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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dible pedestrian signal (APS) is an add-on device which connects to the pedestrian signaling device and 

informs the contents and changes of the signaling by sound. It provides walking direction information of the pedestrian 

crossing so that the blind people can safely cross the pedestrian crossing. In an intersection where a plurality of 

audible pedestrian signal (APS) are installed at an intersection crosswalk, existing audible pedestrian signal (APS) 

operate simultaneously in the communication radius of a wireless remote controller, which may cause confusion for 

the blind people and the public may complain about the noise.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BLE (Bluetooth Low Energy)-based audible pedestrian signal (APS) system capable 

of supporting two-way communications with a smart-phone that can cross the intersection safely and improve the 

walking comfort and traffic safety for the blind people. The proposed method is a method in which the BLE beacon 

communication based audible pedestrian signal (APS) presents active service to the blind people, and the existing 

audible pedestrian signal (APS) is a way of requesting the passive service by the blind people with the wireless remote 

control by the unidirectional communication based on 358Mhz.

The developed system is installed in the crossroad of Doma-dong, Seo-gu, Daejeon, and it is tested and operated 

by the blind people. The satisfaction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e audible pedestrian signal (APS) for the blind people 

have good results and are planned to be expand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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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필요성

2016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체 등록 장

애인은 약 250만 명이며, 그  시각장애인의 수는 

약 10%인 25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00년의 9만 여명에서 약 2.8배 정도 증가한 것이

다. 한 1～3 의 증 시각장애인은 5만 명 이상

으로 조사되었으며 인구고령화  각종 사고와 만

성질환 등의 증가로 인하여 후천 , 잠재  시각장

애의 발생률이 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한 시각

장애인의 증가와 함께 최근 체 시각장애인  약 

56%가 매일 혼자서 외출을 하는 등 2014년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독립 인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이 차 늘어나고 있다(Kim, 2014).

이와 같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한 권리를 보

장하기 한 제도  장치로 정부에서는 1997년 “장

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한 법

률” 제정 이후,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2012년에는 “보행안   편의증진에 한 법

률” 등을 제정하 다.

이러한 법률을 통해 장애인들의 편의증진과 이

동편의를 보조하고자 시각장애인들에게 정상인에 

비해 히 떨어지는 시각 인지 능력 때문에 보

편 인 보행 이동권은 제한되고 있어서 시각 인지 

능력을 보조하는 기술 개발이 꾸 히 요구되어 왔

다(Choi, 2014). 

한 생활과 연계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과 

차 활발하게 보 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보다 많은 정보와 다양한 기술들이 생활 속에서 

근 가능하며, 다양한 역으로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보조하기 

해 IT기술을 목한 다양한 방법으로 보행지원

기술  장치가 개발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BLE(Bluetooth Low Energy) 비컨을 이용

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지원하는 표 화 움직임도 

련 기업을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Wayfindr, 

2016). 

기존의 시각장애인을 하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설치된 음향신호기는 무선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방

식이다. 이 방식은 교차로에 설치된 다수 음향신

호기가 통신 반경 거리에 있어 모두 동시에 작동

하고 일반인에게는 소음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은 시각장애인의 교

차로 횡단에 혼란과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새로

운 기술 개발로 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소와 시

각장애인에게 보행편의  교통안 을 향상하기 

하여 교차로를 안 하게 횡단할 수 있고, 스마트폰

으로 동작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 지원  BLE 기반 

음향신호기를 개발하고자 하 다(Choi et al., 2015).  

2. BLE 기반 교차로 음향신호기 개발

2.1 AS-IS : 기존 음향신호기의 문제

경찰청은 교차로 횡단보도의 기존 보행자 신호

기에 연결하여 음향으로 신호상태를 알려주는 음

향신호기를 부착하여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횡단

보도를 건  수 있도록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기존 신호기에 연결된 음향신호기

를 교차로 사거리 보행등 지주에 설치된 버튼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358.5MHz 주 수 방식으로 리

모컨으로 작동 시킬 수도 있다(Choi, 2009). 

