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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신호등의 정보를 음향과 음성으로 알려주는 장치로써,  시각장애인에게 횡단

보도의 이름, 음향신호기의 신호 상태 및 횡단보도의 보행 방향 정보를 제공한다. 시각장애인들은 음향신호기를 편

리하게 동작시키기 위하여 358.5MHz 무선 리모컨으로 음향신호기를 동작시키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된다. 현재

의 음향신호기는 무선 리모컨으로부터 동작 신호 수신만 가능하다. 따라서, 교차로 횡단보도와 같이 다수의 음향신

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기존의 음향신호기는 무선 리모컨의 통신 반경에 있는 음향신호기는 모두 동시에 작동하

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동

작시킬 수 있는 양방향 통신 지원  BLE 기반 음향신호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상기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신호 정보 등을 부가정보를 받을 수 있어, 횡단보도 횡단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BSTRACT 

Audible Pedestrian Signal(APS) is an additional equipment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pedestrian signals in 
non-visual formats such as audible tones and verbal messages. It can provide information to pedestrians about the 
location and directions of a crosswalk, and the traffic signal status. In general, a pedestrian who is visually impaired 
uses a 358.5MHz wireless remote controller to activate the APS and crosses at the crosswalk with the help of the APS. 
The existing APS  can only receive an activation message from the remote controller. Therefore, the APS has an issue, 
especially at intersections, that all APSs within the communication range of the remote controller are activated 
simultaneously. It makes to confuse the visual impaired pedestria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BLE-enabled APS that 
can enable two-way communication via Bluetooth with a smartphone. The proposed system solves the problem and 
provides them with additional information, so that visually impaired pedestrians can cross at the crosswalk more 
conven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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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의 숫자

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

기 위한 기본적인 보행이동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

다. 열악한 보행 환경으로 인하여 시각장애인들은 일반

인 대비 통행 회수는 4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통행 

시간도 일반인에 비해 130% 이상 소요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보행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차량과의 상충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

해 위험에 노출되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이동편의시설

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일반인 73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5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교통약자 

중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이다[1].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지원을 위해 APS(Accessible 

Pedestrian Service)에 대한 연구[2]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IoT 기반의 BLE(Bluetooth Low Energy) 비컨

기능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지원하는 표준

화 움직임도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3].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신호등에 대한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시각장애인들은 보행신호기에 부착된 음향신

호기에서 발생되는 위치와 신호 안내 음향을 듣고 횡단

보도에 진입하며, 보행신호등이 적색신호인 경우 횡단

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횡단

보도 양 끝에 설치된 음향신호기의 음향정보는 시각장

애인이 비어링 없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도록 횡단방향

을 인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작

동시키는 방식에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에 대한 개선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까지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음향신호기의 동작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IoT 기반

의 통신 기술인 BLE를 확장하여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음향신호기만을 스마트폰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기술

을 제안한다. 

Ⅱ. 관련연구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기에 연결하여 

신호등화의 내용을 음향으로 알려주는 보행자 신호기

의 부가장치인 음향신호기를 1985년부터 설치·운영하

고 있으며, 음향신호기는 보행등 지주에 설치되는 푸시

버튼과 358.5MHz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 리모컨으로 

동작시킬 수 있다[4]. 2013년 3월 기준 전국 신호횡단보

도의 9.8%에 해당하는 8,217개소의 횡단보도에 27,355

대의 음향신호기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 

(a)

(b)

Fig. 1 Current APS Problems by pushbutton and remote 
control (a) Example of APS Pushbutton Installation (b)  
Simultaneous Operation by Remote Controller

초기에는 보행 신호에 자동으로 신호안내음향이 발

생되는 방식이었으나, 매번 발생되는 신호안내음향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어, 1996년에 보행등 지주에 설치하

는 푸시버튼식 음향신호기가 도입되었다. 그림 1 (a)와 

같이 복잡한 교차로 환경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푸시버

튼으로 시각장애인이 푸시버튼을 찾고 동작시키는데 

불편함이 있어, 2000년 358MHz 주파수를 활용한 무선 

리모컨으로 동작하는 음향신호기가 도입되었다. 그러

나, 무선 리모컨의 경우 단방향 동작 시스템으로 그림 1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선 리모컨 작동시 인접한 음

향신호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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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행등 지주간 

설치 간격을 10m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

방안도 도출되었지만, 통합지주 및 교차로의 도류화

(channelization)에 의해 간격이 협소한 보행등 지주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09년 이후 음향신호기에 신

