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7

* 남서울 학교 자공학과(gosla1031@naver.com, 

yeb5031@nave r.com, sang9767@nate.com, 

gaint813@gmail.com)

** 교신 자 : 남서울 학교 자공학과 

ㆍ   수  일 : 2017. 10. 27

ㆍ수정완료일 : 2017. 11. 20

ㆍ게재확정일 : 2017. 12. 15

ㆍReceived : Oct 27, 2017, Revised : Nov 20, 2017, Accepted : Dec 15, 2017

ㆍCorresponding Author : Yong-Wook Park

　Dept. of Electronics, Namseoul University, 

  Email : pyw@nsu.ac.kr

　

시각 장애인을 한 정보 송 시스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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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Information Transmission System for Visually Imp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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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압력센서와 음 센서를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이 교통 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과 

교차로에서의 사고율을 이기 한 시스템을 연구하 다.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strip LED를 등시켜 운 자

가 보행자를 인식함으로써 사고율을 이고, 보행자 신호등 정보 외에 음 센서와 블루투스를 통해 버스 

치 정보를 애 리 이션으로 송하여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 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have studied a system to reduce the inconvenience and the accident rate at the intersection when the visually impaired use 

traffic information by using pressure sensor and ultrasonic sensor. By using the pressure sensor to light the strip LED, the driver recognizes the 

pedestrian, thereby reducing the accident rate. In addition to the pedestrian signal light information, the ultrasonic sensor and Bluetooth transmit 

the bus position information to the application so that the user can listen to the voice.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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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블루투스, 센서, 스트립 LED,  음  센서

Ⅰ. 서  론

요즘  사회는 빠르게 발 하고 있으며 다방

면으로 많은 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

나 주변을 둘러보면 일반인들에 한 시스템만 있을 

뿐 시각장애인이나 여러 장애인들을 한 정보 송 

시스템이나 안  시스템이 무 부족하여 많은 장애

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음성이

나 음향보다는 시각 정보를 통하여 소통이 이루어지

는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은 소통을 할 수 없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이러한 모습은 교통문제에서 뚜렷하게 보인다. 

우리나라 체 사고율  보행자 사고율이 2012년은 

37% 2013년은 38% 2016년은 40%로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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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행자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험성도 증가하고 있

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험도가 증가하고 있다. 횡

단보도를 건  때 신호가 바 는지 모르고 건 거나 

건 는 도  신호가 바 어 험천만한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러한 사례가 많은 만큼 시각장애인의 사고

율이 높고, 날이 문 시간 에 더욱 더 사고가 많

이 일어나고 있다. 그 외에도 교통 정보를 이용

하는데 있어서 일반인들에 비해 정보를 받기 어려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겪는 불편함과 횡단보도를 건 는 

과정에서 생기는 교통사고를 여 좀 더 안 한 생

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 하고자 한다

[1-4]. 블루투스와 음 센서와 스 치를 사용하여 

버스의 치 정보와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등 상태 

정보를 애 리 이션을 통해 음성 알림을  수 있

도록 하고자 한다. 한 횡단보도에 아두이노가 연

결된 압력센서와 strip LED를 설치하여 압력센서가 

보행자를 인지하면 strip LED가 등되어 운 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여 교통사고를 이고자 하 다

[5-7].

Ⅱ. 본  론

2.1 시스템 구성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구 하려는 시스템의 구성

도이다. 로그램을 구동하기 한 MCU는 아두이

노를 사용하 다. 압력센서와 음 센서를 제어부

인 아두이노에 연결한다. 보행자가 압력센서를 밟으

면 strip LED가 신호를 받아 등하게 된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면 정류장에 설치된 음

센서가 버스를 인지하고, 버스 문이 열리면 버스

에 설치된 블루투스를 통해 정류장으로 달되고 정

류장에 설치된 블루투스가 애 리 이션으로 신호를 

보내 시각장애인이 음성으로 버스 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한다.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 면 아

두이노가 데이터 값을 받고 블루투스를 통해 애 리

이션으로 신호정보를 음성으로 송한다[7-10].

