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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모바일 기술 및 GPS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

로 인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보행자의 길 찾기를 돕

는 네비게이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시각적으로 주변 환경 파악이 불

가능하므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일반적인 보행 

네비게이션을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모바일 컴퓨

팅 기술, 측위기술 및 공간기술이 점차 발전함에 따

라 시각장애인도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길 찾기를 위한 일련의 과정은 방

향정위, 위치파악, 방향설정, 이동경로 계획, 그리고 

이동 순이다. 방향 정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랜드

마크이며 충분한 랜드마크의 존재가 보행자에게 편

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보행

과정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신체 범위 내에 장

애물을 검출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볼라드, 단차

와 같은 보행 과정에서 장애물에 의해 다치는 경우

나 개방된 맨홀 뚜껑 등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

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요구가 크다.

이러한 요구 충족을 위한 IT 기술연구는 인프라 

설치를 통해 음성, 통신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과 

시각장애인이 착용하고 스스로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여 알려주는 것으로 구분된다.

인프라 설치형 보행정보 기술에는 대표적으로 

음성유도기와 음향신호기가 있다. 보행하면서 주변 

정보를 인지하거나, 교차로 횡단보도의 횡단방향에 

대한 보행 방향에 대한 등대역할도 한다. 인프라 설

치형 기술은 해당 지역을 보행하는 시각장애인 모

두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은 

장점과 초기투자 및 관리비용이 큰 문제가 있다. 

자가인식형 보행정보제공 기술은 필요한 시각장

애자가 직접 단말을 구매하고, 주변환경을 인지하며 

보행하는 것으로 SeeingEye [1], BlindSquare [2]

과 구글의 HearHere [3] 등 GPS, 가속센서 기반 

측위기술을 활용한 경로안내 기술과 MS의 Seeing 

AI [4]와 삼성의 릴루미노 [5] 같이 보행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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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지하는 능력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GPS나 가속센서 이용 제품은 공간적 제한과 

오차의 누적으로 활용성이 떨어지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경로안내 기술과 달리 도우

미와 함께 보행교육 과정에서 영상기반으로 장소를 

인식하고, 영상 특징을 이용하여 보행지도 생성 및 

랜드마크 등록이 가능한 보행안내 단말 기술을 소

개한다. 제안 기술은 GPS 및 상용지도 기반의 기술

과 달리 실내외 보행 모두를 지원하는 장점이 있다.

Ⅱ. 관련 연구

1. SLAM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술은 로보틱스 분야에서 알 수 없는 공간의 맵을 

생성하는 문제와 에이전트의 위치를 추적하는 계산

상의 문제 해결을 연구한다. 에이전트가 이동하며 

추출한 센서정보 기반으로 출발점부터 상대적 위치 

계산으로 공간을 표현하는 맵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다 [6]. 이중 영상센서를 이용한 비주얼 SLAM은 

2005년 이후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비주얼 SLAM은 특징점 매칭을 통해 

카메라의 위치를 추적하고 이들 특징점들에 대한 3

차원 맵을 생성한다. 그중 PTAM은 카메라의 위치

를 추적하는 트래킹 부분과 특징맵을 생성하는 맵

핑 부분을 분리하여 병렬화 하였다. 특히 특징 맵 

생성시 모든 프레임이 아닌 특정 키 프레임만 정밀

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처리함으로써 기존의 

SLAM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7].

특징점 기반 SLAM 외에 LSD (Large-Scale 

Direct Monocular) SLAM과 DSO (Direct Sparse 

Odemetry) 같이 semi-dense 기반의 SLAM 기술

도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8, 9]. 그러나 Dense 정보는 많은 데이터를 요

구하고 그에 따른 연산량이 필요한 반면에, 

ORB-SLAM2 [10]와 같은 특징점 기반의 SLAM은 

적은 정보를 가지고 좋은 성능을 보여주며, 라즈베

리 파이 같은 임베디드 기계에서도 위치인식 기능

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가볍다.

