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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시 장애물이나 험요소로부터 보다 안 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보조 

장치를 구 하 다. 음  센서를 통해 방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하여 거리별, 각도별로 부 의 소리의 간격

과 진동의 세기를 다르게 울리도록 했으며 그에 따라 보행자가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설계하 다. 조도 센서

의 CdS 항값을 이용해 설정해놓은 빛의 밝기보다 주변이 어두워 졌을 시 LED가 자동 등 되어 주변 보행

자들이 시각장애인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 으며, 한 자이로 센서의 기울기를 이용해 보행자가 보조 장

치를 놓쳤을 시 부 를 통하여 보조 장치의 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하 다. 그리고 GPS와 블루투스를 이용하

여 시각장애인의 치  상황을 보호자에게 송하여 안 보행을 확인할 수 있게 구 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auxiliary device was implemented to help blind people more safely from obstacles or risk factors  

while walking. The ultrasonic sensors detect obstacles in the front, so that the noise gap and the vibration intensity of 

the buzzer can be heard differently by distance and angle, and so the situation can be perceived by pedestrians. When 

the ambient light becomes darker than the light intensity set using the CdS resistance value of the light sensor, the 

LED automatically turns on, makes it easier for pedestrians to recognize the position of the auxiliary device through 

buzzer if the pedestrian misses the aid using the gyro sensor's slope. Moreover, the location and situation of the blind 

were transmitted to the caregiver to check safety and behavior using GPS and Blue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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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시각 장애인들은 보행 시 주변이 보이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부터 험에 처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시각 장애인수는 2018년 12월 31

일 기 으로 체 장애인 수 이백 오십만 명  이십 

오만 명으로 10.2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 을 차

지하고 있다[1]. 하지만 시각 장애인들을 한 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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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나 정부의 지원이 인구수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실이다. 재 국가에서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제공하

는 보조 장치는 ‘흰 지팡이’ 뿐이다[2]. 그러나 ‘흰 지

팡이’의 기능으로는 시각 장애인들이 보행 하면서 여

러 가지 돌발 상황으로부터 험에 노출될 수 있고 

각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다. 반면 외

국기업인 We Walk에서는 시각 장애인들의 보행을 

돕는 지팡이를 개발하여 매하고 있고, 시각 인 측

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각 장애인들이 청각  신호

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장착하여 시각 장애인들의 

안 한 보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2016년 

기  시각 장애인의 취업률은 7.7%로 장애유형  가

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듯 경제활동이 

낮은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재 개발되어 시 에 

매되고 있는 고가의 스마트지팡이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실이다. 

그림 1. 시각장애인이 외출 시 느끼는 불편함
Fig. 1 Discomfort felt by the visually impaired people 

when going out

그림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시각 장애인이 야외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이유에 

해 조사한 결과 50%에 달하는 시각 장애인들이 편의

시설부족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37%가 

외출 시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집밖 활동 시 불편

함을 겪고 있었다. 이와같이 시각 장애인이 느끼는 불

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더 안 한 가운데에서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각장애인의 사고 방을 

한 다기능 보행 보조 장치를 개발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조도센서를 이용해 주변의 밝기가 

어두워지면 LED를 통해 운 자로 하여  보행자의 

치를 악하게 하여 시각장애인의 안 을 보호할 

수 있게 하며 음  센서를 이용해 방에 있는 장

애물을 감지하여 진동 모터와 부 로 보행자에게 상

황을 인지하게끔 도와 다. 한 자이로 센서를 이용

하여 떨어진 지팡이를 청각 신호에 의존하는 보행자

를 해 부 로 지팡이의 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블루투스와 GPS를 이용해 보행자로 하

여  한 상황에 놓 을 시 보행자의 의지로 사

에 등록된 지인에게 연락망이 송되는 SOS 기능을 

추가하여 불안감으로 외출하는 보행자와 그리고 보호

자를 안심할 수 있게 설계하 다. 이러한 기능들로 기

존의 ‘흰 지팡이’보다 안 성과 편리성을 더하고 시

에 매되는 고가의 지팡이보다는 렴한 보행 보조 

장치를 제작하고자 한다.

