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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각장애인이 단순히 눈을 가리는 용도로 쓰이는 안경에 장애물 감지를 위한 초음파 센서와 바라

보는 시선의 영상을 담기 위한 카메라모듈, 기울기와 방향을 감시하기 위한 9축센서를 탑재시켜 전자

안경을 만들고, 전자안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영상처리 기술을 

접목시켜 보이지 않는 시각을 청각으로 대체해주는 장치이다. 또한 보호자에게 웹을 통해서 실시간으

로 시각장애인 위치정보를 구글맵 지도에 표시하여 알려준다.

1. 서  론

   재 자 기기들이 속하게 발 함에도 불구하고 시

각장애인용 보조도구는 매우 한정 이다. 한 IT와 융합

한 상용화된 제품이 많지 않다. 따라서 여러가지 시각장애

인용 보조도구를 창안하고 구 을 시도하는 것이 시 한 

실정이다. 논문에서 소개할 것은 단순히 을 가리는 용도

로 쓰이는 안경이 아닌 각종 센서와 모듈을 탑재한 자

안경과 상처리 기술을 사용한 스마트폰으로 보이지 않

는 시각을 청각으로 체하고 사용자 정보를 보호자가 알 

수 있는 웹으로 구성된 시각장애인용 보조도구이다.

2. 시스템 구조

(그림 1) 시스템 구조

   본 로젝트는 (그림 1) 과 같이 자안경, 스마트폰,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자안경은 아두이노보드에 배터

리, 블루투스모듈, 9축센서, 카메라모듈, 음 센서가 결

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스마트폰은 Bluetooth Driver를 이

용하여 자안경과 통신하고 달받은 이미지를 분석하기 

하여 OpenCV API를 사용한다. 분석된 정보를 시각장

애인에게 알려주기 하여 TTS를 이용해 문자를 음성으

로 변환하여 이어폰으로 알려 다. 서버는 스마트폰으로부

터 GPS data와 이미지를 받아 Google Map API와 AJAX

기술을 이용하여 지도에 시각장애인의 치를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Apache를 이용하여 서비스한다. 

2.1 자안경

(그림 2) 자안경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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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안경은 아두이노로 로그래 한다. setup()에서 보

드 포트와 통신 속도를 세 해 다. 카메라모듈과 블루투

스모듈은 소 트웨어에뮬 이션 포트를 사용하여 

baudrate는 38400으로 통일한다. setup()에서 설정을 끝낸 

후 모든 처리는 loop()함수에서 동작된다. 처음 시작 시 

delay(100)를 주는 이유는 실시간으로 9축(9Dof) 센서와 

음  센서의 데이터를 보내다가 갑자기 이미지 송 시 

안드로이드 애 리 이션에서 데이터가 엉켜버리는 상

을 막기 해서이다. 블루투스에서 수신되는 신호가 있다

면 그 입력이 ‘1’인지 확인한 후 이미지를 어 송한다. 

블루투스에서 아무런 수신이 없다면 계속해서 9축(9Dof) 

센서와 음 센서의 데이터를 블루투스로 송한다.

2.2 스마트폰 애 리 이션

(그림 3) 자안경 흐름도

   동작 애 리 이션은 MainButton Activity로 구성되어

있다. MainButton Activity의 내부는 6개의 버튼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버튼은 이동보조, 장애물감지, 방향

감지, 송, 기기연결, 타이머이다. 기기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동 보조( 상처리) 기능과 장애물 감지 기능, 방

향감지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 기기연결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면 애 리 이션은 BluetoothConnector에서 계속

해서 roll, pitch, yaw, distance값을 받아와서 4개의 값이 

다 송되면 MainButton Activity의 Handler로 달한다. 

Handler는 달받은 4개의 값들을 역변수에 각각 갱신

한다.

   스마트폰 터치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매우 어려운 

요소이다. 그래서 스마트폰 UI를 사용자가 터치한 곳의 

치를 기억하는 것을 기반으로 버튼을 짧게 터치하면 그 

버튼의 기능을 음성으로 알려주고 길게 터치하면 기능이 

실행되게끔 구 하 다.

2.2.1 이동보조( 상처리)

   자안경으로부터 받아온 이미지를 상처리로 분석하

여 사용자에게 음성으로 결과를 알려 다. 상처리로 인

식할 상은 크게 두 가지로, 지하철역 내부 바닥에 설치

된 노란색 선과 계단이다. 바닥을 인식할 때 오차율을 

이기 해서 일정 각도 이상 고개를 숙여야 동작한다.