2. 장애물 검출 기술

장애물 검출 기술은 도로나 보행로에 수직으로 

돌출된 부분을 검출하는 기술로 흰지팡이에 콤파스

나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과 구덩이를 알

려주는 기술, 키넥트의 적외선 센서를 통해 장애물

이나 랜드마크 (문, 계단 등)를 검출하는 기술들도 

연구되어 왔다.

적외선 기반 기술은 실내에서 매유 효과적이나 

빛이 많은 외부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며, 초음파의 

경우는 거리에 따라 반응 속도나 오차가 심해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영상 기반으로 장애물을 검출하는 기술로 지면 

환경을 격자로 표현하고 각 셀의 장애물 높이를 계

산하는 DEM (Digital Elevation Map), 좌우 영상에

서 텍스쳐 정보와 특징점을 기준으로 잘 정의된 확

률 모델을 통해 깊이 영상을 생성하는 ELAS 

(Efficient Large-scale Stereo Matching) 등이 있

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러닝 네트워크 

기반으로 다양한 물체를 검출하고, 동시에 분할을 

함으로써 도로와 배경 그리고 장애물들을 추론할 

수 있는 시맨틱 세그멘테이션 기술도 있다 [11].

시맨틱 세그멘테이션 기술은 최근 집중적인 연

구의 결과로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고, 칩으로 구현

되어 자동차에 적용된 사례도 있으나, 임베디드 보

드에 포팅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록 무겁다. 반면에 

비전 기반의 장애물 검출 기술은 휴대형 단말에도 

충분히 동작할 정도로 경량화 될 수 있으나, 객체의 

종류를 구별할 수 없고 객체단위로 분할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3. 딥러닝 기반 객체인식

딥러닝 기술은 2012년 AlexNet이 등장한 이후 

이미지 분류 성능을 급격히 개선시켰으며, 2016년

부터 사람보다 뛰어난 분류 성능 (약 98%)을 보여

준다 [12]. 객체인식은 크롭된 이미지 내에서 객체

의 유형만 판단하는 이미지 분류에 비해서 정확성

이 낮으나, 최근에는 속도와 정확성을 개선한 다양

한 네트워크들이 나타나고 있다.

Faster-RCNN 기반의 인식기는 80% 가까운 정

확도를 보여주는 반면 무거운 네트워크를 갖고 있

고, SSD (Single Shot Detection)나 YOLO (You 

Only Look Once)는 빠른 속도와  약 70%의 정확

성을 보여주고 있다. YOLO-9000의 경우는 9,000 

종류의 객체를 이미지 내에서 인식할 수 있는 네트

워크이며 DarkNet이라는 가벼운 프레임워크에서 

동작한다 [13-16]. DarkNet의 경우 지능형 CCTV

에 이식되어 활용될 만큼 최적화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아이폰에서 DarkNet을 최적화하여 VOC 

2012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tiny-YOLO로 11FPS 

성능을 갖는 인식기를 개발한 사례도 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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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행환경정보안내 플랫폼 개념도

Fig. 1 The concept diagram of the walking 

environment information guide platform

Ⅲ. 보행상세정보안내 플랫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보행환경정보안내 단말 

플랫폼의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

보행과정에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단말과 획

득된 정보를 처리하여 보행정보를 생성하는 단말 

그리고 보행안내를 음성이나 음향 효과로 시각장애

인에게 전달하는 골전도 스피커로 구성된다. 보행환

경정보는 좌우 영상이 촬영되고, 위치나 움직임 체

크하기 위한 GPS나 가속센서 정보 등이 제공된다.

정보처리단말에 탑재되는 보행안내 소프트웨어

는 영상과 GPS 정보를 이용하여 SLAM 기반으로 

보행맵을 생성하는 모듈, 생성된 보행맵에 랜드마크

나 장애물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편집모듈 그리고  

독립보행 과정에서 실시간 입력 영상을 이용하여 

보행맵 내에서 위치를 찾아내는 위치인식 모듈, 인

식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보행방향이나 랜드마크, 

장애물 등의 안내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보행안내 

모듈로 구성된다.

