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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센서를 이용한 시각장애인 보행 보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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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시각 장애인들이 실외 보행 시 험 요소로부터 보다 안 할 수 있도록 보행 보조기구를 구

하 다. 음  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과의 거리가 방 50㎝ 이내  방 52° 이내 일 때 장애물 감지가 

가능하며 조도 센서를 통해 25lux 이하가 되면 LED가 자동 등되어 시각 장애인의 안 을 보장하고 주변 

보행자들의 시야 확보에도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제작하 다. 색상 인식 센서는 감지 거리를 1㎝로 하여 노란

색의 인식률을 높이고 노란색을 감지하 을 때 진동이 울리도록 하 으며 평균 7.3m의 오차 범 를 가진 

GPS를 활용하여 시각 장애인의 치를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ABSTRACT

In this thesis, the ambulatory aid mechanism was implemented so that blind people could be safer at risk of walking outdoors. Using ultrasonic 

sensors, the obstacles can be detected when the distance between the obstacle is within 50 cm of the obstacle. If the light sensor becomes less than 

25 lux, the LED will automatically turn on and help the safety of the visually impaired and the security of sight of the peripheral walkers. Color 

recognition sensors increase the rate of recognition of yellow color by the detection distance is 1㎝, it vibrated when yellow light was detected. 

Using GPS with 7.3 m of error range, the guardian was able to check the location of the visually imp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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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시각 장애인들은 이동시 주변 환경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장애물로부터 험한 상황에 하

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015

년 6월 250만명에 이르고 이  시각 장애인은 체 

장애인수의 10.15%에 달하는 25만명이다. 2010년 

249,529명, 2012년 252,564명[1]으로 매년 시각장애인

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시설이나 지원의 수

이 장애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 한 게 실이다[2]. 

본 논문에서는 음  센서, 색상 인식 센서, 조도 센

서, 진동 모터, 부 , LED, GPS와 블루투스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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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하여 부 를 통해 

소리로 사용자가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으며 조도 센

서를 이용하여 어두운 환경에서 LED가 자동 등 된

다. 기존의 흰 지팡이만 이용하여 보행자나 운 자가 

시각장애인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

나 보행자나 운 자가 LED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인

식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보행자, 시각장애인 모두의 

안 성을 높 다. 한 색상 인식 센서를 통해 노란색 

자블록을 인식하게 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우

며 GPS와 블루투스를 연동하여 시각장애인의 치 

황을 보호자가 확인 할 수 있게 하여 기존의 흰 지

팡이보다 안 성과 효율성, 편리성을 높인 스마트한 

보행 보조기구를 제작하고자 한다[3].

Ⅱ. 본  론
2.1 시스템 블록도

그림 1은 아두이노를 메인으로 한 시각장애인을 

한 스마트 보행기구의 시스템 블록도이다.

그림 1. 시스템 블록도
Fig. 1 System block diagram

입력부의 음  센서, 조도 센서, 색상 인식 센서, 

GPS 모듈, 블루투스가 제어부의 아두이노에서 각각의 

코딩을 통하여 출력부의 피에조 부 , LED, 진동 모

터, 어 리 이션을 작동하게 한다.

2.2 음  센서 알고리즘

그림 2는 음  센서의 알고리즘이다. 음  센

서에서 일정거리 내의 장애물을 인식하면 피에조 부

가 울리게 된다. 피에조 부 는 기  신호를 받아 

기계 인 변화를 발생하여 소리가 나게 되며 압 효

과를 이용한다[4].

그림 2. 음  센서 알고리즘
Fig. 2 Ultrasonic sensor algorithm

2.3 조도 센서 알고리즘

조도 센서는 GL5528을 이용하며 빛에 따라 기

항이 변하는데 이를 이용해 빛의 세기를 측정하고 

자기기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5]. 그림 3은 조도 

센서의 알고리즘이다. 어두울 때 조도센서의 항 값

이 낮아지고 류가 세게 흐르면서 제어부의 아두이

노를 통해 LED가 자동 등 된다.

그림 3. 조도 센서 알고리즘
Fig. 3 Light sensor algorithm

2.4 색상 인식 센서 알고리즘

그림 4. 색상 인식 센서 알고리즘
Fig. 4 Color recognition sensor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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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색상 인식 센서의 동작은 그림 4와 

같이 이루어진다. 색상 인식 센서는 센서가 장애인 유

도 블록의 노란색을 인지하면 진동 모터가 동작하는 

방식이다.