2.2 소 트웨어 구성

그림 2는 본 연구의 버스 치와 신호등 정보를 

음성으로 알림을 해주는 애 리 이션 기 화면이

다. 기화면에선 비콘 신호를 2 마다 스캔하도록 

설정하여 비콘 신호 역 안에 들어가면 동작 화면으

로 넘어간다. 동작 화면에서의 첫 번째 기능은 버스

가  정거장에서 출발하 다는 정보와 보행자 신호

가 바뀔 때마다 윗부분 흰색 텍스트 상자에 한 로 

신호상태를 띄우고 동시에 텍스트 상자에 힌 한

을 음성으로 알려 다. 두 번째 기능은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  때 보행자 신호 정보와 보행자 신호

가 아닐 경우의 험성을 음성으로 알려 다.

그림 2. 애 리 이션 기 화면
Fig. 2 Application initial screen

그림 3은 체 시스템 애 리 이션 알고리즘이다. 

비콘을 사용하여 비콘 신호 역에 들어오면 애 리

이션 동작하도록 제작하 다. 교차로와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콘의 신호 범 에 들어오면 애 리

이션이 켜진다. 신호를 받아 켜진 애 리 이션은 

교차로와 정류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하

다.

그림 4는 정류장에서의 버스 감지 알고리즘이다. 

버스의 치 정보를 알기 해 정류장에 음 센서

와 블루투스 모듈을 설치한다. 음 센서가 모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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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감지하므로 음 센서가 버스만 감지할 수 있

도록 버스 문 스 치를 만들어 버스 문이 열릴 시에

만 음 센서가 감지하도록 하 다. 음 센서가 

작동하면 버스에 설치된 블루투스가 다음 정류장에 

설치된 블루투스로 신호를 다. 

그림 3. 애 리 이션 알고리즘
Fig. 3 Application algorithm

신호를 받은 블루투스를 통해 애 리 이션이 모

든 정보를 받는다. 정보를 받은 애 리 이션은 음성 

알림으로 교통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알려주게 한다.

그림 4. 버스 감지 알고리즘
Fig. 4 Bus detection algorithm

그림 5는 횡단보도에서의 신호등 정보 알고리즘이

다. 보행자 신호 정보를 블루투스를 통해 애 리 이

션 사용자인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송신하여 음성으

로 알림이 가도록 하 다. 다음으로 횡단보도에 압력

센서와 strip LED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  시 보행자의 무게를 압력센서가 감지하면서 

strip LED가 등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 운 자에

게 시각장애인이 신호를 건 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

게 하 다. 보행자 신호가 록불이 아닐 경우 압력

센서가 어떠한 무게도 감지하지 않고, strip LED 

한 등하지 않는다.

그림 5. 신호등 정보 알고리즘
Fig. 5 Traffic light information algorithm

2.3 하드웨어 구성

그림 6은 본 연구에서 구 한 체 시스템 하드웨

어 사진이다. 블루투스 신호를 받는 버스는 한 로 

구성하 고, 정류장과 보행자 신호등과 차량 신호등

은 각각 2개씩 구성된다.

그림 6. 완성된 체 시스템 하드웨어
Fig. 6 Complete system hardware complete

 버스의 도착을 감지하는 음 센서는 각 정류장 

안쪽에 1개씩 부착하 다. 2개의 strip LED는 횡단보

도 양쪽 사이드에 압력센서는 횡단보도 아래에 설치

하 다. 애 리 이션을 실행시키는 비콘은 각 정류

장에 설치하 다. 횡단보도를 건 는 보행자는 압력

센서가 감지하는 무게를 고려해 추를 넣어서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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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고찰

3.1 압력센서 출력 실험

그림 7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 는 것을 멀리 

있는 차량 운 자에게 알려 경각심을 주고자 횡단보

도에 설치한 strip LED가 등하는 조건을 알아내기 

한 실험이다. 2cm 간격으로 압력센서가 압력을 감

지할 경우의 치에 따른 측정값이다.