IV. 보행상세정보안내 하드웨어

본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독립보행을 위해 휴대

하고 환경정보획득 및 보행안내에 사용되는 단말 

플랫폼에 대해 기술한다.

1. 보행정보획득 장치

보행정보획득 장치는 시각장애인이 안경처럼 착

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보행 중 주위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좌우 영상을 촬영하고, 위치정보와 

움직임 정도 측정을 위한 GPS 및 가속센서 (INS)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상

센서 보드의 회로도와 사진은 그림 2와 같다.

두개의 영상센서들과 INS 그리고 GPS 센서가

그림 2. 영상센서 보드

Fig. 2 Camera sensor board

Item Specification Etc

Power DC 5V

Temperature -30∘ ~ + 70∘ 
Size 130mm X 16mm 

Camera Sensor AR0134AT Global Shutter

GPS CAM-M8Q

INS MPU-9250 9-axes

FPD-LinkⅢ DS90UB913A-Q1 2 channels

표 1. 센서 보드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sensor board

 

하나로 통합되고 스틱처럼 구성되어 안경 전면부에 

위치한다. 

센서보드는 단순히 영상과 GPS 및 IMU 센서정

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FPD 링크를 통해 센서정

보처리 (FPGA) 보드로 전달하게 되며, 센서정보처

리 보드는 USB3.0 케이블로 보행정보안내 단말로 

영상, GPS, INS 센서 정보를 동기화 하여 송출한다

(상세 사양은 표 1에 기술되어 있음). 

센서정보처리 보드의 회로도와 보드 사진은 그

림 3과 같다. 

720p HD 화질의 대용량 영상정보 2채널과 

IMU, GPS 센서 정보 처리를 위하여 Xilinx 

XC7A100T칩을 적용한 FPGA 회로를 설계하고, 

FPD 링크 III 컨넥터를 2개를 통해 각 센서 정보를 

센서정보처리 보드로 전달하며, 보드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파워보드와 핀 컨넥터를 통한 적층구조로 

제작하여 100mm*50mm 크기로 줄였다. 

자세한 센서정보처리 보드 사양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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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센서정보처리 보드

Fig. 3 Sensor data processing board

Item Specification Etc

Power DC 5V

Temperature -30∘ ~ + 70∘ 
Size 100mm X 50mm 

FPGA chip-set Xilinx XC7A100T

FPD-LinkⅢ DS90UB914-Q1 2 channels

RAM DDR3 128M X 16 2G

Interface Serial Port to USB USB3.0

표 2. 센서정보처리 보드 사양

Table 2. Specification of sensor data processing board

그림 4는 센서정보처리 보드의 Microblaze 기반 

펌웨어 블록도로 VHDL [18]로 개발되었다. FX3 

인터페이스 블록은 호스트의 FX3 칩과 통신을 통

해, 센서들을 초기화 하고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를 

수신하여 센서블록 쪽으로 전달하고, 센서블록으로

부터 수신되는 영상과  INS 정보를 FX3를 통해 호

스트로 전달한다. 영상센서는 FX3 인터페이스를 통

해 해상도, 명도, 노출 시간 등의 제어가 이루어지

며, 좌우 비디오 프레임은 FIFO 버퍼로 바로 수신

된 후 호스트로 전달되어, FPGA 구동 드라이버 내

의 버퍼에서 관리되고, V장에서 기술되는 SLAM 

라이브러리에서 깊이영상 추출 및 특징점 추출 등

에 사용된다. GPS/INS는 Micorblaze 내부의 I2C 

제어 블록을 통해 제어하고 신호 값을 수신하여 FX 

인터페이스로 전달하고 영상데이터와 동기화하여 

호스트로 전달한다.

그림 5는 센서보드가 탑재된 안경과 센서정보처리 

단말 외형을 보여준다. 스포츠 안경 형태로 제작

그림 4. 펌웨어 프로그램 블록도

Fig. 4 Firmware program block diagram

그림 5. 보행정보 획득장치 착용 모습

Fig. 5 Glasses with sensor board and 

sensor data processing device

되어 착용에 거부감이 없고 핸즈프리 형태로 동작

하므로 휴대에 편리하다. 센서정보처리 보드는 보행

안내단말 제어를 위한 원결 리모콘 등의 역할을 하

도록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2. 보행환경정보 안내 단말

본절에서는 센서정보처리 보드에서 실시간 전송

되는 센서정보를 분석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보행환

경정보를 안내하는 단말 기술에 대해서 기술한다. 

