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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보행 보조도구는 초음파, 혹은 RFID 태그를 이용한 간단한 장애물

을 식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인식거리가 짧아 명확한 안내가 불가능하고, 돌발 상황

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ARM Cortex-A9 Platform기반의 Portable Navigation System과

Service Center를 구현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고자 한다. Service Center에는 노인을 적극 고용

하여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해소 방안도 제공한다.
시각 장애인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형태의 Navigation System은 Camera, GPS, Audio, Ethernet

등의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위치에서 보이는 영상과 GPS 정보, 음성을 TCP/IP를 통해

서비스 센터로 실시간 전송한다. 서비스 센터의 직원은 전송 받은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시각 장애인

과 대화형식을 통해 길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The conventional assistive tool for visually impaired people provide Simple service using a ultrasound, or an RFID tag to identify the obstacles. It is impossible to clear guide and has a vulnerability to unforeseen circumstances because of short recognition distance, The ARM Cortex-A9 Platform based implementation of the Portable Navigation System and Service Center will help the visually impaired gait. The Service Center will also provide solution for the lack of jobs due to the increase of the aging population.
  Navigation System that the visually impaired can carry possessing devices such as a camera, GPS, Audio, Ethernet transmit Image shown at the location of the visually impaired, GPS information and Sound Via TCP / IP. The staff of the service center receives information and can provide directions by communicating with them. So, the system can provide effective guidance to the visually impaired.

키워드

ARM, Cortex-A9, Android, Navigation

Ⅰ. 서 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조사통계부

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의 수는 2010년 기준, 약
249천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9.9%에 해당되며, 

2000년의 90천명에 비해 165%의 증가에 이를 만

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시각 장애인의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시각 장애인

을 위한 보행 보조 도구 및 시설들은 턱 없이 부

족한 실정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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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3년 기준 노령화지수는 83.3%로 세계

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령화 지수가 불과 10년 전인 2003년의

41.3%에 비해 배에 가까운 수치로 매우 빠른 증

가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2.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서

무엇보다 노령 인구의 경제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각장애인과 더불어 노인들에게도 도

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시각 장애인의 길 안내를 도울 ARM 

Cortex-A9기반의 Client와 서비스 센터인 Server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과 같이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Navigation System이 Client가 되어 길 안

내에 필요한 Camera영상, GPS기반의 위치정보, 
음성정보를 Server로 전송하여 준다. Server인 서

비스 센터에는 노인을 적극 고용하여 전송된 영

상, 지도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육성으로 보행을

보조할 수 있다.

그림1. 시스템 개념도

 
Ⅱ. Hardware Platform

시각장애인이 소지하고 다닐 Portable 
Navigation System은 SAMSUNG에서 제작한

Exynos4412  Quad Core 32bit RISC CPU를 사용

하여 제작하였다. 구체적인 시스템 사양은 다음과

같다.
표1. 시스템 사양

제작한 Navigation System은 시각 장애인의 영

상, 음성, 지도 정보의 전송을 위해 Camera, GPS, 
Audio를 장착하여 보행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

할 수 있으며, Ethernet Module을 통해 TCP/IP망
으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다. 시
각 장애인에게 특화된 플랫폼의 제작을 위해

LCD는 배제하였으며, 전원의 On/Off기능과 음성

전송 기능은 별도의 Button Device Driver와
Android Application에서의 접근을 위한 JNI Call 
Interface를 통해 구현하였다. 구현된 Navigation 
System에는 Android 4.0 ICS를 포팅 하였다. 제작

된 플랫폼의 사진은 다음과 같다.[2]

그림2. 구현된 ARM Cortex-A9 Platform
Ⅲ. System Architecture

시각 장애인을 위한 Navigation System은 크게

Client와 Server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Client
는 시각 장애인이 소지하고 다니는 Navigation 
System으로 시각 장애인에게 특화된 장치이고, 
Server는 Service Center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PC기반의 Monitoring System으로 구분 된다.

그림3. 데이터 흐름도

전체 시스템의 구동은 그림 3의 Data Flow 
Diagram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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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클라이언트 시스템 구조도

그림 4는 Client System의 Architecture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Navigation System은 Android OS 
4.0 ICS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Android는 주 개

발 언어가 Java이며, 가상 머신 차원에서 멀티 스

레드를 잘 지원하기 때문에 백 그라운드 작업에

유리하며 다소 복잡한 구조의 응용 프로그램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여기에서 수집된 영상, 위치 정보, 음성 데이터

는 Object화 하여 Data Buffer에 저장하고 TCP/IP
망을 이용하여 객체 스트림을 전송 한다. 

그림5. 서버 시스템 구조도

Server System의 Architecture는 그림 5와 같

다. Server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은 하나

의 화면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Java Application과
JSP로 구성되어 있다. Client로부터 수신 받은 데

이터 중, Camera영상은 Server의 화면에

12~14fps의 속도로 재생하고, Audio 정보는

Application에서 적절히 가공되어 스피커를 통해

재생된다. 시각 장애인의 위치는 JSP에서 MySQL
기반의 DB에 저장되어 있던 GPS 정보를 호출해

Java Script를 통해 Application의 Naver MAP API
를 통해 표시하여 준다.

Ⅳ. 실험환경

그림6. Navigation System 전송 실험

그림 6은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시각 장애인

의 시야를 확인하기 위해 TFT-LCD를 장착하였

다. 
상단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Server에

2개의 Client가 접속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단의 사진들은 서비스 센터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이다. 시각 장애인이 바라보는 방향

의 영상과 시각 장애인의 위치정보를 지도에 표

현하고 있으며, 우측 하단의 지도처럼 시각 장애

인의 경로를 마커 기능을 통해 미리 그려볼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Ⅴ. 결론
본 연구의 Navigation System은 시각 장애인에

게 특화된 Platform의 제작을 위해 불필요한 LCD
나 peripheral Device등을 제거하여 배터리 소모

가 적고 제작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수명에 비해 이른 시기에 경제력을 상

실한 노령 인구에게 시각 장애인 안내 서비스를

통해 문제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 후 발전 방향으로 Active IR Filter를 적용한

Camera Moduel을 개발하여 적용하면, 시각 장애

인의 야간 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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