<Figure 1> Original Audible Pedestrian Signal(APS)

<Figure 1>은 기존 보행자 신호기에 버튼 식 

음향신호기를 연계하여 추가한 장치로 혼잡한 교

차로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이 버튼을 찾거나 동작 

하는데 불편한 요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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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imultaneous Operation APS by Remote 
Controller

<Figure 2>는 2000년 358MHz 주 수 기반 무

선 리모컨이 개발되어 음향신호기에 사용하고 있

지만 무선 리모컨의 경우 한쪽 방향으로만 주 수

를 송신하는 시스템으로 작동 시 인 한 모든 음향

신호기에 가 동시에 보내게 되어 음향신호기

가 동시에 동작 하는 등 많은 혼란과 문제 이 야

기 되었다(Kim et al., 2017).

최근 시각장애인을 한 음향신호기 연구는 GPS

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과 음향신호기 치와 거

리를 계산하는 방식과 2.4GHz 무선 주 수를 활

용하여 무선인식 거리와 범 를 측정하는 방식으

로 시각장애인  치를 기 으로 하여 가장 가

까운 음향신호기를 동작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

다(Lee and Shin, 2011; Han et al., 2010).

이러한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음향신호기를 

작동하기 하여 별도의 단말기를 구입해야 되는 

경제  부담이 있으며, 음향신호기와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거리 측정 오차와 

GPS 오차로 인하여 가까운 음향신호기만을 작동

하기에는 기술 인 한계 이 많아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2.2 음향신호기 시스템의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제 2.1 에서 제시한 문제 과 한계 을 개선하

기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시각장애

인용 BLE 기반 교차로 음향신호기는 스마트 폰으

로 사용하기 하여 3가지 사용자 요구사항을 고

려하 다(Ryu and Kim, 2006). 

첫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신호기와 같이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미 국내에는 무선 리

모컨을 지원하는 27,355여 의 음향신호기가 설

치·운용되고 있으므로, 음향신호기의 개선은 기존 

무선 리모컨과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음향신호기용 무선 리모컨 구입 등의 추

가 비용 부담과 유지 보수를 고려해야 된다. 시각

장애인에게 무선 리모컨 구입, 배터리 교체, AS 

문제 등은 인 부담  리에 불편 사항으

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시각장애인들이 신규 설치된 음향신호기

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일반 으로 시각

장애인들은 음향신호기의 신규 설치 정보를 쉽게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향신호기가 시각장애

인에게 설치 정보를 사 에 알려주는 방법도 요

한 고려 상이다.  

2.3 TO-DO : 기존 음향신호기와 비교

제 2.1 의 3가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개

발하는 시각장애인용 BLE 기반 음향신호기는 교

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에 BLE 모듈을 추가

로 연결하여 신호등의 내용을 음향으로 알려주는 

보행자 신호기의 부가장치로 개발하고자 하 다.

기존 방식은 358Mhz 기반 단방향 통신으로 시

각장애인이 무선 리모콘으로 수동형 서비스를 요

청하는 방식이고, 제안하는 방식은 BLE 4.0 이상 

비컨 통신 기반으로 음향신호기가 능동형 서비스

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Figure 3>은 기존 음향신호기와 BLE 기반 

음향신호기를 비교한 그림이다.

<Figure 3> Comparison of 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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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BLE-based APS Mode of Operation 

2.4 BLE 기반 음향신호기 시스템 설계  

구

2.4.1 BLE 기반 음향신호기 기술개념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시각장애인용 BLE 기반 

교차로 음향신호기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이 스마

트 폰으로 신호 횡단보도에서 안 하고 편리한 

횡단을 해 원하는 음향신호기를 선택하여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블루투스를 이용한 양방향 

통신 지원 보행 신호정보 제공 장치이다(Kang et 

al., 2017).

<Figure 4>는 기존 음향신호기에 블루투스 모

듈을 추가하여 시각장애인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음향신호기만 선택 으로 동작하여 교차로를 안

하게 횡단하는 것을 지원한다. 한 행길 모드

에서는 음향신호기가 미리 장된 경로에 하여 

자동 안내와 동작하는 것을 제공한다.

<Figure 4>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① 음향

신호기 A, B에서 식별 신호를 송출하면 ② 시각

장애인 스마트 폰에서 음향신호기 A, B를 인지한

다. ③ 시각장애인 스마트폰은 시각장애인이 진행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인지된 가장 가까운 음향신호

기를 선택하여 동작을 하면 ④ 음향신호기는 안내

음향을 송출하는 방식이며, 이때 스마트폰에서도 

동시에 같은 안내음향을 들을 수 있다. ⑤ 시각장

애인 스마트 폰은 신규 음향신호기 C에서 송출한 

정보를 받아 인식하여 스마트 폰에 장하는 개념

이다.  

