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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는 시각장애인에 한 복지가 부족하다. 를 들어 유도블럭의 홰손, 지폐의 자처리의 모

호함 등 시각장애인을 해 만들어진 복지조차 사용하기 어려운게 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선카메

라와 Window Phone을 이용하여 상기 불편함을 해소하기 하여 이 로젝트를 시작하 다. Guide 
Line Detection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게 무선카메라에 보이는 상에서 유도블럭을 찾아 시각장

애인과의 거리를 음성으로 알려 다. Bill Recognition은 지폐를 인식하여 음성으로 알려 다. 길 안내 

기능은 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특정 지 마다 길 안내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는 

시각장애인이 실시간으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음성인식은 기기를 사용하기 힘든 시각장애인들에 

한 근성을 높이기 해 WinPhone Application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흔들기와 음성만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무선카메라의 화질과 Window Phone의 GPS 불규칙 인 오차 때문에 많은 시

행착오가 있었지만 무선카메라는 웹 캠으로, GPS오차는 BingMap API의 GPS 가상 좌표로 체하여 

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다.

1. 서론

   사회는 장애인들을 해 여러 가지 복지를 제공한

다. 그 에서 시각장애인들을 한 것으로는 유도블럭과 

지폐의 자표기, 신호등 알림 등이 있다. 하지만 사회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은 이러한 혜택들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유도블럭은 홰손 되기 일수고 지

폐의 자표기는 실제로 사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인터뷰 

결과가 있었다. 한 시각장애인에게 보호자의 도움 없이 

행길을 찾아가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Blind Helper는 이런 문제 들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들에게 조 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게 되었다.

  유도블럭은 YIQ컬러 모델을 이용하여 정식 규격인 노

란색을 검출하여 이진화 한 후 다시 Hough Line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유도블럭인지 아닌지를 별한다[2]. 

  지폐는 템 릿 매칭을 이용하여 역을 잡은 후 정면을 

기 으로 네 개의 꼭지  부분을 잡아 직사각형 모양으로 

보정한 후, 우측의 시각장애인용 자 역을 확보한다. 확

보된 역에서 자를 이진화한 후 개수를 새어서 지폐를 

별한다[3].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기 해 Winphone(Window 

Phone)의 GPS를 이용하 다. 보호자는 컴퓨터를 통해 시

각장애인의 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음성메세지를 

이용하여 화를 하지 않고도 화 할 수 있고, 컴퓨터와 

WinPhone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길 안내를 할 수 있다. 

한 기기를 사용하기 힘든 시각장애인들을 해 음성명

령을 지원한다.

 기존의 스마트 안경처럼 고사양의 카메라를 사용하진 못

하 지만, 지폐인식, 길 안내, 음성메세지와 같이 여러 편

의기능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더욱 실용 인 기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Blind Hepler의 시스템 구성도  흐름도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제3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9권 2호 (2012. 11)

- 474 -

제3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9권 2호 (2012. 11)



   Blind Helper의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1)로 구성되

어 있다. Client, Server, WebService 크게 세 트로 나

어져 있다.

  Client(Window Phone, 무선 카메라)는 .Net Framework 

4.0 기반으로, WindowPhone 7.1 Mango OS가 탑제되어 

있고 음성명령 시스템으로 근성을 높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하 다.

  Server(보호자 컴퓨터)는 .Net Framework 4.0 기반으

로, Bing Map API를 이용하여 Guide시스템과 OpenCV2.2 

Sharp을 이용한 상처리를 제공한다. 연산된 결과는 

Client의 WinPhone으로 송된다.

  WebService에서는 음성인식 시스템과 DB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함수를 제공한다.

(그림 2) 시스템 흐름도

 그림 2에 시스템흐름도를 보인다.

3. Blind Helper의 핵심 기능

(1) Guide Block Detection

(그림 3) 유도블럭 검출

수신한 이미지에 열림 연산을 수행해서 잡 을 제거한다.

