한전반적인기능을설명하고있

고, 리모컨의버튼기능에대해서도안내되어있다.  

그러나, 수신기와 달리 리모컨에는 별도의 점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리모컨 사용설명서만을

이용하여 리모컨의 모든 기능을 익히기에는 시각장

애인에게 있어 쉽지 않다. 그리고 MP3 파일과 녹음

된파일은리모컨만을사용하여재생하도록되어있

어서시각장애인들이매번리모컨을찾아야하는번

거로움이남아있다. 

(2) 화면해설방송 수신기의 식별 편의성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는 시작장애인을 위한 장비

인만큼 장비에 연결을 하기 위한 케이블 선과 A/V

단자의 색 구별 그리고 FM 라디오나 TV 안테나에

<그림 5> 2008 보급용 DVS 수신기의 뒷면

<그림 6> 2008년 보급용 DVS수신기의 버튼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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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기 위한 단자에 점자 표시가 별도로 되어 있

다. 또한 MP3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 컴퓨터와 연결

하는 단자에도 점자 표시가 되어 있어 식별성이 고

려되어 있다. 사용설명서에서도 시각 장애인들을

위하여 뒷면의 단자를 왼쪽부터 순서대로 위치를

설명한 후 각 단자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Ⅲ. 방송용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
사용 용이성을 위한 방송 서비스

기술 분석

1. 방송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음성 변환

기술개발 현황

방송 기기의 사용 용이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방송수신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방

송수신환경을 위한 기술 개발 현황을 음성변환기술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음성변환 기술 적용

대상은장애인뿐만아니라고령자도해당될수있다.

음성변환기술은크게2가지로나눌수있는데, 음성

을 느리게 하여 고령자(약청자)를 위해 발화 속도를

변환하는 방법과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에서 사람

에 의한 입력이 아닌음성 자동 자막 생성 방식과, 그

리고음성을수화로변화시켜주는방법이있다. 

1) 약청자/고령자를위한발화속도변환프로그램

난청노인들의 TV 시청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SOLA(Synchronous Overlap & Add) 방식을 이

용한 발화속도 변환기가 있다. 이는 동시에 변환하

는SOLA 알고리즘을피치정보를이용하지않고프

레임 단위로 전환하도록 하는 OLA(overlap & add)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프레임 비율에 따라

발화속도를 조절한다. 예를 들어 느리게 할 경우, 입

력음성의분석프레임비율을높이고출력단계에서

는 분석된 음성을 일정한 거리로 OLA하게 된다. 이

때 분석창 간에 겹치는 구간에서 상관이 최대가 되

는 지체시간(delay)을 구하여 OLA 구간으로 설정

한다. 이 방식은 프레임 단위로 발화속도를 조절하

므로 PSOLA(Pitch Synchronous Over and Add)와

같이 피치 추출 오류로 인한 음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알고리즘이 간단하여 실시간 구현에

용이한방식이다(박준외, 2002).

2) 청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및대본동기

시스템

청각 장애인을 위한 대본 동기 시스템은 드라마와

같이 미리 대본이 주어진 경우 대본을 이용하여 음

성 인식기를 이용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자막을 만들

게 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해 중요한 화면내용을 사

람이 키보드로 입력하거나 또는 대본이 있을 경우에

는 지문에 대해서 Time stamp를 작성한 후 그 지문

내용을 시간에 맞게 합성기로 보내어 최종 합성된

음성데이터를출력하는시스템이다(박준외, 2002).

3) 수화자동생성을위한한국어문장분석과처리

청각장애인의 시청환경 개선을 위한 자연언어 문

장의수화변환에대한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한국

어단어와수화단어를일대일방식으로대응시키고

형태소 변환 규칙을 적용한 후 종류별 수화 사전 검

색을통하여수화문장을생성하는연구가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어를 위해 정의된 문법에 수화 표

현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구조적인 한계점으로 인해

자연언어 문장을 수화 고유의 의미 전달 체계로 표

현하는 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

언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정보를 최대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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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면서이를동일한의미의수화체계로변환하기

위해서는 고립어이자 시각적 언어로서 나타나는 수

화 의미·표현상의 특징이 기존의 문장 변환 관련

연구에비해보다다양하게고려되어야할필요성이

있다(최지원. 박종철, 2003). 아래 그림과 같이 최근

한국과학기술원(2008)에서는 수화를 아바타 모델

을이용한3D 수화애니메이션으로변환하는프로그

램과수화사전을개발한바있다. 