2.5 GPS 모듈 알고리즘

그림 5는 GPS 모듈의 알고리즘이다.

그림 5. GPS 모듈 알고리즘
Fig. 5 GPS Module algorithm

GPS를 통해 얻은 치정보를 보호자에게 보내기 

하여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통신을 하며 개발한 어

리 이션으로 사용자의 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6].

Ⅲ. 실험  고찰

3.1 음  센서 정확도 실험

그림 6. 음  센서 거리별 오차
Fig. 6 Ultrasonic sensor distance error

그림 6에서는 거리에 한 정확성을 높이기 

해 실제 값과 측정값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

하 다. 거리에 상 없이 2cm(±0.5cm)의 오차를 보

다. 원래 목표했던 최  감지 거리인 50cm에 맞추

기 해 48.1cm로 설정하 다.

3.2 조도 센서 cds 값 측정 실험

표 1은 LED가 켜지는 한 조도 값을 찾기 

해 진행한 실험이다.

Date 2017.04.21 2017.04.28

Sky Conditions overcast sky clear sky

Sunset 

illuminance
44.2 lx 152.8 lx

Sunrise 

illumination
46.8 lx 149.3 lx

Sunset time 19 : 11 19 : 17

Sunrise time 05 : 50 05 : 41

lighting up 

time
19 : 27 19 : 35

Blackout time 05 : 34 05 : 24

표 1. 담천공, 청천공 정보
Table 1. Overcast sky, clear sky information

표와 같이 흐린 날(담천공; overcast sky)인 2017. 

4. 21.과 맑은 날(청천공; clear sky)인 2017. 4. 28.에 

실험을 진행하 다. 표를 보면 담천공일 때와 청천공

일 때의 일몰, 일출 조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실제 외부에서 조도 센서를 이용한 LED 등, 소

등 실험을 하 는데 담천공일 때는 일몰 이후 16분이 

지나서 LED가 등하 고, 일출 16분 에 LED가 

소등하 다. 청천공일 때는 일몰 이후 18분이 지나서 

LED가 등하 고, 일출 17분 에 LED가 소등하

다. 담천공일 때와 청천공일 때의 일몰, 일출 기  

LED 등, 소등 시간이 담천공일 때는 16분 후, 청

천공일 때는 17∼18분  후인 것을 보면 담천공일 

때와 청천공일 때의 일몰, 일출 조도 값의 차이가 있

음에도 일몰 후와 일출 의 LED 등, 소등 시간은 

담천공일 때와 청천공일 때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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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즉, 일몰, 일출 후로 16∼18분이 되어 

빛이 거의 없는 25lux 이하가 되면 날씨가 조도 값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7].

그림7과 표 1에서 얻은 25lx 값을 토 로 조도센서

의 cds 값을 구하여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LED 밝기에 따른 조도 값
Fig. 7 Illumination value according to LED 

brightness

일몰 후 히 어두울 때의 조도 값인 25lux

에 맞추기 해 센서 데이터 값을 512로 설정하

여 결과값을 얻었다[8,9].

3.3 색상 인식 센서 인식률 향상을 한 실험

색상 인식 센서의 인식률을 높이기 한 실험

들을 여러 차례 진행하 다. 다음 표 2는 센서와 

지면의 거리에 따른 센서의 정확도 실험이다.

The distance from 

the ground [㎝]
Sensor accuracy

5 21.4%

4 22.8%

3 78%

2 82.3%

1.5 87%

1 91.1%

0.5 88.6%

표 2. 지면과의 거리에 따른 센서 정확도
Table 2. Sensor accuracy according to distance 

from ground

여러 차례에 걸친 실험 결과 표 2와 같이 지면과의 

거리가 1㎝ 일 때 센서 정확도가 가장 정확함을 확인

했다. 색상 인식 센서는 센서 내에서 주는 빛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들어오는 조도의 값에도 센서

가 향을 받는다[10]. 그림 8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암실을 만들어 그 안에 컬러센서

를 넣고, LED를 밝힌 후 실험을 진행하 다.