 

그림 7. 압력센서 치에 따른 측정 값
Fig. 7 Measured value according to position of 

pressure sensor

x축은 압력센서의 압력 의 치이며 y축은 압력

센서의 출력 압을 아두이노가 최 값 5V를 1024등

분으로 디지털 변환한 출력값이다. 그래 를 보면 

12cm까지는 일정하게 수치가 증가하다가 14cm 구간

부터 값이 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간에 

따라 범  값이 증가하는 것은 압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3.2 버스 속도에 따른 음 센서 인식 실험

표 1은 모형버스의 속도에 따른 음 센서의 버

스 인식을 실험한 것이다. 음 센서가 버스의 속도

를 감지하는 최소, 최  속도의 범 와 감지하지 못 

하는 속도를 알기 해 총 5회의 실험을 하 다. 모

형 버스 속도가 0.6m/s까지는 모두 감지하 지만, 

0.8m/s부터 감지를 못 하 고, 1m/s 속도에서는 완

히 감지하지 못하 다. 속도가 증가할수록 음 센

서가 감지하지 못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음 센서의 버스 인식 실험 결과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of ultrasonic sensor 

bus recogniton

3.3 애 리 이션 신호등 정보 표시

그림 8은 본 연구의 블루투스가 연결된 후 보행자 

신호 정보를 애 리 이션의 화면으로 나타낸 것이

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일 시 화면, 신호가 바 는 

순간의 화면, 보행자 신호가 록 불일 경우의 화면

을 보여주며 모든 신호등 정보를 애 리 이션을 통

해 음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제작하 다.

그림 8. 애 리 이션 신호등 정보 표시
Fig. 8 Show application traffic light information

3.4 압력센서에 따른 strip LED 등

그림 9는 압력센서에 따른 strip LED 등 횡단보

도 구성이다. 보행자 신호가 록 불 등 일 때의 

그림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  때 횡단보도에 

설치된 압력센서를 밟는다. 압력센서가 사람의 무게

를 감지하면 압력센서와 연결된 strip LED가 등한

다. strip LED가 등하면 운 자가 보행자를 빠르고 

정확히 인식하여 교통사고 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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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압력센서에 따른 strip LED 등
Fig. 9 Strip LED lights according to pressure 

sensor

3.5 애 리 이션 버스 치 정보 표시

그림 10는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다는 알림과 버

스 치 정보를 알려주는 애 리 이션 화면이다. 시

각장애인이 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이기 해 비콘

과 연동되어 애 리 이션이 실행되도록 제작하 다. 

그림 10. 애 리 이션 버스 치 정보 표시 
Fig. 10  Display application bus location 

information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할 때의 화면으로 버스가 도

착하 음을 블루투스를 통해 시각장애인인 애 리

이션 사용자에게 음성으로 알림을 다. 버스 치정

보도 마찬가지로 음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이 신호등과 

정류장에 설치된 비콘이 보내는 신호를 온 히 수신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거리에 따른 비콘 신

호 세기에 한 실험을 하 다. BLE(Bluetooth Low 

Energy) 모듈을 설치하고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를 측정하기 한 스마트폰을 1m 

간격으로 최  5m까지 이동하면서 각각 4번씩 RSSI 

측정하 다. 그림 11은 0～5m까지 1m 단 로 이동하

며 각 치에서 측정한 RSSI 데이터 측정값을 나타

낸 그래 이다. 이 실험을 통해서 비콘이 보내는 신

호의 세기를 조 하고 설치 치를 조정하 다.

그림 11. 거리에 따른 비콘의 RSSI 값
Fig. 11 RSSI value of beacon according to 

distance

Ⅳ.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음 센서, 압력센서, 블루투스 모

듈을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이 교통과 교통 신호를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스마트 

정보 송 시스템을 제작하 다. 차량 운 자의 횡단

보도 보행자에 한 인지율 상향을 통한 횡단보도 교

통사교율을 이기 하여 횡단보도에 압력센서와 

strip LED를 설치하 다. 압력센서가 보행자를 감지

하면 보행자의 진행에 따라 횡단보도에 설치된 strip 

LED가 보행자 걸음에 맞춰서 등하게 하 다. 한 

보행자 신호등 상태 정보를 블루투스를 통해 애 리

이션으로 송신하여 시각장애인이 음성으로 신호등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실험 결과 

각 버스 스 치 문이 열릴 때 음 센서가 버스 문 

열림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음 센

서가 버스를 감지함과 동시에 버스에 설치된 블루투

스와 정류장에 있는 블루투스가 정보를 받아 애 리

이션으로 버스 치 정보를 다음 정거장에 있는 보

행자에게 음성으로 알림을  수 있게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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