수화자동생성을위한한국어문장분석과처리시스

템은수화애니메이션을통해자동으로문장을전달한

다는제작의편리함이있지만, 신체언어인수화의특성

상문장의분위기와같은감정전달부분에서는한계를

가지고있다. 그러나기존수화방송의고비용환경을대

체할방법을확인하였다는데서의미를찾을수있다.

Ⅳ. 방송기기및서비스사용용이성을
위한 수신기 및 리모컨 개선방안

1.  수신기 개선방안

시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방송 기기 및 서비스

사용 용이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는 2009년 11월 13

일 시각장애인협회와 청각 장애인 협회에서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 각각 4명1)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1) 자막방송 수신기에 대한 개선방안

디지털 TV 수상기나 DtoA 수신기에는 자막수신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설치없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외장형 자막방송 수

신기가 S/W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고,

H/W 측면에서 새로 개발된 칩(Chip)을 장착하기가

편리하다는 측면이 있다. 즉 기기의 개선을 쉽게 반

영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막방송의 경우에

정확도는 98% 정도이고, 자막 방송시 발생하는

2~3초의 delay time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자막

방송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것이다. 이는생방송이

아닌 사전제작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사전제작을 통

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자막 수신기는

기술적측면의편리성이더욱개선될필요가있다. 

첫째, 셋탑박스를 통해 신호가 TV로 전달되기 때

1) Nielsen (2000), Virzi((1992)의 사용성연구에따르면사용자의하위그룹당3-5명정도면개인차에따른행동을걸러낼수있다고보았다.

<그림 7> 3D 수화 그래픽과 수화 사전 출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08) 신체장애인을 위한 착용형 단말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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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리모컨 반응이 일반 리모컨보다 느리게 인식되

는 단점이 있다. 이는 장애인의 경우 화면이나 음성

이 들리지 않게 되면 짧은 시간이라도 방송이 나오

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서 편리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TV 리모컨보다 섬세하게

버튼을인식하는기술적인고려가필요한부분이다.

둘째, 자막방송 수신기 리모컨의 버튼 위치와 크

기 그리고 색깔 표시등이 현저히 개선된 바와 같이

모니터화면내의자막글씨나디자인이식별성을제

고하는측면에서개선되어야한다. 최근TV 방송프

로그램에자막이함께제공되는경우가증가하고있

는데, TV 화면의 자막과 자막방송이 겹치는 경우에

는 인식률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자막방송 수신기능

을 꺼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겹치는 자막을

인식하여자막위치가자동으로변환하는것과같은

개선이필요하다.

2)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개선방안

화면해설방송수신기이용시개선해야할점은다

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우선 시각 장애인들에게 편

리성과 식별성을 동시에 높혀 주기 위해 리모컨의

음성안내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화면 해

설방송 수신기는 기술적인 개선 이외에 즉 장비 보

급뿐만 아니라 화면해설방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화면 해설 방송 제작과정의 어려움

으로 인해 방송 편수나 편성 시간 그리고 방송 품질

에 대한 개선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시각 장

애인으로 하여금 외장형 화면해설 수신기와 DTV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DTV를통해서도 부음성이나다중음성으로 화면해

설을청취할수있기때문이다. 

<표 2>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에게 수신

기 리모컨을 사용하여 자막 방송과 화면 해설 방송

을 시청하게 한 후 사용성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이다.2)

3) Dto A 수신기 개선방안

아날로그 TV 수상기를 보유한 시청자들은 DtoA

2) 항목은수혜자의견을청취한후, 주요기능을간추린다음, 수용자가운데1명이라도불편하다는의견에는불편으로명시하였다.

