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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행 보조 장치는 보통 “흰 지팡이”라고 부르며, 이는 시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을 위한 최소한의 보조 장치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각 장애인에게 주변의 장애물 인식과 현재 위치정보를
알려주어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하여 기술한다. 전체 시스템은 크게 두 부
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주변의 장애물 인식을 위한 PSD(Position Sensitivity Device) 센서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 Bluetooth 모듈이 내장되어 있는 지팡이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지팡이 부분에서 획득된 정보의 처리 및 시각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가공, 변환하는 기능을 가
진 휴대장치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테스트 지역으로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를 선정하여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맵의 구축, GPS 신호와 GIS 맵 사이의 맵 매칭 알고리즘 구축, 그
리고 장애물 감지와 시각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신호 형태로의 변환 등을 시연하여, 그 효용성을 입증
한다.

핵심어 : 시각장애인, GPS, 보행보조장치, 블루투스, 흰 지팡이, 골전도

I. 서론
사람은 일생동안 생활 정보의 약 85% 이상을 시각을 통하여 획득한다. 따라서 시각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다. 2007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
인 인구는 21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서 시각 장애인은 21만 6천명에 이르고 있다(보
건복지가족부 통계자료실, 2008). 더욱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인의 증
가에 따라서 전체 장애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지원(과제고유번호: 02-PJ3-PG6-EV10-0001)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그리고 중소기업청 지원 산학컨소시엄과제의 결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bjchoi@dae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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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불편함은 이동권 불안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내견이 보급되고 있으나, 대중 음식점 등의 이용 시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각 장
애인의 수에 비하여 보급되는 안내견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각 장애
인은 보장구의 하나로 흰 지팡이(white cane)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시각 장애인의 보행을 위한 보조 기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흰 지팡이는 지면의 변화와 장
애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의흰 지팡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현재의 흰 지팡이로는 지팡이가 닿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지형,
지물만 감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감지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안내견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또한 문제점이 있다. 안내견은 스스로 장애물을 판단하여 시각
장애인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할 수 있으며, 흰 지팡이에 비하여 안전성과 편의
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그러나 안내견의 가격이 매우 비싸고, 훈련 및 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보편적 활용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비교적 저렴하면서 관리가 용이하고, 시각 장
애인의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새로운 보장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기, 전자 기술을 이용한 시각 장애인용 보행 보조기기인 ETA(Electrical Travel Aids) 장
치가 개발되고 있다. 전기, 전자 기술이 적용된 보행 보조기기에는 CCD, 초음파, 레이저 등의
여러 가지 센서를 사용하여 시각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시각 장애인에
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ETA에는 Sonic Guide, C-5 Laser Cane,
NavBelt 등이 있다(Daigo et al., 1999, Benjamin et al., 1973, Borenstein et al., 1990).
1980년대 후반부터 단순 기능의 시각 장애인용 보조 기기에 이동 로봇의 기술을 접목하기
시작하여 장애인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고기능의 보조 기기들이 개발되었다. 일반적인 ETA에
각종 센서 기술과 이동 로봇 기술을 결합하여 사용의 편리성을 증진시킨 최고 기술 수준의 보
행보조기기로 RTA(Robotic Travelling Aided)가 있다(김창걸 등, 2007). 그 예로는 MELDOG,
Harunobu, GuideCane 등이 있으나(Tachi et al., 1982, Kotani et al., 2001, Borenstein et al.,
1997),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시각 장애인을 유도 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변화하
는 외부환경에 따라 로봇이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영세한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고가인
문제점이 있다(주창욱 등, 2003).
본 논문에서는 주위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는 보행 조
조 장치를 개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시각 장애인이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흰 지팡이를 대
신할 수 있는 지팡이와 휴대장치의 두 가지 구성 요소로 구현한다. 지팡이는 기존의 희 지팡이
를 대신할 수 있으면서 장애물 감지, GPS 신호 수신, 그리고 이들 신호의 무선 송신 등의 기능
을 갖추도록 하고 필요시는 휴대장치 부분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휴대장치 부분
은 지팡이 부분에서 송신되는 각종 신호를 처리하는 부분으로, GIS 맵 정보가 구축되며,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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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와 맵 매칭에 의하여 현재의 지리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처리된 정보를 시
각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신호 형태로 변환하여 전달하는 기능 등을 담당한다.
제2장에서는 전체 시스템의 구성과 설계, 지팡이 부분과 휴대장치 부분의 상세 설계에 관하
여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테스트 지역으로 선정한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에 대한 GIS 맵 구축
및 맵 매칭에 관하여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개발 시스템의 시연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제5장
에서 전체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및 추후 보완사항 등을 제시한다.

