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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는 갈수록 첨단기기로 집약되는데 비해 노인계층의 첨단기기 근성은 그의 복잡성으로 인해 매

우 취약하다. 고령인구의 사회  활동에 기본이 되는 이동 편의성에서 이러한 복잡성을 해소하고 안

을 제공하기 한 서비스를 고려한다.

 

1. 서론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증가와 출산율 하로 고령

화가 빠르게 진행 이다. (그림1)을 보면 란색 그

래 는 국내 총인구를, 노란색 그래 는 65세 이상

의 인구를 나타낸다. 2026년이 되면 체 인구의 

20%가 고령인구인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통

계청은 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당

장의 출산율 문제 해결을 해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요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필연 으로 겪

어야 하는 고령화 사회에 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그림 1 ) 한민국 총 인구수와 고령인구수 변화
 

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음성인식기술이 첨단

기기의 입력 장치로 활용이 가능해 짐으로써 맥락에 

맞는 응답을 생성하고 사용자의 음성 입력에 해 

개성 있는 답을 제시하는 기술이 발 되었다.

2. 고령화 사회에서의 요구사항

 부양인구에 한 증가로 사회  부담이 커지는 한

편 노인들의 일자리에 한 심도 커지고 있다. 하

지만 그런 노인들을 한 교통편의 보 이 많이 부

족한 실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인세 의 사회  

활동을 돕고 이들의 이동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동성 향상을 해서는 경로  교통편 안내가 필

수 이다. 하지만 재 교통안내는 부분 스마트 

폰 어 리 이션으로 이루어진다. (그림2)를 보면 스

마트 폰은 리 보 되어있지만 체 세 의 보 률

에 비해 60세 이상 인구의 보 률은 아직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첨단기기에 한 응력이 많이 부

족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 그림 2 ) 연령 별 스마트폰 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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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 콤에서 조사한 (그림3)의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 폰의 다양한 기능이 역으로 노인들에게 복잡

성을 증 시켜 이용에 불편을 느끼게 한다. 

( 그림 3 ) 연령 별 스마트폰 보 황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첨단기기의 복잡성을 없애고 

하나의 기능만을 단순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음성인

식 기술의 발달을 활용해 노인의 제한된 인터페이스 

화면(UI)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3. 주요 서비스

 음성인식, 경로설정 등의 첨단 기술들을 디바이스

에 목시켜 노인 복지를 강화한다. 이에 필요한 서

비스 워크 로우는 아래와 같다. 그간의 복잡한 

차를 없애고 목 지를 음성인식으로 인지하면 최

의 경로를 설정하여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안내한다.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아이템으

로 잡았다. 즉, 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면서 목 지를 

얘기하고 경로를 들으면서 이동하면 되는 것이다.

목 지 음성 입력

↓

10  진동 → 최  경로 설정

↑ ↓

경로 이탈 ← 음성 안내

↓

목 지 도착

↓

음성  경로

데이터 축

↓

신뢰도 향상 

복지 시설 강화

( 표 1 ) 주 서비스의 워크 로우

 

 여기서 필요한 주요기술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음성 인식1)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여 목 지 악

경로 설정
2) GPS를 통한 치 악 

목 지까지의 최  경로와 교통편 단

음성 안내3)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경로 달

무선충

거치
4) 지팡이 배터리 충  / SW 자동 업데이트

교통카드
5)

65세 이상 노약자 교통카드 칩 내장

알림6) 이동  쓰러졌을 경우 보호자 혹은

119에 상황 알림
( 표 2 ) 주 서비스의 주요 기능

 의 6가지 기능의 필요성에 의하여 각 기능에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음성 인식

 Google의 클라우드 스피치나 Samsung의 빅스비 

와 같은 딥러닝 기반 뉴럴네트워크 알고리즘으로 음

성인식을 사용한다. 기존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어

의 설치부터 사용자의 직 입력과정을 생략하고 

음성인식만으로 동작하게 해 사용의 복잡성을 최소

로 여 다. 한 안내 역시 음성으로 제공되며 상

황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응답을 낼 수 있다. 

 2) 경로 설정

 음성으로 목 지가 설정되면 목 지까지의 경로가 

설정되는데 이 경로는 경사로, 계단, 상버스 여부 

등을 고려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설정된다. 후에 

축 되는 경로의 데이터로 빅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좀 더 빠르고 편한 경로를 설정하게 한다. GPS가 

잘 터지지 않는 지하철 내부와 같은 경우 비콘

(beacon)을 이용하여  방향을 잡고 지하철 이용안내

를 한다.

 3) 음성 안내

 재 많이 사용되는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사용한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마

이크에 입력된 외부 노이즈 신호를 180도 상반  

시켜 증폭 후 이어폰에서 백그라운드로 들려 다. 

이 게 되면 외부 직  음과 이어폰 음이 서로 상쇄

되어 이어폰의 소리가 더욱 잘 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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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무선충  거치

 음성인식/경로탐색·안내/긴 알림 센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만큼 력공 은 필수 이다. 하지

만 배터리 교체 혹은 유선충 은 노인에게 진입장벽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무선충 용 지팡이 거치 를 

만들어 집에 돌아와서 거치해놓으면 충 이 되도록 

한다. 근거리 충  기술로 력 송신부 코일에서 강

한 자력이 발생하면 이 자기장이수신부의 2차 코일

로 흘러들어가 류를 공 하는 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한 기술인 무선충  방식을 채택한다.