구분 권고지침(소외계층등을위한디지털방송기기요구조건사례) 이용자

수혜자 수신기 항목 방통위(2009) 사용의편리성여부 개선안

자막표시 편리
- 리모컨버튼을

설정선택 o 사용자가자막표시옵션을사용할수있어야하며, 
불편 볼록형에서섬세하게

청각 자막방송 기능이해 채널변경시 자막버튼조작없이자막사용가능
인지되는형태로개선

장애인 수신기 자막위치 o 기술적으로가능한범위에서자막의텍스트사이즈변경과 편리
- 방송화면내의자막

자막확대 변경시자막손실방지 편리
디자인개선

버튼수 불 편

사용방법 불편

시각
화면 발음 o 화면해설과사운드트랙병행등 편 리

수신품질개선

장애인
해설방송 소리크기 (위성과케이블의경우별도검토필요) 편 리

A/S 개선
수신기 속도 o 사용자가채널변경시에도별도조작없이연속사용가능 편리

품질 불편

<표 2> 수신기 및 리모컨의 사용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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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를 통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DtoA 수신기

를 기존 아날로그 TV에 연결하면 시청자는 화면 겹

침 현상 없이 2배 이상 깨끗한 화질로 시청할 수 있

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사, 제조업체,

연구소 등 18개 기관으로 구성된「디지털 컨버터 규

격 전담반」에서 미국의 디지털 컨버터 규격을 참조

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디지털 컨버터 규격 가이

드라인(안)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2. 리모컨 개선방안

리모컨은 기기를 접하는 주요 User Interface로서

디자인의개선이필요하다. 

첫째, DTV 수신기와 통신하는 무선 리모컨을 점

자 출력 형태로 제작하여 장애인들이 DTV 메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막방송 메뉴

로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원-버튼 기능과 버튼 선

택 시 메뉴나 목록을 음성으로 출력하는 기능이 요

구된다. 

둘째, 리모컨의 형태를 휴대폰과 같이 슬라이딩

형태로만들거나버튼에 점자를표시하거나야광색

을 추가하는 등 기능 표시에 식별성을 추가할 필요

가있다.  

이외에도 셋탑박스에서 리모컨 위치 식별 버튼을

누르면 리모컨에서 음성이 출력되는 기능을 추가함

항목 세부규격

자막방송 정보통신단체표준지상파디지털TV 자막방송(TTAS.KO-07.0050)에 규정된규격을따른다.

음성출력
RF 출력에음성을제공해야하고, RCA 단자에스테레오음성(좌, 우)을제공해야한다.

디지털음성다중방송을지원해야한다.

표준코드를사용하고, 배터리와함께리모콘을제공해야한다.

리모컨
사용자가리모컨을통해기존TV의전원On/Off 기능을할수있어야한다.

리모컨은기존TV에맞게자동설정할수있어야하고, 그TV 설정값이저장되어야한다.

채널자동검색기능버턴을리모컨전면에별도로마련해야한다.

리모컨제어코드관련정보를포함하고, 사용자가범용원격제어프로그램이가능하도록제공해야한다.

사용자설명서 기존TV의전원On/Off 기능에대한수동및자동설정방법을설명하여야한다.

RF 출력에서의음성신호에대해스테레오방송지원여부를표시해야한다.

<표 3> DtoA 규격 가이드라인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2009). 디지털 컨버터 가이드라인(안)

요구되는기능 효과

점자표시리모컨 리모컨버튼에점자를표시함으로써시각장애인들의

편리함제공.

버튼선택시 시각장애인이리모컨버튼을눌러메뉴나목록을

음성기능추가 선택시메뉴의이름을음성으로출력.

리모컨의위치식별기능추가 리모컨위치를알려주는기능을추가하여서리모컨의

위치를확인해주는편리함제공.

음성으로입력되는리모컨 음성으로입력가능하게함으로써장애인뿐아니라 리

모컨조작이어려운노약자들에게편리함제공.

예시

<표 4> 자막방송 수신기의 리모콘 디자인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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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리모컨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버튼을조작하지않고음성으로입력가능하게함으

로써장애인뿐아니라조작이어려운노약자들이편

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Ⅴ. 결 론

현재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수신기 및 리모컨은 방

통위의지침을준수하는정도에서사용성이고려되고

있다. 따라서지속적으로법제도를정비하면서디지털

방송기기의사용에불편함이없도록해야할것이다. 

시청각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의 신체적 불편함이

있음에도불구하고방송기기를원활히사용하고있

었으며, 품질과 기능이 뛰어난 디지털 수신기는 그

활용 범위가 매우 컸다. 최근 방통위에서 마련한

DtoA 수신기 규격처럼 다른 수신기도 표준화된 규

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세부 항목별로 체크

리스트를 마련한다면 수신기 편리성과 식별성이 더

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시청각 장

애인을 위한 방송 수신 보조 기구에 대한 보다 자세

한사용성항목을개발함으로써사용용이성의수준

을높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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