호안내음향 이외에 위치안내음향이 추가되어, 인접 음

향신호기의 동시 작동 시에 시각장애인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음향신

호기와 보행자간에 2.4GHz 무선 주파수를 이용한 무

선인식 범위를  측정하여 인접 음향신호기만을 동작시

키는 방법과 GPS를 활용하여 보행자와 음향신호기간

의 거리를 측정하여 인접 음향신호기를 동작시키는 연

구가 진행되었다[5,6].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무선인

식 범위에 진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단말기

를 구비해야 되는 문제와 음향신호기와의 RSSI를 이

용한 거리 측정 오차와 도심지 GPS 오차로 인하여 인

접한 음향신호기만을 동작시키기에는 아직까지 기술

적인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음향신호기의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으로 3가지 항목을 고려하였

다. 첫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 리모컨 방식과 같

이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미 국내에는 무선 리모

컨을 지원하는 27,355여대의 음향신호기가 설치·운용

되고 있으므로, 음향신호기의 개선은 기존 무선 리모컨

과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음향신호

기용 무선 리모컨 구입 등의 추가 비용 부담과 유지 보

수를 고려해야 된다. 시각장애인에게 무선 리모컨 구입, 

배터리 교체, AS 문제 등은 금전적인 부담 및 관리에 불

편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시각장애인들이 신

규 설치된 음향신호기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음향신호기의 신규 설치 

정보를 쉽게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향신호기가 

시각장애인에게 설치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방법도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그리고 음향신호기와의 통신 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기능적 요구사항으로는 3가지 항목을 고려하였다. 첫

째, 다수의 음향신호기와 시각장애인이 동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횡단보도마다 2대 이상의 음향신호기

가 있으며, 동일횡단보도에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이 

존재할 수 있다. 둘째, 보행신호등의 신호안내를 위해 

10m 거리에 있는 음향신호기를 동작시킬 수 있어야 된

다. 셋째, 스마트폰과 음향신호기간 전송 데이터의 양

은 매우 적고, 빠른 응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Ⅲ. BLE기반 음향신호기 설계 및 구현

3.1. BLE 기반 음향신호기의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는 상기에서 기술된 요구사항을 고려하

여  BLE 4.0 기반 비컨 통신 방식을 제안한다. 기존에 

사용되던 블루투스 통신은 마스터(master)와 슬레이브

(slave) 방식으로 하나의 마스터는 최대 7개의 주변장치

가 연결되는 피코넷(Piconet)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비

교적 빠른 1~3Mbps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치 간 통신이 1:1방식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교차로 

내에 다수의 음향신호기와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BLE 4.0부터는 전력 

소모가 적으면서, 광고 모드(Adverise Mode)를 활용한 

비연결 통신 방식을 지원하고 있다. 페어링을 해야 되

는 통신 방식에 비해 비연결 방식의 BLE를 사용할 경

우 접속에 따른 오버헤드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

라 1:N 통신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다수의 음향신호

기와 시각장애인이 이동하는 통신 환경에 적용이 가능

하다. BLE 광고모드는 단방향 통신 방식이며,  BLE 

장치는 Broadcaster와 Observer의 역할로 구분된다. 

Broadcaster는 비연결의 광고패킷을 송출하는 역할을 

하며, Observer는 초기 연결 없이 광고패킷을 스캔할 

수 있다. 기존 단방향 무선 리모컨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향신호기와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폰 간에는 양방향 통신 구성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각각의 장치가 Broadcaster와 

Observer 역할을 동시에 가지는 특징이 있다.

BLE 광고모드는 3개의 광고채널을 활용하여 주파수 

호핑 방식으로 광고패킷을 보낼 수 있으며, 연결여부

(Connectability), 스캔응답여부(Scannability), 대상지정

여부(Directability)에 따라 패킷을 구분할 수 있다. 음

향신호기는 누구에게나  서비스가 가능하며, 단방향

이 아닌 양방향 통신이 지원되어야 하며, 사용자 요청

에 따른 데이터 수신이 가능해야 되므로, 비연결 패킷

에 대한 응답 불요와 패킷수신자를 지정하지 않는 

ADV_NONCONN_IND 타입의 패킷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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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ystem Overview of BLE-enabled APS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BLE 기반 음향신호

기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기존 358.5MHz 무선 리모컨 

뿐 아니라, BLE 방식의 음향신호기 동작을 위해 보행

신호등과 연결된 기존 음향신호기와 시리얼 인터페이

스로 BLE 모듈이 연결된다.  

3.2. 스마트폰 앱 설계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사용할 때 화면 

내용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안드로이드폰은 TalkBack, 

아이폰은 VoiceOver라는 화면의 내용과 메뉴를 터치

하면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음성 

지원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용 앱은 

모바일 접근성 지침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방송

통신 표준에 근거하여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

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그림 3과 같이 음

향신호기를 인지하는 단계와 인지된 음향신호기를 조

작하는 단계로 스마트폰 앱의 UI를 구성하였다.