CPU 모듈은 영상 고속처리를 위해 256개의  

GPU 코어가 포함된 Jetson TX2 [19] 모듈을 사

용하였고, 휴대 가능한 단말로 제작하기 위하여 

TX2 개발보드를 최적화 한 확장보드를 제작하였다. 

그림 6은 TX2 모듈 탑재를 위해 개발된 확장보드

의 회로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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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TX2 확장보드 회로도

Fig. 6 The artwork of TX2 carrier board

그림 7. 확장보드와 케이스 외형 그리고 배터리

Fig 7. Carrier board, the out sides of case and battery

Item Specification 

Power DC 11.1V~12.6V

Temperature -30∘ ~ + 70∘ 
Size 120mm * 80mm * 38mm

Storage 32GB eMMC slot

Display mini HDMI 1port

USB USB 3.0*1, USB2.0*1 

Sensor GPS, IMU

Etc
4 GPIO buttons, 380g (aluminum 

case included)

표 3. 보행환경정보 안내 단말 사양

Table 3. Specification of walking information 

guide device 

TX2 코어와 보행안내를 위한 필수 인터페이스

인 4개의 버튼, USB3.0 그리고 SD 메모리 슬롯이 

포함한다. 그리고 디버깅을 위한 USB2.0 그리고 

mini-HDMI 포트를 하나씩 포함한다. GPS와 IMU 

센서는 스테레오영상만 제공하는 상용 안경을 연결

그림 8. 보행지도 생성 블록도

Fig. 8 Block diagram of walking map building

그림 9. 보행환경정보 안내 단말 4버튼 기능

Fig. 9 Functions of 4 buttons on walking 

information guide device

하는 경우, 위치와 움직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추가하였다 (자세한 사양은 표 3 참조).

그림 7은 확장보드와 케이스 사진을 보여준다. 

Jetson TX2 모듈은 확장보드 윗면의 커넥터에 의

하여 연동된다.

TX2 모듈은 방열판 역할을 하는 알류미늄 케이

스에 고정되도록 접착제를 사용하여 한번 더 고정

시켜 방열이 잘되도록 한다. 카메라를 연결하기 위

한 USB3.0 포트와 정보저장을 위한 SD 슬롯을 제

외한 포트들은 디버깅용으로 상용시는 비노출 된다. 

케이스를 포함한 크기는 12cm*8cm*3.8cm로 

스마트폰 정도의 크기이며, 배터리는 별도로 제공되

어 다양한 용량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V. 보행환경정보 안내 소프트웨어

1. 보행 지도 생성 기술

본 논문에서 제공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

안내 블록도는 그림 8과 같으며, SLAM 기술에 기

반하여 생성되는 맵을 활용한다.

시각장애인이 도우미와 함께 일정 경로를 왕복

하며 보행 교육을 받게 되고, 그과정에서 지도가 생

성된다. 본 과제에서는 ORB-SLAM2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GPS 정보를 키 프레임에 포함하며, 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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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보행환경정보 안내 블록도

Fig. 10 Block diagram of walking environment information guide

인트에 컬러를 추가하고, 맵 저장 기능 등을 확장을 

위해 클래스를 정의하였다. 

ORB-SLAM2의 경우 PTAM과 같이 키 프레임

과 맵 포인트로 맵을 구성한다. 맵 포인트의 경우 

BoW (Bag of Words) 알고리즘으로 ORB 특징값

을 클러스터링한 ORB Vocabulary를 구성하여 프

레임간 매칭에 사용한다. 특히 ORB-SLAM2는 루

프 클로저를 통해 같은 장소에 돌아왔을 때, 기존 

맵 정보와 현재 정보를 비교하여 그래프 최적화와 

BA (Bundle Adjustment) 기술로 오차를 조정하는 

기능으로 맵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TX2 기반의 보행환경정보 안내 단말에서 맵 빌

딩하는 것은 처리 속도가 충분하지 않아 한번에 완

성하기는 어렵다. GTX 1050 GPU 탑재 노트북 정

도에서 보행안내 단말에서 수집된 영상과 미완성된 

맵을 가지고 편집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한다.