Ⅱ. 시스템 설계

그림 2는 아두이노(Aduino)를 앙장치로 기반

을 둔 시각장애인을 한 스마트 보조 장치의 시

스템 블록도이다.

그림 2. 시스템 블록도
Fig. 2 System block diagram

본 논문에서는 제어부의 MCU인 아두이노를 

통해 체 인 시스템을 제어하며 음  센서가 

방 장애물을 감지하게 되면 부 가 울리도록 

설정했으며 조도센서를 이용해 주변의 밝기가 어

두워지면 센서부와 제어부를 통해 신호를 송신하

여 출력부의 LED가 자동 등 되도록 하 다. 

한 앱 인벤터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좌표값을 

제어부에서 받고 모바일 앱과 연동한 블루투스를 

이용해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 다. 

조도센서는 GL5528 모듈로 입사  강도가 증

가함에 따라  소자 항의 항이 감소하며 입



시각장애인의 사고 방을 한 다기능 보행 보조 장치

1243

사 이 감소함에 따라 항이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빛의 세기를 측정하고 LED등을 제어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3. 조도센서 동작 순서도
Fig. 3 Illuminance sensor operation sequence diagram

그림 3에서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 LED 램 에 

불이 등되는 상을 실험으로 확인한 것을 정

리하 다. 주변이 밝을 때에는 CdS 항값이 낮

은 값을 가지며 주변이 어두워지면 450의 값보다 

큰 항 값을 가지게 되어 동시에 압이 상승하

고 LED가 등 된다[3][4].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음  센서는 HC-SR04 

모듈을 사용하 다. 구동 압은 까지 이

며 구동 압에 따른 측정거리는 에서 최소 

부터 최  이고 에서는 최소 부

터 이다. 작동온도는 ℃∼℃이고 감지

각도는   이하이다.

그림 4. 음  센서 Trigger 형
Fig. 4 Ultrasonic sensor trigger waveform

그림 4에서 트리거가 동안 HIGH신호를 

유지하다가 가 지나면 다시 LOW로 변화시

킨다. 에코에서는 트리거 신호 이후 HIGH를 유

지하고 있다가 물체를 인식하여서 반사되어 돌아

오는 음 를 인식하면 LOW로 변화한다. 이때 

음 가 물체를 인식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

을 측정해 음  센서와 장애물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5].

블루투스 모듈은 HC-06을 사용하며 칩의 크기

는 ××이며 동작 류는  40

  이다. 본 논문 실험에서는 앱 인벤터에 탑재 

되어있는 GPS기능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치를 보호자의 휴 폰으로 송하도록 설정했

다[7]. 보행자의 휴 폰과 보조 장치를 연결 시켜

놓은 상태에서 앱 인벤터를 실행시키고 시각장애

인이 보조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스 치를 르

게 되면  치의 주소가 보호자에게 송되어 

보호자는 시각 장애인의 정확한 치를 악할 

수 있게 된다[6].

그림 5. 블루투스 모듈 알고리즘
Fig. 5 Bluetooth module algorithm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자이로 센서의 모듈은 

MPU-6050으로 자이로와 가속도계가 1개의 칩에 

모두 장되어 있으며 추가 으로 작동 온도 범

에서 ±의 편차가 있는 내장 온도센서  

온칩 오실 이터가 있다. 자이로 센서는 각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로, 특정 축을 기 으로 회 하는 

속도를 나타내며 센서의 회 이 발생하면 XYZ축

의 각속도 변화량을 측정해 다[7]. 동작 압은 

이고 통신방식은 I2C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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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자이로센서 Trigger 형
Fig. 6 Gyro sensor trigger waveform

MPU-6050의 통신방식인 I2C 통신은 클럭과 어드

스 주소를 활용하여 통신하는 반이  방식으로, SCL과 

SDA를 아두이노의 A4와 A5 핀에 연결하여 이 두선을 

통해 데이터, 주소, 송시  등에 한 정보를 송하

는 것이다. 그림 6는 SCL이 HIGH의 상태에 있을 때 

SDA가 HIGH에서 LOW의 값으로 떨어질 때 통신을 

시작하며 SDA가 HIGH의 상태로 다시 상승할 시 통신

이 종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센서부에서 사용한 각 센서들에 한 구동 알고리즘

을 설계하 다. 음  센서와 조도 센서, 그리고 자이

로 센서를 통해 동작하는 원리를 그림 7에서처럼 순서

도로 나타내었다.