2.4.2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앱 설계

시각장애인은 화면 내용을 보기 어렵거나 잘 보

이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UI를 설계

할 때 스마트폰의 TalkBack(안드로이드폰), Voice 

Over(아이폰)라는 기능을 설정하여 화면내용과 메

뉴를 터치하면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사용하

고 있다.

<Figure 5> Smart phone App. UI Design 

음성 지원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

인용 스마트폰 앱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모바일 

애 리 이션 근성 지침”(Kim and Han, 2013)

과 “한국형 웹 콘텐츠 근성 지침 2.1”(Song and 

Han, 2015)에 따라 설계 하도록 되어 있다.

<Figure 5>의 스마트폰 앱의 UI 설계는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음향신호기를 인

지하는 단계와 인지된 음향신호기를 조작하는 단

계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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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음향신호기 BLE 통신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BLE 통신은 단방향으로

만 통신할 수 있는 것을 양방향으로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통신모드를 확장하는 양방향 통신모듈과 

스마트폰 앱 간의 통신패킷 설계는 <Figure 6>

과 같다.

통신패킷의 경우 Payload는 최  39bytes로 정

의하고,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부분은 Broadcast 

Data에 정의된 31Bytes에서 패킷 타입 등 사용할 

수 없는 오버헤드를 빼면 29Bytes 정도만 사용 

할 수 있다. 한 스마트폰에서는 BLE 패킷 송

을 하여  MS949 인코딩을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Base64 인코딩을 추가로 용하여 사

용할 수 있는 자 수를 확보하 다(Kim et al., 

2017).

<Figure 6> BLE-based APS Packet Description

BLE 통신패킷에는 짧은 신호상태 데이터만 통

신이 가능하므로, 음향신호기의 이름이 긴 경우는 

n개 이상의 패킷으로 나눠서 차례로 송신할 수 있

도록 설계하 다. 

2.4.4 BLE 기반 음향신호기 서비스 시나리오

<Figure 7>은 비 연결 방식 BLE 통신을 이용

한 음향신호기의 정보획득  치요청 등의 동작 

흐름도와 서비스 시나리오를 도시한 다이어그램

이다.

<Figure 7> BLE-based APS Service Scenario 

① 음향신호기 BLE 모듈은 음향신호기가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기 하여 1  주기로 UUID 

패킷과 보행신호등 상태정보를 송출하며,

   ①-1 스마트폰 앱은 음향신호기에 연결된 BLE 

모듈을 식별하기 해 BLE 모듈의 MAC 

Address를 식별자로 사용한다.  

② 스마트폰 앱은 수신된 UUID 패킷에 있는 음향

신호기의 MAC Address를 식별자로 스마트폰 

DB에서 음향신호기의 이름을 검색하고, 보행진

행 방향에 따라 음향신호기 목록을 가까운 순으

로 정렬하여 음향신호기 목록을 제공한다.

③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앱은 음향신호기 BLE 모

듈에 패킷으로 원하는 횡단보도의 음향신호기

에 한 치안내와 음성안내 정보를 BLE 모

듈을 통해 요청한다.

④ 음향신호기의 BLE 모듈은 보행 신호등 상태정

보를 시각장애인 스마트폰으로 송출하면 해당 

음향신호기의 신호정보, 잔여시간 정보, 치정

보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안내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2.4.5 BLE 기반 음향신호기 구

시각장애인은 검색된 음향신호기를 선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시각장애인과 근 한 음향신호기를 

목록의 상단에 출력되도록 음향신호기 목록을 제공

한다. 음향신호기 정렬기 은 거리와 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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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거리는 음향신호기와 사용자와의 거리

정보를 사용하여 정렬하 다. 

내  정보는 사용자의 진행방향(백터)과 음향신

호기와 사용자간의 방향(벡터)을 기 으로 한 벡

터의 내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진행하고 있

는 방향의 음향신호기를 찾으며, 정렬방법은 아래

와 같이 3개의 그룹으로 나 어 정렬 수행하 다.