노란색 선 검출

(그림 4) 노란색 선 검출 과정

   조명의 향을 최소화 하기 해 (그림 2) 의 순서로 

처리한다. 우선 RGB색상 이미지를 HSV색상 이미지로 변

환한다. 변환된 이미지에서 H 채 과 S 채 을 분리 후 

노란색 선의 색 범 를 설정하고, 마스킹을 통해 노란색 

선만 추출한다. 추출된 이미지를 이진화 후 침식과 팽창을 

통해 잡 을 제거한다.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잡 은 

이블링을 통해 잡아낸 후 그 부분의 픽셀 값을 ‘0’으로 바

꿔 제거한다.

(그림 5) 이미지 분석

   선의 종류를 알아내기 해 (그림 3) 과 같이 이미지를 

분석한다. 우선 ‘255’픽셀 값의 빈도수와 처음 ‘255’픽셀 값

이 발견된 치를 알아낸다. 이미지의 테두리에서 ‘255’픽

셀 값의 빈도수에 따라 선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지의 테두리 하단에서부터 처음 ‘255’픽셀 값이 발견된 

치까지의 거리에 따라 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선종

류에 한 정보는 사용자에게 음성으로 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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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검출

(그림 6) 계단 검출 과정

   계단의 경우 일정하게 연속된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직선을 검출하기 해 RGB 색상 이미지를 그 이 

스 일로 변환 후 가우시안 효과를 용하고, 니 엣지 

검출기로 이진화 한다. 이진화된 이미지에서 허  직선 변

환을 이용해 계단에서 나타나는 직선으로 단되는 것을 

찾아내고 개수를 알아낸다. 일정 수 이상의 직선이 발견되

면 방에 계단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다. 

2.2.2 장애물감지

   장애물 감지는 flag변수를 활용하여 활성화/비활성화 

형태로 구 . 음 센서로 방 일정거리 이내에 장애물

이 감지되면 경고음을 낸다.

2.2.3 방향감지

  자안경에 탑재된 9축센서에서 yaw값을 받아 45도씩 

나 어 8방 를 분류하여 음성으로 알려 다.

2.2.4 송기능

  사용자 정보인 GPS정보와 IMEI, 시간을 Serializable을 

사용하여 서버로 송한다.

2.2.5 기기연결

  설정해 놓은 디바이스 이름으로 검색하여 장치를 자동 

연결해 다.

2.2.6 타이머

  5분 간격으로 송기능을 실행한다.

2.2.7 송데이터 처리

(그림 7) 송데이터 처리 자료구조

  블루투스를 통해 달받은 데이터들은 두 개의 원형큐

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두 개의 원형큐는 동일한 원리로 

동작하는데, INPUT_QUEUE는 자안경으로부터 받은 데

이터를 일련의 처리과정 없이 장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

으로 헤더를 분석하여 DATA_QUEUE에 원하는 데이터만 

담아 처리한다.

2.3 웹서버

(그림 8) 웹서버 시스템 구조도

2.3.1 서버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소켓통신을 통해서 

텍스트 정보(GPS 치정보와 송시간, IMEI)와  이미지를 

송한다. 텍스트 정보는 Serializable을 사용하여 보다 

효율 으로 수신한다. 이미지 일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크기를 측정한 후에 4KB씩 나눠서 서버에 

송한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Multi-Thread와 

synchronized를 사용하여 좀 더 효율 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한 다 사용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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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웹

  Facebook API와 Google Map API를 활용하여 웹페이

지를 구 한다. 로그인은 보호자의 Facebook Account를 

통해 근성을 높인다. Google Map을 통해 서버에 송

된 사용자 정보를 보호자가 손쉽게 근한다. 웹과 서버 

간에 Ajax를 목시켜 보호자가 사용자 정보를 실시간으

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한다. Google Map과 이미지 그

리고 Load View를 통해서 좀 더 세 하게 사용자의 치

를 악하여 GPS 오차율 보완한다.

3. 실행결과

(그림 9) 자안경 부품  회로 구성도

(그림 10) 자안경 모형

(그림 11) 노란색 선 검출 결과 화면

  (그림 11) 은 (그림 4) 의 순서 로 노란색 선을 검출한 

결과 화면이다.

(그림 12) 계단 검출 결과 화면

 (그림 12) 은 (그림 6) 의 순서 로 계단을 검출한 결과 

화면이다.

(그림 13) 웹 실행 결과 화면

4.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IT기술을 용한 시각장애인용 보조도구

를 소개하 다. 이 로젝트는 단순한 안경에 여러가지 

자부품을 붙이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스마트폰을 연동한 

복잡한 상처리, 그리고 근성을 높이기 한 서버에 이

르기까지  발 하고 있다. 조  더 높은 상처리 인

식률과 빠른 처리속도를 제공한다면 단순한 연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시각장애인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보

조도구로 리 쓰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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