그림 7. 보조 장치 구동 알고리즘
Fig. 7 Auxiliary unit drive algorithm

Ⅲ. 실험  결과

그림 8은 2019년 4월 1일자 시간  별로 입사 에 

따른 CdS 항값의 변화를 그래 로 표 한 것이다. 

그림 8. 시간별 CdS 항값
Fig. 8 a time slot CdS resistance

그림 8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진행한 실험에서는 CdS

의 항값을 기 으로 LED의 빛의 밝기 세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우선 06시부터 21시까지 3시간씩 간격을 

두어 측정을 하 으며 각 시간 별로 변화하는 CdS 

항값에 따라 소등  등되는 LED를 확인할 수 있

었다. 먼  4월 1일자 기  일출시간은 06시 19분으로 

해가 뜨기 19분 이며 빛의 세기가 낮은 06시에 측정 

했을 때에는 CdS 항값은 470 이상의 값을 보 다. 

일출시간 이후로 CdS의 값이 430 이하로 서서히 떨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CdS의 항값이 450 이

하가 되면 LED가 소등되도록 설정하 다. 빛의 세기가 

 밝아지고 09시 이후부터 18시까지는 CdS 항값

이 100미만의 값을 보여 LED는 계속해서 소등되어 있

는 상태를 유지했으며 일몰시간인 18시 53분  시간

부터 450 이상의 값을 가져 LED가 등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블루투스 모듈이 탑재된 보조 장치와 보행자의 휴

폰을 연결하 고 앱 인벤터의 GPS 기능을 이용해 

치를 송할 수 있게 설정하 으며 한 상황을 

비해 신속히 보호자에게 알리기 해  보조 장치에 스

치를 연결하여 스 치를 르면 보행자의 재 치

가 송되도록 설정했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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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시각 장애인의 휴 폰 화면
(a) Cell phone screen of visually impaired people

(b) 지도상의 치화면
(b) Location screen on map

그림 9. 시각 장애인의 치 주소화면
Fig. 9 Location address screen of visually impaired 

people

본 실험에서는 음  센서를 상단부와 하단부에 각

각 설치하 는데 방에서 오는 장애물을 아래로 감

지할 수 있게 하여 보행자로 하여  안 성을 높이기 

해서 이다[10].  상단부와 하단부에서 감지되는 정

보를 구분 짓기 해 상단부에는 진동모터를 부착하여 

보행자가 각으로 인지하게 하 으며 하단부에는 피

에조 부 를 부착해 청각  신호로 정보를 얻을 수 있

게 하 다[11]. 상단부의 음  센서 감지거리는 성인 

남성의 평균키인 를 기 으로 복부 이상의 높이

에서 오는 장애물을 감지하기 해 로 설정하

다. 한 하단부를 좌측과 우측으로 나 어 장애물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정확한 치를 악할 수 있게 

했으며 좌측과 우측의 차이는 그림 10처럼 소리의 크

기를 다르게 하여 구분하 다. 

(a) 하단부 좌측 감지 시 소리 형
(a) Lower part left sensing sound wave type

(b) 하단부 우측 감지 시 소리 형
(b) Lower part right sensing sound wave type

그림 10. 음  센서 소리의 형
Fig. 10 Ultrasonic sensor sound wave type

하단부 좌측과 우측의 음  센서는 각각   이

내에서 오는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으며, 방 장애물 

감지를 한 첩각도로 를 설정하 다[12].