 5) 교통카드

 재 65세 이상 노인들을 해 지하철 요 을 무료

로 하고 있다. 이 우 용 카드의 칩을 지팡이에 내

장해 교통카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버스이용에도 

용하여 별도의 승차권 소지 없이 기능이 들어간 

디바이스만으로 이동에 한 기본 인 서비스가 제

공된다.

 

 6) 상황 알림

 상황에 비하기 해 낙상감지센서, 엑셀로미

터(가속)센서, 심박센서 등을 이용한다. 낙상감지센

서는 넘어짐의 강도를 측정하여 긴 구조가 필요한

지에 해 악할 수 있으나 단순히 떨어짐의 강도

만을 측정하여 사용자의 상황을 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엑셀로미터(가속)센서는 센서

태그를 몸에 부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반경 내에 

있는 리더기가 감지, 어느 치에 있는 지 3차원 정

보를 컴퓨터로 확인 가능하다. 갑자기 쓰러지는 등

의 움직임을 악하여 컴퓨터로 송할 수 있다. 심

박센서는 사용자의 심박 수를 측정하여  상황이

라고 단될 경우 블루투스를 통하여 다른 디바이스

로 송 가능하다. 한 진동  음성알림으로 사용

자가 잘못된 치에 들거나 방 장애물 등 돌발

인 상황에 비해 사용자에게 알려  수 있게 한다.

4. 유사 사례

 1) 노원구의 음성 길안내 시스템

 2009년 노원구는 보정 성항법시스템(DGPS)과 문

자음성자동변환 장치(TTS 엔진), 음성녹음 기능(보

이스 코더)을 결합한 ‘음성 길안내 시스템’을 발표

했다. 이는 시각장애인 이동편의  사회참여 확

를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을 한 것이다. 최  경

로에 해 사용자의 보호자/제3자가 보행에 필요한 

사 정보를 입력/ 장해야 된다는 , 도심에서 

치정보의 오차가 컸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그림 4 ) 노원구 음성 길안내 시스템

 2) Oxford University의 ‘Smart Glasses’

 국 옥스퍼드 학교와 왕립시각장애인 회

(RNIB)가 공동 진행한 로젝트로, 안경모양의 

임에 얹은 비디오카메라, 연산처리장치(CPU), 시선 

방향의 물체를 표시해주는 디스 이를 탑재한 

안 즈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스마트 안경은 후천 으로 시력을 잃어 사물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들을 한 것으로,  시력 혹은 

각막이상 등의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의 보행과 

사물인식에 도움을 다. 그러나 시각을 완 히 잃

은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고, 안경의 크기가 매우 

큰 것도 단 이다.

 

( 그림 5 ) 옥스퍼드 학의 ‘Smart G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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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 장애인용 지팡이 (특허)

 지팡이를 통해 사용자가 이동하는 방향  각도를 

검출하고, 이러한 정보를 이동 단말기로 달하며, 

이동 단말기에서 분석한 정보를 다시 이동 단말기와 

연결된 이어폰을 통해 사용자에게 달함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보다 정확한 길 안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지팡이의 손잡이부에 시각 장애인을 한 

자식 키보드를 포함하 다. 하지만 제품 특성상 주 

사용층이 시각 장애인에게 맞추어져 있고, 자식 

키보드를 사용할  모르는 노인들은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단 이 있다.

( 그림 6 ) 시각 장애인용 지팡이

4) 지팡게이션 (특허)

 목 지 설정버튼을 르고 음성으로 목 지를 입력

시키면 스피커부를 통해 설명을 받을 수 있다. 한 

GPS수신모듈이 있어 응 상황에 보호자에게 치를 

알려  수 있다. 하지만 길안내가 교통이 빠진 

단순 도보 안내로만 이루어져 있고, 다른 출력 장치 

없이 스피커만 있어 혼잡스럽거나 시끄러운 곳에서

는 안내를 받는데 제한이 있다는 단 이 있다.

( 그림 7 ) 지팡게이션

참고문헌

(그림 1)통계청 주요 인구지표(성비,인구성장률,인구구

조,부양비 등)/시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

d=DT_1BPB002&conn_path=I2

(그림 2)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2017-2021)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m

ode=view&idx=229379 

(그림 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2-2015 스마트폰 사용률 

추이, 스마트워치, 손목시계에 한 조사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

=683&pagePos=1&selectYear=0&search=1&searchKeywor

d=%BD%BA%B8%B6%C6%AE%C6%F9 

무선충  련 내용

http://blog.naver.com/mocienews?Redirect=Log&logNo=22

1041047679 

(그림 5) 특허청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http://kpat.kipris.or.kr/kpat/biblioa.do?method=biblioFrame

(그림 6) 특허청 시각장애인 길안내를 한 지팡게이션 

장치

http://kpat.kipris.or.kr/kpat/biblioa.do?method=biblioFrame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2017. 11)

- 545 -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7.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