그림 8. 암실을 만든 후 측정한 RGB 값
Fig. 8 The RGB values measured after making the 

dark room

그림 8에서 암실을 만든 후 실험 결과 실제 유도블

록에서 RGB의 값이 비슷한 값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4 GPS 좌표 데이터의 신뢰성 유무와 정확성

GPS 

Measurement 

coordinate

Actual 

coordinate
Dista

nce 

error
Latitude longitude Latitude longitude

locati

on 1

36.907

578

127.14

3921

36.907

550

127.14

4006
8.17m

locati

on 2

36.907

565

127.14

3948

36.907

515

127.14

3914
5.26m

locati

on 3

36.907

576

127.14

3893

36.907

507

127.14

3904
7.87m

locati

on 4

36.907

563

127.14

3840

36.907

546

127.14

3749
8.23m

locati

on 5

36.907

576

127.14

3877

36.907

520

127.14

3915
7.04m

표 3. 실제 치와 GPS 측정 좌표 거리 오차
Table 3. Actual position and GPS measurement 

coordinate distanc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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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3에서는 GPS 모듈을 통하여 수신되는 

치 좌표 데이터의 신뢰성 유무와 정확성을 확인하기 

한 실험을 진행하 다. 실제 치 좌표는 구  지도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구하 다. 결과값은 치별 

실제 좌표와 GPS 측정 좌표를 비교하고 오차를 표시

하 다.

그 결과, 표에서와 같이 치별 실제 좌표와 GPS

의 측정 좌표 비교 결과 평균 7.3m 이내의 오차를 갖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11].

Ⅳ. 결론  향후 방향

오늘날 시각 장애인의 수는 늘고 있으나 이에 한 

정부의 지원이나 시설은 턱 없이 부족한 실이므로 

실생활에서 시각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조 이나

마 덜고자 시각 장애인을 한 지팡이를 개발하 다. 

단순히 앞의 장애물만 인식 할 수 있었던 기존의 흰 

지팡이에서 4가지의 기능을 더 추가하 다.

 음  센서를 통해 방의 장애물을 감지하여 피

에조 부 를 통해 소리가 나서 사용자가 소리를 듣고 

방에 물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때 센서

와 장애물과의 거리는 실험을 통해 가장 최 화된 거

리인 50cm로 맞추었으며 음  센서 2개를 이용하여 

보다 탐지각을 52°로 높여 효과 으로 방의 물체를 

감지 할 수 있도록 하 다.

 조도 센서를 통해 주변의 밝기가 어두울 때, 즉 

밤에 보행 시에 다른 보행자나 운 자들의 시야확보

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 험이 있는데 밝기가 25lx 이

상이 될 때 led가 자동 등 되게 하여 운 자와 주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도와 안 성을 높 다.

 색상 인식 센서를 통해 시각 장애인들의 보행을 

돕는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의 노란색을 인식하여 시

각 장애인들이 진동을 통해 유도 블록을 보다 정확하

게 인식 할 수 있게 하 다. 이 때 색상 인식 센서가 

주변 밝기에 향을 많이 받아 RGB 값이 계속 변화

하기 때문에 주변 밝기의 향을 최소화하기 해 색

상 인식 센서 주변을 암실로 만들었다. 한 압 인

가 방식에 따라 색상 인식 센서 주변 LED 밝기의 변

화로 출력되는 RGB 값이 향을 받지 않게 하기 

하여 VCC, GND, LED에 별도의 외부 원을 인가하

다. 외부 원을 인가함으로써 LED가 일정한 빛을 

유지하여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의 인식률을 높 다.

평균 7,3m의 오차범 를 가진 GPS를 이용하여 ·

경도의 값을 얻어 재의 치를 블루투스 통신을 통

해 보호자의 어 리 이션에 보내어 보호자가 실시간

으로 시각장애인의 치 악을 할 수 있어 안 성과 

동시에 분실의 험도 방지하 다.

 향후 시각 장애인을 한 지팡이에서는 색상 인식 

센서가 더욱 개발되어 주변 요소의 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면 RGB 값의 편차가 어 노란색을 읽는 정확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상되며 기존 지팡이에 

센서와 같은 부품을 부착하 기 때문에 무게나 이용

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데 하드웨어가 소형화되고 

부품이 경량화 된다면 편리하고 손쉽게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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