① 1순  그룹 : 음향신호기의 거리가 특정 거리

(7m) 이내인 경우 내 이 작은 음향신호기에  

우선순  부여

② 2순  그룹 : 음향신호기 내 이 특정 내 (45

도)보다 작은 경우 거리가 가까운 음향 신호기

에 우선순  부여

③  그룹의 조건에 맞지 않는 음향 신호기들을 

거리 순으로 정렬

스마트 폰 화면에 가장 가까운 음향신호기를 정

렬하기 하여 GPS 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

능을 아래와 같이 수행하 다.

안드로이드폰/아이폰에서 제공하는 GPS 정보에 

포함된 accuracy 정보를 사용하여 GPS 치정보 

정확도 향상을 한 도 필터 기능을 용하 다.

① Accuracy( 도) 정보는 재 치정보가 실

제 치를 기 으로 해서 accuracy(단  : 미터) 

반경안의 치정보를 나타나며 만약 accuracy

가 4인 경우, 재 치정보는 정확한 치 값의 

반경 4미터 안의 값을 의미

② 치정보 정확도 향상을 해 최소 도 값

을 12미터로 설정

<Figure 8> BLE-based APS System 

한 시각장애인 보행특성을 고려한 보행 상황

인지 기능을 추가하여 시각장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경우와 같이 움직임이 없는 경우 

진행 방향과 치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단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련 정보를 제공

한다. 

① 안드로이드/아이폰에서 제공하는 GPS 정보에 

포함된 Bearing 정보를 사용

② GPS의 Bearing 값이 0에 가까운 경우 움직임

이 없는 상태로 단하여 해당 상태에서의 GPS 

정보를 고려하여 음향신호기 목록 제공

의 사안을 고려하여 GPS 기능을 추가하여 

<Figure 8>과 같이 BLE 기반 음향신호기 시스템

을 개발 하 으며(Kim et al., 2017), 시각장애인 4

명이 스마트폰으로 음향신호기를 자동으로 제어 동

작 할 수 있는 보행신호 정보 제공 장치와 교차로 

보행신호를 요청하는 단말 S/W 개발하 다.

3. BLE 기반 음향신호기 장 용 
 테스트 

3.1 테스트베드 운 환경 선정  구축

테스트베드 운 환경 상 교차로 선정 때 여

러 지역 후보군이 있었으나  빛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도움으로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치유무, 음향신호기 설치 유무, 통신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아래 4개의 후보지 선정하

다.

<Figure 9> Installation of BLE-based APS Syste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BLE-Based Audible Pedestrian Signal (APS) for Intersection Safety Crossing of Blind People 229

의 후보지를 아래와 같은 고려사항을 용하

여 선정 하 으며 최종 선정 교차로 지역은 

역시청의 조를 얻어 역시 서구 도마동 

네거리 교차로를 선정하여 설치하 으며, <Figure 

9>는 테스트베드 운 환경 설치 그림이다. 

① 차량, 보행자  시각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지역

② 시각장애인의 교차로 횡단 사고 이력이 있는 지역

③ 음향신호기 미설치 지역으로 설치 요구가 있는 

지역

④ 기존 음향신호기와 성능/기능 비교 분석  가능

지역

3.2 테스트베드 운 환경 통신  기능실험 

BLE 기반 음향신호기의 송신출력을 고정 후 시

험용 스마트 폰(삼성 갤럭시 노트5)과 음향신호기

의 시리얼통신 터미 에 표시되는 수신정보를 확

인하여 통신 거리 시험 수행하고, 시 서구 도

마네거리 음향신호기 설치 치 8곳에 한 진행방

향에 따른 수신거리를 확인 하 다.

BLE 기반 음향신호기 테스트베드 운 환경에 

한 통신  기능 시험은 CCTV 지주 등 주변 설

치 환경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15m 내외에서 통신

이 가능하 으며 2017년 3월에 시각장애인용 BLE 

기반 음향신호기 기능검사에서 합 정을 받아서 

설치 운 하고 있다.

3.3 테스트베드 운 환경 체험평가

운 환경 체험평가 상자는 한국 시각장애인연

합회 주  하에 역시 거주 약시 시각장애인

을 상으로 하 다.