3.3. 비연결 방식의 BLE 통신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단방향 광고모드를 양방향 광

고모드로 확장하는 BLE 양방향 통신을 위한 BLE 모듈

과 스마트폰 앱 간의 통신을 위한 광고패킷 규격은 그

림 4와 같다. UUID, 보행신호상태정보, 음향신호기이

름패킷은 BLE 모듈에서 스마트폰으로 방송되는 패킷

이며, 음향신호기 이름 요청, 활성화 요청 및 응답패킷

은 스마트폰이 BLE 모듈로 방송하는 패킷이다. 광고패

킷의 경우 Payload는 최대 39bytes로 정의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부분은 Broadcast Data에 정의된 

31Bytes에서 패킷 타입 등 사용할 수 없는 오버헤드를 

빼면 29Bytes 정도만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BLE 광고

패킷에는 적은 양의 데이터만 전송이 가능하므로, 음향

신호기의 이름이 긴 경우는 2개 이상의 패킷으로 나눠

서 순차 송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4에 정의된 패킷 규격을 기반으로 비연결 방식 

BLE 통신을 이용한 음향신호기 동작 흐름도는 그림 5

와 같다. BLE 모듈은 음향신호기가 있다는 것을 주변

에 알리기 위하여 1초 주기로 UUID 패킷을 송출하며, 

음향신호기에 연결된 BLE 모듈을 식별하기 위해 BLE 

모듈의 MAC Address를 식별자로 사용한다.  

스마트폰 앱은 수신된 UUID 패킷에 있는 음향신호

기의 MAC Address를 식별자로 스마트폰 DB에서 음향

신호기의 이름을 검색한다. 해당되는 음향신호기 정보

가 DB에 없을 경우에는 BLE 모듈에서 음향신호기의 

이름을 요청하는 광고 패킷을 송출한다. 스마트폰에 음

향신호기 정보를 DB로 저장하는 이유는 한번 인식한 

음향신호기에 대해서는 중복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음향신호기가 광고패킷을 통해 자체적으로 음향

신호기의 정보를 송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신규 설

치된 음향신호기정보를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Fig. 4 Packet Description for BLE-enabled APSFig. 3 Smartphone App UI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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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quence Diagram of BLE-enabled APS

음향신호기의 BLE 모듈은 보행자 신호현시, 잔여 

시간 정보를 산출하여 1초 단위로  보행신호상태정보 

광고 패킷을 송출하며,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해당 음향신호기의 신호정보, 잔여시간 정보를 음성으

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음향신호기를 동작시켜 신호

와 위치에 대한 음성 안내를 위해서 시각장애인은 스

마트폰을 이용하여 음향신호기 활성화요청 패킷을 송

출하는 방식으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에게 위치와 신

호안내를 요청할 수 있다. 음향신호기의 BLE 모듈은 

수신된 패킷의 내용을 디코딩하여 요청하는 음향신호

기 여부를 판단하고, 위치 또는 신호 안내 방송을 송출

할 수 있도록 음향신호기에게 사용자 요청 정보를 전

달한다.  

BLE 광고 모드는 3개의 채널을 통해 주파수 호핑하

면서 광고 패킷을 보내기 때문에 한 번의 광고 패킷 송

출로 통신이 성공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비연결 기반 

ADV_NONCONN_IND 타입 광고 패킷은 수신자의 패

킷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스마트폰 단말의 

경우는 자신의 MAC 주소를 불규칙적으로 바꾸면서 

통신하기 때문에 광고 패킷을 이용한 1:1 통신에서 

MAC 주소를 스마트폰의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요청한 위치 및 신호 활

성화 정보에 대한 반영여부는 주기적으로 송출되는 보

행신호상태정보 광고 패킷에 사용자 요청에 대한 수신

여부를 나타내는 필드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사용자 

스마트폰에서는 BLE 모듈로 요청한 내용의 수신 여부

를 보행신호상태정보 광고패킷에 수신여부 필드에 체

크하여 사용자의 요청이 수신되어 반영되었는지를 확

인한다. 

Ⅳ. 실험 결과 

4.1. BLE 기반 음향신호기 구현 및 다중 접속 시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 및 시연을 위한 

에뮬레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구성

은 그림 6과 같다.  