보행안내 단말에서 제공하는 4개의 컬러 버튼은 

TX2의 GPIO 4핀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림 9와 같

이 파워, SLAM과 Navigation 모드 전환, Reset 그

리고 이벤트 등록 (객체인식) 기능을 제공한다. 

GPIO 1번 버튼을 누를 때마다 SLAM 모드와 

Navigation 모드가 전환되며 3번 GPIO는 SLAM의 

경우 장애물 및 랜드마크 등록, Navigation의 경우 

객체인식으로 사용된다. 이벤트는 현재 위치에 랜드

마크나 장애물 존재의 메타 정보만 저장하고, 편집

도구에서 그 위치의 영상을 보면서 상세속성을 입

력한다.

2. 보행 경로 안내 기술

보행 지도가 생성되고 보행안내 단말에 저장된 

상태에서 시각장애인이 독립보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술의 블록도는 그림 10과 같다.

안내 시작과 경로를 잃은 경우 위치 재탐색 

(Relocalization)을 통해 전체 맵에서 현재 프레임과 

같은 키 프레임을 검색하여 위치를 파악한다. 이후 

움직임 모델 (Motion Model)을 이용하여 위치를 

추정한 후 맵 정보를 이용하여 최적화 하는 방법으

로 위치를 인식한다. 움직임 모델은 최근 2개의 프

레임간의 위치 차이를 이용하여 이동 속도를 계산

하고, 마지막 프레임의 카메라 자세 (좌우, 상하 각

도) 정보와 함께 행렬연산을 통해 현재의 프레임 위

치를 추정하고, 실제 쵤영된 현재 프레임과 비교하

여 정확도를 검증한다. 정밀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프레임의 특징점을 로컬 맵포인트 (주변의 키

프레임과 맵핑된 맵포인트)들과 비교하여 일치되는 

점들을 이용하여 위치를 보정하는 작업을 한번 더 

거친다. 

특징점 기반 위치인식은 입력 영상이 블러되는 

경우 매칭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계치의 

프레임 수동안은 매칭 실패에도 위치 인식이 된 마

지막 프레임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실패율을 감소시

킬 수 있었다. 그러나 모션모델로 위치인식에 최종

적으로 실패한 경우는 빛의 변화나 사람이나 자동

차등이 붐벼 특징점이 가려지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움직임 센서를 이용하여 3~5미터 정도 범위

동안 위치를 추정하여 안내하고, 위치 재탐색으로 

정확한 위치가 탐색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나 움

직임 센서의 경우 누적오차가 심하므로 짧은 범위

에서만 사용한다.

결정된 위치정보는 보행안내 앱 (Navigator)으로 

전달되며 선택된 경로에서 진행될 지점과 비교하여, 

좌우 15도 단위로 구분하여 보행방향을 알려준다. 

이동 경로에 3미터 이내에 장애물이나 랜드마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미리 경고하여 대비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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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ELAS를 이용한 수직 장애물 검출

Fig. 11 Recognition of vertical obstacles from 

road using ELAS

그림 12. YOLO 기반 객체인식 예제

Fig. 12 An example of YOLO based object detection

보행 맵에 등록되지 않은 동적 장애물의 경우는 

그림 11처럼 실시간으로 검출하여 경고한다. 본 연

구에서는 ELA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바닥면에서 

수직 장애물을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객체인식은 보행경로안내나 장애물 검출과 달리 