체험평가 내용은 아이폰 6s, 아이폰 7, 갤럭시 

S7,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으로 BLE 모듈을 장착

한 양방향 통신지원이 가능한 교차로 음향신호기에 

한 사용 체험평가를 실시하 으며, <Figure 10>

과 같이 체험평가 순서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쉽게 디자인한 스마트폰 앱 UI 사용을 사 교육 → 

실습 → 체험 → 설문지 작성 순으로 진행 하 다.

<Figure 10> BLE-based APS Experience & Evaluation 
Procedure

3.4 테스트베드 운 환경 체험평가 결과

본 은 교차로 안 횡단 개선을 한 지원기술

인 BLE 기반 음향신호기 시스템에 한 시각장애

인의 사용 만족도 평가의 결과를 기술 하 다.

체험평가 개요와 평가 상자의 일반 사항은 다

음 <Table 1>과 같다 

① 조사 기간 : 2017년 3월 13일(월), 3월 22일(수)

② 조사 상 : 시각장애인 8명(약시) 

③ 조사 항목 : 해당 기술의 사용성  실용성 평가

④ 조사 방법 : 기술의 실사용 후 면 설문  자유 

의견 개진

Division Result

Weather Conditions
Sunny 8(100%)

Blur 0(0%)

Degree of Disability
Blind 0(0%)

Amblyopia 8(100%)

Availability of 
White Cane 

Use 3(37.5%)

Unused 5(62.5%)

Availability of 
TalkBack

Use 5(62.5%)

Unused 3(37.5%)

Traffic island 
mobility

Adequate 4(50%)

Inappropriateness 4(50%)

APS’s Voice Size
Adequate 3(37.5%)

Inappropriateness 5(62.5%)

<Table 1> Subject for Bli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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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신호기의 근  교통섬에 진입하는데 있

어 응답자  4명(50%)이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하 고, 특히 익숙하지 않은 보행로의 경우 험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음향신호기의 음성크기의 만족도 여부는 ‘부

’이 5명(63%)이었으며, 주변 교통의 소음으로 

인해 음향신호기의 음성안내가 들리지 않는 경우

가 많았다.

<Figure 11> APS 'Position', 'Signal' Request Satis-
faction(%) 

<Figure 11>은 음향신호기 근  ‘ 치’, ‘신

호’ 요청 사용성 평가사항 의견 만족도(%) 결과이

며, 응답자는 스마트폰에서 음향신호기를 발견하

다는 신호의 표출시간 응답에서 ‘부 ’이 2명

(25%)이었다. 잠시 주의가 흩어졌을 때 이 신호를 

놓칠 수 있기에 신호 표출시간을 변경하거나 터치 

후 신호를 사라지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그 외에는 체 으로 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스마트폰 앱의 버튼 배치, 음성안내 등의 의견

은 응답자의 부분이 에 100% 혹은 80%이

상의 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특히 버튼의 

배치의 여부나 음성안내에 한 항목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표출 하 다.

<Figure 12>은 자동경로 생성 등록 사용성 평

가사항 만족도(%) 결과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스마트폰 자 , 음성을 통한 새 경로 제목입력 

부분에서 ‘부 ’하다는 의견이 5명(62.5%)으로 

나타났으며, 경로의 제목을 입력할 때 키보드의 

배치나 색상이 약시를 고려한 부분으로 변경이 필

요한 부분이다. 

<Figure 12> Usability Satisfaction of Automatic path 
Generation Registration(%)

자동경로 생성 시 직 인 차에 한 의견에

서 ‘부 ‘ 의견이 3명(37.5%) 있었으며 자동경로

를 생성하는 순서와 차에 한 이해도는 ‘ ’ 

이 8명(100%)을 나타내고 있으나 경로를 입력하

는 과정의 직 성 결여를 보완하기 해 추가 안

내 멘트나 버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 체험평가 결과에 볼 수 있듯이 참여자들은 

BLE 기반 음향신호기의 교차로 안 횡단 지원기

술에 한 만족도나 사용성 평가에서 만족하는 모

습을 보 다. 