하단부의 음  센서 장애물 감지 거리는 세 단계

로 나 었고 소리의 간격을 두어 장애물이 가까워 질

수록 더욱 긴 하게 부 가 울리도록 설정하 다.

한 보조 장치의 상단부와 하단부를 나 어 음  

센서를 부착하 고 그로 인해 생기는 경계 을 구분 

짓기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지면으로부터   이하에서는 하단부 음  센

서가 작동되어 피에조 부 가 울리게 되며   이상

에서는 상단부의 음  센서가 작동되어 진동모터가 

울리게 된다.

그 결과 상단부 음  센서와 하단부 음  센서 

사이 간격에 생길 수 있는 사각지 를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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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상단부·하단부 경계
Fig. 11 Upper and lower boundary

본 논문에서는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 시각 장애인이 

보조 장치를 지면에 떨어뜨렸을 경우 보행자로 하여  

보조 장치의 정확한 치를 악할 수 있게 도움을 주

었다.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실험한 결과 보도블록과 

차도 사이에 떨어뜨린 보조 장치의 경사각은 

∼로 측정되었다. 실험 결과를 토 로   

이하의 값을 가지게 되면 부 가 울려 인식할 수 있게 

설정하 다[13].

그림 12. 일정한 각도 이하일 때 부  알림
Fig. 12 Buzzer notification at or below a constant 

angle

최종 작품 외형 제작에는 센서부, 제어부, 출력부의 

부품들이 각각 사용되었으며 청각 신호  각 신호

에 의지하는 시각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에조 

부 와 진동 모터를 상단부에 부착하 다. 

그림 13. 다기능 보행 보조 장치 외형
Fig. 13 Multifunction walking assist device

Ⅳ. 결론  향후개선 방향

본 논문은 장애인의 체 인구수  시각 장애인의 

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차 늘어

나고 있지만 여 히 부족한 편의시설과 독립 으로 활

동하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시각 장애인들을 해 

편리성과 안 성의 기능을 살린 보행 보조 장치를 개

발하게 되었다. 조도센서를 통해 주변의 밝기가 어두워

졌을 시 입사 의 감소에 따른 CdS 항값과 압의 

증가로 LED가 등된다. LED는 설정한 CdS 항값인 

450의 값 이상을 가질 때 자동 등 되어 운 자의 시

야확보와 동시에 시각 장애인의 안 성을 향상 시켜주

도록 도와 다. 자이로 센서는 시각 장애인이 보조 장

치를 지면에 떨어뜨리는 비상 상황을 비하여 부  

알림을 통해 보조 장치의 정확한 치를 악한다. 실

험을 통해   이하의 각도로 기울어 졌을 시 부 가 

울리도록 설정했다. GPS 기능이 탑재된 앱 인벤터와 

시각 장애인의 휴 폰을 연결한 상태에서 보조 장치에 

호환되어 있는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한 상황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조 장치에 부착된 스

치를 르면 지정된 보호자에게 시각 장애인의 재 

치가 도로명 주소로 송되도록 설정하 다. 음  

센서는 방에 있는 장애물을 효과 으로 감지하기 

해 상단부와 하단부로, 하단부는 좌측과 우측으로 구분 

지어 구 하 다. 상단부와 하단부의 인지 방법의 차이

는 상단부에는 진동모터를 이용한 각  신호를, 하단

부에는 피에조 부 를 이용한 청각  신호로 구분하

다. 상단부의 음  센서 감지거리는  이내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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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고 하단부의 좌측과 우측의 음  센서 감지거

리는   이내의 범 에서 소리의 간격마다 울리도

록 설정했다. 하단부의 좌측은 고주  역의 소리로 

나타내었고 우측은 주  역의 소리로 나타내어 인

지능력을 향상시켰다.

향후 시각 장애인을 한 보조 장치는 송된 보행

자의  치에 한 오차범 를 최소화 시켜 정확한 

보행자의 치를 악함으로써 안 성을 높일 수 있겠

다.  기존의 보조 장치에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늘어

난 무게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

에 부품을 소형화 시켜 제품의 경량화가 이루어져만 

시각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제품을 

완성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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