시각장애자의 요구 (GPIO 4번 버튼)가 있을 때 동

작된다. 영상을 수신하여 Micorsoft COCO 데이터

셋으로 학습된 Tiny-YOLO 모델을 이용하여 개발

된 객체인식기 (ObjectDetector)의 getObjects 함

수로 인식된 객체목록이 Navigator로 전달된다. 객

체의 위치는 깊이영상을 통해 측정하고 객체의 이

름과 거리를 음성으로 알려준다. 현재는 그림 12와 

같이 인식 정확도를 위하여 자동차, 사람과 자전거 

그리고 의자정도만 필터링하여 알려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을 이용하여 대전 정부청사역 지

하철 개찰구에서 3번 출구 승강기를 거쳐, 매그놀리아 

건물 안내 데스크까지 약 400m 구간에 대해 시각장

애인이 참여한 현장 시험을 그림 13과 같이 진행했다.

그림 13. 보행환경정보 안내 현장시험

Fig. 13 Field test of walking environment 

information guide by a visually impaired

실내 개찰구부터 승강기 탑승전까지 점자블록을 

따라 이동하도록 하고, 보행안내 단말 지시에 따라 

방향을 전환하게 하였다. 실내는 빛에 의한 상황의 

변화가 거의 없어 특징점 추출 결과가 일정해 보행 

안내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승강기 탑승 후 외

부보행의 경우 시간대에 따라 특징 추출 결과가 일

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빛의 양과 방향

의 변화로 같은 특징점의 값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

이었다. 유사한 시간대에서는 생성된 맵기반으로 보

행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장애물이나 랜드마

크 안내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보행에 편안함을 느

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볼라드나 맨홀의 위치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흰지팡이로 장애물 근처에서 섬

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하였다. 

동적 장애물의 경우는 복수 장애물이 등장하고 

움직이는 경우 처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객

체인식은 신호등 없는 건널목과 주차장 출입구에서 

자동차 유무 확인을 위해 필요성이 높았으나, 차량 

이동 유무까지 알려주는 것을 요구하였다. 

보행안내를 위해 생성된 맵 데이터베이스 (키 프

레임 및 맵 포인트)는 약 200MB 정도이고 720p 

해상도로 영상 획득부터 위치안내 처리까지 초당 

5.2 프레임의 처리속도를 보여줬다. WVGA 

(672*376) 급의 경우 8프레임 이상의 처리속도를 

보여주지만, 위치인식을 위한 특징 점과 깊이영상의 

정밀도에 차이가 있어 720p를 이용했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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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ion indoor outdoor map building landmark objects target
Seeing Eye O X O X O X lazy eye
BlindSquare O X O X O X lazy eye

HearHere O X O X O X lazy eye
Proposed O O O O O O blind

표 4. 기존기술과 특징 비교

Table. 4 Comparison with previous works

CCTV의 경우 초당 7 프레임정도로 영상 수집하는 

경우, 지나가는 차를 모두 검출할 수준이 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보행자의 경우 자동차보다 느린 것

을 감안하면 보행안내를 위해 5FPS 정도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시각장애인이 직접 착용하여 독립보

행을 지원하는 기술 중, 영상기반으로 보행지도를 

생성하고 경로안내를 제공하는 기술의 가능성을 보

여줬다. 휴대형 단말에서 방향지시와 경로유지에 대

한 안내와 함께 랜드마크나 장애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파

악할 수 있어 편안함을 느꼈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안경

형태의 영상센서와 휴대형 가방에 넣을 수 있는 크

기의 단말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착용에 대한 거부

감도 줄일 수 있었다. 

표 4는 경로안내 기능이 있는 기존 서비스들과 

비교한 내용을 보여준다. 실내외 보행지원 여부, 자

체 지도 생성 기능 및 랜드마크와 동적 장애물 검

출에 대한 지원 여부를 비교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시간별로 변하는 빛의 양에 

강건한 특징정보 추출 기술을 개발하여 외부보행에

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장애물 검출의 정확도를 높이고 검

출된 장애물에 대한 객체인식을 하나의 기술로 병

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 증대와 처리속도 개선을 

통해 사람의 눈과 유사한 정도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모듈로써 

구현하기 보다는 FPGA 보드에서 장애물 검출과 특

징 추출 등 계산량이 많은 기능을 처리함으로써 실

시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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