Fig. 6 Simulation System of BLE-enabled APS

음향신호기는 시리얼통신 기반으로 PC에서 에뮬레

이터로 구현을 하였으며, 음향신호기에 연동되는 BLE 

모듈은 8051 마이크로컨트롤로가 장착된 싱글칩 BLE 

솔루션인 TI사의 CC2540로 구현하였다. 스마트폰의 

통신 모듈은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음향신호기에서 요

구되는 10m 수준의 통신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CC2592 파워앰프와 수신 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저

잡음증폭기(LNA)를 추가하였으며, 그림 7은 본 논문에

서 구현한 BLE 모듈 하드웨어 구조 및 시제품이다. 스

마트폰 앱은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안드로이

드와 아이폰에서 구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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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LE Module Hardware

그림 8은 BLE 모듈이 달린 음향신호기 에뮬레이터

와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간에 데이터가 송수신 되는 화

면을 캡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향

신호기의 BLE 모듈은 음향신호기의 상태정보를 포함

하는 보행신호등상태정보 패킷을 주기적으로 송출하고 

있다. BLE 모듈은 스마트폰으로부터 음향신호기 활성

화 요청을 수신하면, 음향신호기로 활성화 요청을 전달

한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요청한 음향신호기 활성화 

요청을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처리하였다는 정보를 보

행신호등상태정보 패킷의 요청상태 필드에 반영하여 

송신한다. 스마트폰의 BLE기능은 기본적으로 MS949 

인코딩을 사용하고 있어 데이터 전송 효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한글 데이터의 전송 효율을 높

이기 위하여 Base64 인코딩을 선행한 다음 MS949 인

코딩을 적용하였다. 그림 8에는 Base64 인코딩 전후의 

패킷 정보를 함께 표현하고 있다.  

Fig. 8 Data Communication Log of BLE Module

그림 9는 BLE 모듈이 달린 음향신호기 에뮬레이터

와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을 활용한 실험 모습이다. 횡

단보도의 양 끝에는 음향신호기가 마주보고 설치되므

로, 본 실험에서는 총 8대의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

는 사지교차로 환경을 대상으로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

다. 교차로의 음향신호기는 에뮬레이터 S/W를 구현하

여 노트북에 설치하였으며, 노트북의 에뮬레이터와 

BLE 모듈은 RS232로 연결하여 실제 교차로 환경과 동

일한 환경으로 구성하였다. 다수의 스마트폰 및 BLE 

장치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BLE 기능을 이용하

여 사용자가 원하는 음향신호기만을 선택하여 동작시

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9 Experiment Environment of BLE-enabled APS

4.2. BLE 기반 음향신호기 실험 결과

실제 환경에서 통신성능을 실험하기 위하여 대전시 

중리동의 교차로를 대상으로 야외 실험을 실시하였다.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지주에 음향신호기용 BLE 모듈

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을 파지한 사용자가 2m 단위로 

이동하면서 업링크와 다운링크에 대한 통신 성공률

(PER: Packet Error Rate)을 측정하였다. 

그림 10(a)는 CC2540 EVM 보드를 이용하여 구현한 

장치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에서 안드로이드폰

과 아이폰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VM의 

경우는 거리가 떨어질수록 급격하게 통신 성공률이 떨

어졌으나, 본 시스템은 20m 떨어진 거리에서도 100% 

통신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b)는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단말에서 업링크에 대한 실험 결과로 아이

폰은 100%, 안드로이드는 80% 이상의 성공률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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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0 Experiment Results in a Outdoor Environment

그림 10의 (c)와 (d)의 경우는 8m로 고정한 거리에서 

단말과의 다운링크와 업링크에 대한 실험결과로 8m의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EVM의 경우는 통신 성공

률에 편차가 커서 매우 불안정한 결과를 보여 주지만, 

본 시스템은 100%의 통신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음

향신호기의 BLE 모듈에서 스마트폰으로 송출하는 경

우에도 EVM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지만, 스마트폰에서 송출하는 경우에는 다운링

크에 비해 PER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유는 스마트폰마다 장착된 BLE 모듈의 성능 차이에 원

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스마트폰에서 EVM 모듈로 송

출하는 업링크의 경우에는 통신 성공률이 매우 낮아 비

교의 의미가 없었다. 안드로이드폰인 경우 업링크 성공

률이 80% ~ 90% 수준으로 다소 떨어지지만, 시각장애

인이 음향신호기를 사용할 때 음향신호기 방향으로 접

근하면서, 주기적인 광고채널을 통한 동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oT 기반의 통신 기술인 BLE를 확장

하여 시각장애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음향신호기를 

스마트폰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비연결 방식의 BLE 기

반 음향신호기 기술을 제안하였다. 기존 BLE 단방향 

광고모드를 확장하여 양방향으로 통신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에 제

시된 10m 거리에서 음향신호기를 동작시키는 것이 가

능하며, 다수의 음향신호기와 다수의 사용자가 존재하

는 상황에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음향신호기를 동작 가

능함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다. 따라서 기존 단방향 

통신 방식인 358.5MHz 무선 리모컨이 가지고 있던 음

향신호기의 동시 동작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별도의 무

선 리모컨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음향신호기 동작이 

가능하다.  

향후에는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동작 가능한 음향신호기를 시각장애인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가까운 순서로 정렬하여 표출하는 기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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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연결통신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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