               (그림 4) 열림 연산 과 후

 잡 이 제거된 상에서 RGB 컬러모델에서 YIQ 컬러 

모델로 변환한 뒤, YIQ 컬러모델에서 황색에 해당하는 

역을 탐지한 다음, 해당 역을 이진화를 한다.

 

(그림 5) YIQ 컬러 모델에 따른 이진화 과 후

(그림 6) RGB to YIQ 변환 Maxrix

 

 역이 탐지되면 하 라인 검출을 통해 직선 성분을 분

석한다. 서로 평행하거나, 15도 이내의 각도로 교차하는 2

개의 직선이 검출되는 경우, 유도블럭으로 인식한다.

  (그림 7) 수신한 이미지의 처리 과 후

(그림 8) 유도블럭 인식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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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유도블럭 거리측정 테스트 결과

 유도블럭 검출은 빛의 향에 취약하다. 밝은 빛에 반사

된 바닥을 노란색으로 인식하여 유도블럭과 보통의 블록

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2) Bill  Recognition

(그림 10) 지폐 인식

 수신한 이미지에서 템 릿 매칭을 통해 지폐가 존재할 

수 있는 역을 탐지한다. 지폐후보 역을 찾았다면, 이 

역의 좌표를 장한 뒤, 지폐후보 역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템 릿 매칭과 좌표 장을 반복한다. 각 지폐후보

역마다 이진화를 통해 역 내에 지폐마다 존재하는 특

징 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지폐인식 알고리즘에서는 

지폐 좌측 하단의 액표시와 우측 상단의 액표시, 우측

의 자를 특징 으로 한다.

           (그림 11) 각 지폐 별 이진화 결과

 특징 들이 존재하는 경우엔 지폐 우측 상단의 액이 

표기된 역을 탐지하고, 탐지된 액 역 아래에 표기된 

자의 갯수를 통해 액을 인식한다.

 (그림 12) 각 지폐 별 이진화 결과

  지폐인식의 경우 두 가지의 제약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빛과 주변 배경의 변화에 극심한 오차를 보인다. (그림5)

와 같이 정해진 배경에서는 높은 인식률을 보 지만 음

의 차가 심한 배경에서는 그 지 못했다. 두 번째, 다  

지폐인식의 경우 인식률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 이 있다.

(3) 길 안내

(그림 13) Window Phone GPS의 오차

  실험  불안정한 GPS 오차가 발견되었다. Android의 

경우 이를 보정해주는 SDK를 지원해주지만, Window 

Phone에서는 재 이런 SDK를 지원해주지 않았다. 때문

에 우리는 Bing Map API를 이용하여 가상의 GPS(오차

가 없는 GPS좌표)를 사용하여 실험하 다.

(그림 14) 길 안내 

  이 길 안내 정보는 보호자 컴퓨터에서 직  등록해야 

하며, 해당 포인트(빨간 ) 마다 상황에 알맞은 메시지를 

시각장애인에게 실시간으로 송할 수 있다. 란색 화살

표는 재 시각장애인의 치를 나타내며 도보 방향에 따

라 화살표의 방향도 바 다.

  이 기능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행길을 찾아갈 때 보

호자의 직 인 도움 없이 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해 

 것이다.

(4) 음성인식 서비스

(그림 15) 음성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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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ind Helper의 주 사용자인 시각장애인들은 기기의 사

용이 힘들다.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흔들기와 음성

명령을 통해 Window Phone Application사용이 가능하다.

 VRS(Voice Recognition Service)의 음성인식 알고리즘은 

WinPhone으로 입력된 음성 pcm(로우)버퍼가 WebService

로 송된 버퍼를 가공하여 VRS에 등록된 Microsoft. 

Speech.dll을 사용하여 음성인식을 하 다.

  이 기능은 기기를 사용하기 힘든 시각장애인들이 흔들

기 동작과 음성만으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

공한다,

4. 결론

 Blind Helper는 비장애인보다 많은 사고에 노출 되어있

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이 되어  수 있다. 안내견이나 지

팡이의 한계를 보완하여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보호

자의 측면에서는 걱정과 불안을 조 이나마 덜어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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