스마트폰 앱의 UI제작에서부터 시각장애인의 사

용성을 고려한 제작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어 리

이션을 구동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용 

환경을 구성하 기 때문이다. 한 스마트폰을 통

한 음향신호기  횡단보도의 치확인이나 경로를 

설정하여 목 지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에서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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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향신호기가 복되어 설치되어 있는 교

차로의 경우 리모컨을 르게 되면 복된 음향신

호기가 모두 신호  음성안내를 내보내게 되어 

시각장애인에게 혼란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오작용을 막고 목 지로의 안내에 혼선을 

방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의 안   보행에 

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상한다.

개선사항들이나 불편한 들에 한 개선요구를 

수용하고 고쳐나간다면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하

고 유용한 보행지원 안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

라 기 한다.

4. 개선사항  연계기술과의 활용

4.1 개선사항

기존 음향신호기의 문제 은 무선 리모콘의 단

방향 통신방식으로 인한 동시동작으로 혼란을 

래 하 으나 개발한 BLE 기반 음향신호기는 스마

트 폰으로 양방향 통신방식으로 원하는 음향신호

기만 동작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 다.

개발한 BLE 기반 음향신호기는 실험실 주 을 

넘어서 장 테스트베드에 장 용되고 사업화 

이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장 용과 시각장애

인들의 체험평가에서 부분 만족도를 나타내었으

나 일부 불만사항은 년 말 상용화 이 에 개선

할 계획에 있다.

상용화 이 에 반드시 개선할 사항은 실제 장 

용 시 GPS 부정확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재 

치기 으로 가고자 방향에 따라 가장 근 한 음향

신호기를 정렬하여 스마트 폰에 다소 부정확하게 표

출하는 기능이다. 한 교차로 환경의 여러 가지 장

애요소로 인하여 BLE 통신거리와 통신이 끊어지는 

상이다. 개선사항은 재 수행 인 연구를 통하여 

계속 수정하여 테스트베드 장에 용하고 있다.

4.2 ICT 연계기술과의 활용

한국시각장애인 회는 <Figure 12>와 같이 2009년 

시각장애인 음성 길안내 시스템인 보이스 내비게이

션 시스템을 개발하 다.

휴 한 단말기(스마트폰)로 가고자 하는 목 지 

버튼을 르면 성으로부터 재의 치를 수신 

받아 경로에 해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Kong and Kim, 2012).

 

<Figure 12> Voice Guidance System for Blind People

의 음성 길안내 시스템 기술과 본 본문에서 

개발한 BLE 기반 음향신호기 기술과 연계하여 통

합할 수 있다.

통합방법은 음성 길안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악하여 이미 후속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시

각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흰 지팡이에 BLE 모듈

을 탑재하여 스마트 폰과 흰 지팡이와의 통신, 흰 

지팡이와 음향신호기와의 통신을 추가하여 개발하

고 있다. 통합이 완료되면 시각장애인의 일반도로 

보행과 교차로 횡단 보행 시 획기 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5. 결  론

기존 상용 음향신호기는 교차로에서 다수의 신

호기가 동시동작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혼란을 래

하고, 일반인에게 이러한 동시동작으로 인한 음향

신호기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많은 문제

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소하기 하여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동작할 수 있고, 가고자 

하는 방향의 음향신호기만 선택하여 동작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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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양방향 통신 지원 BLE 기반 음향신호기 시스

템을 개발하 다. 

개발한 BLE 기반 음향신호기 시스템은 연구개

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실제 수요자인 시

각장애인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스템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피드백  테스트 베드에서 사용만족도 

평가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실질 으로 시각장애

인들에게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주안 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

인의 원활한 보행 환경 편의  교차로를 안 하

게 횡단할 수 있게 하여 편리한 사회활동 환경을 

기여하는데 목 이 있다.

실제 역시청의 조를 얻어 역시 

서구 도마동 네 거리 교차로에 테스트베드 운 환

경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에 시범 운 되고 있다. 

한 시각장애인용 BLE 기반 교차로 음향신호

기에 한 테스트베드 운 환경 체험평가와 분석

을 한 결과 시각장애인의 만족도가 높고 좋은 결

과를 얻어서 차후 확  운 할 계획에 있다.

향후 시각장애인 체험평가 결과의견을 반 하여 

기능을 개선하고 시범운 을 확  실시하여 개발

기술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차 으로 상용화

와 지방자치단체에 확 보  할 수 있을 것이며, 

시각장애인의 교차로 안 횡단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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