Ⅱ.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설계 예정인 시각장애인 보행 보조 장치의 전체 개요도는 [그림 1]과 같다. [그
림 1]에서 보여 지듯이 전체 시스템은 크게 지팡이 부분과 휴대장치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림 1> 보행 보조 장치의 개요도
지팡이 부분은 시각 장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흰 지팡이와 유사한 형태의 지팡이이다. 다만
장애물 감지를 위한 센서 부분 및 측위 신호를 얻기 위한 GPS 수신 모듈, 그리고 지팡이 부분
의 각종 신호를 휴대장치 부분으로 송신하기 위한 블루투스 통신 부분 등이 추가되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휴대장치 부분은 시각 장애인이 직접 휴대하는 장치로, 지팡이 부분으로부터 수신받은 데이
터를 처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신호 형태로 변환한 후 알려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장애물 감
지 센서 신호, GPS 모듈의 측위 신호 등이 여기서 처리되며, 또한 GPS 신호와 GIS 맵 사이의
맵 매칭을 통한 측위정보 제공 등이 여기서 수행된다. 처리된 결과는 진동 혹은 음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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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전체 시스템의 구성 및 동작 흐름도는 각각 [그림 2] 및 [그림 3]과 같다.

<그림 2>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

<그림 3> 전체 시스템의 동작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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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팡이 부분
지팡이 부분의 주 제어를 위한 MCU(Micro Control Unit)는 Atmel사의 AVR 시리즈 중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가 내장된 ATmega8L을 사용하였다. MCU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와 PSD(Position Sensitivity Device) 센서로부터 획득된 원시 데이
터를 일차적으로 가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팡이 부분과 휴대장치 사이의 통신은 블루투스에 의한 무선통신을 사용한다. 휴대장치의
사용을 옵션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팡이 부분은 소리 혹은 진동 형태의 신호 전달 방법을 가
지도록 설계하였다. 즉, 휴대장치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지팡이 부분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탈, 부착이 가능한 GPS 모듈을 탈착하여 무게를 줄이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지팡이에 장
착된 장애물 감지 센서에 의한 장애물 정보가 지팡이 자체에서 소리 혹은 진동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
지팡이 부분의 주요 구성요소와 MCU 사이의 연결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지팡이 부분의 주요 구성 요소의 연결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시스템에서는 전방의 상․중․하 위치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장
애물의 유무 확인 및 이들과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PSD 센서 3개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센서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동작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시간 간격은 일반 사람이
한 걸음을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을 약 0.5초로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장애인의 경우 이보다
더 느리게 걷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처리하여도 전방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으로 고려할 수 있다. PSD 센서에 의한 장애물 감지 및 거리 측정 흐름도는 [그림 5]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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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SD 센서의 동작 흐름도

상, 중, 하 각각의 위치에서 장애물의 유무 인지 및 거리 측정을 위한 센서로 부터의 신호는
블루투스를 통하여 휴대장치로 전송된다. 거리센서는 장애물을 감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항
상 동작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지팡이의 윗 부분에는 GPS 수신 모듈을 장착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 대한 측위
정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측위 정보는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호를 받도록 설계하였다. 즉, 특정 스위치가 눌러지면 GPS 수신기로부터 위도, 경
도 등의 측위 정보를 수신받아서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여 휴대장치 부분으로 전송하도록 하
였다. 지팡이 부분의 처리 흐름도를 [그림 6]에 도시하였다.

<그림 6> 지팡이 부분의 동작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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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지팡이 부분의 내부에 장착된 전자회로 부분과 상단부 외형을 보여주고 있다, 상
단부에는 동작 스위치와 GPS 수신 안테나를 장착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블루투스 수신모듈 등
의 전자회로을 내장하였다.

(a) 지팡이 부분의 내부 회로 구성

(b) 지팡이 부분의 상단부 외형

<그림 7> 지팡이 부분의 내부 회로 구성과 상단부 외형

2. 휴대장치 부분
휴대장치는 지팡이부로부터 수신받은 정보를 처리하고, 원하는 정보를 시각 장애인에게 알리
기 위한 장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S3C2440 프로세서를 탑재한 임베디드 보드를 사용하였다.
휴대장치 부분과 지팡이 부분 그리고 GPS 위성과의 통신을 위한 주요 개념도는 [그림 8]과
같다.
휴대장치 부분은 PSD 센서 신호, GPS 수신 모듈 신호 등을 수신 받은 후 사용자가 원하는
신호 형태로 변환, 가공하여 소리나 진동 형태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신
호 처리를 담당하는 임베디드 보드외에 골전도 헤드셋, 소형 진동 모터, 블루투스 수신 모듈 등
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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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휴대장치 부분, 지팡이 부분, 그리고 GPS 위성과의 통신
개념도

휴대장치 부분에는 GPS 수신관련 NMEA parser, 장애물 인지에 따른 경보, 그리고 현재 위
치에 대한 음성정보 출력 등을 위한 다수의 운영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다. [그림 9]는 GPS
수신 모듈로부터 수신받은 데이터를 의미있는 정보로 분할하는 NMEA parser 프로그램의 상태
천이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NMEA parser의 상태 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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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휴대장치 부분에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맵 매칭을 통하여 지리 정보로 변환하고, 주
요 행정구역 명칭 혹은 주요 공공건물 명칭 등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GIS 맵 구성 등이 임베
디드 보드에 구현되었다. 맵 매칭 및 맵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장에서 기술한다.
임베디드 보드에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하여 USB 메모리 스틱을 외
부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등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10]은 휴대장치 시스템의 동작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휴대장치 부분의 동작 흐름도

휴대장치 부분의 내부 및 외형은 [그림 11] 및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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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휴대장치 부분의 내부 모습

<그림 12> 휴대장치 부분의 외형

Ⅲ.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과 맵 매칭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행보조 장치는 기존의 GPS 수신기를 이용한 네비게이션과는 달리 좀
더 세밀한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판매중인 맵 대신에 직접 GIS 맵을 구축하였다.
[그림 13]은 테스트 지역(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의 주요 지점을 이동하면서 위도 및 경도 정보
를 측정하여 그래프로 표시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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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테스트 지역의 위도/경도 맵

주요 지점의 위도, 경도를 측정하여 그림 파일로 구성하면 다음의 [그림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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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취득한 위도/경도 데이터 기반의 그림

[그림 15]는 테스트 지역인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의 위성 사진과 이를 기반으로 구축한 지
리정보 시스템의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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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테스트 지역의 위성 사진에 기반한 지리정보 시스템 화면

이제 [그림 13]과 [그림 15]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맵 매칭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지도 생성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지도 생성 프로그램에서는 두 개의
파일을 사용하게 되는데, 하나는 테스트 지역의 주요 건물들의 위도/경도 정보를 포함하는 데
이터베이스이고, 다른 하나는 위성사진을 1000×1000 크기의 격자형태 지도로 변환한 파일이다.
이들을 이용하여 시험지역에 대한 정확한 맵 매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생성 프
로그램의 처리 흐름도는 [그림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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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지도생성 프로그램의 처리 흐름도

Ⅳ. 시스템 성능 시험
[그림 17]은 본 논문에서 설계, 제작한 시각 장애인용 보행 보조 장치의 전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시스템은 지팡이 부분과 휴대장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휴대장치
부분에는 장애물 감지 센서, GPS 수신 모듈 등으로부터 전송된 모든 신호를 처리하고, 새롭게
구축한 맵 매칭 프로그램 등이 동작하는 임베디드 보드가 내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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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전체 시스템의 외형

본 논문에서 설계, 제작한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연을 하였다. 시연과정은 다
음과 같다. 지팡이와 휴대장치를 준비한 시연자가 골전도 헤드셋을 착용하고 시연 지역을 수차
례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팡이에 장착된 장애물 감지신호에 의하여 골전도 헤드셋
으로 장애물 감지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 주었다. 그리고 시연자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는 지
팡이에 설치된 GPS 수신 모듈에서 수신되어 무선으로 휴대장치에 전달되어 처리된 후 골전도
헤드셋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려 주었다. 이러한 시연을 통하여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
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 설계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행 보조 장치는 크게 지팡이 부분과 휴대장치 부
분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지팡이 부분은 휴대장치없이도 장애물 감지 등의 기초적인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기존의 흰 지팡이를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휴대장치 부분에는 임베디드 보드가 장착되어 GPS 수신 모듈로부터 전송되어 온 신호와
GIS 맵과의 맵 매칭이 이루어지며, 각종 센서로부터 전송되어온 신호를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신호 형태로 변환하는 기능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팡이 부분과 휴대장치
부분은 블루투스에 의하여 무선통신을 하며, 휴대장치의 신호처리 결과는 골전도 헤드셋을 통
하여 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험 지역에서 시연하였으며, 만족할
만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추후 휴대장치의 크기 축소, 전력소모 극소화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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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ring the past 40 years, many ETAs(electronic travel aids) are developed and introduced
as a kind of walking assistant devices for the people who are visually impaired. But it is
hard to find a person who are visually impaired who uses the device. Most people who are
visually impaired still use a white cane or guiding dog. In this paper, we design a walking
assistant device for the people who are visually impaired. It consists of two parts: white
cane part and portable device part. The white cane part performs the detection of various
front obstacles, the receipt of GPS data, information transmission by Bluetooth module, and
etc.. The portable device processes all data transferred from white cane part. It generates
voice signal about the detection of obstacles, oneself location information based on GPS
data, and executes a map-matching algorithm between GIS map and GPS data. This
portable device is developed by an option type, so white cane only can be used without it.
We implement a simple GIS map of the Daegu university's Gyungsan campus as a test
geographic area. We here demonstrate its effectiveness by some experiments and confirm
that it is good to be used by people who are visually impaired.

Key words : white cane, walking assistant device, GPS module, Bluetooth module,
embedded board

논문 접수: 2008. 5. 4

심사 시작: 2008. 5. 7

게재 확정: 2008. 6.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