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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와 거리센서를 이용한 시각장애인

실내 보행안내 시스템

이진희†, 신병석††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실내에서 특정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

다. 이 시스템은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분석하여 마커의 ID를 구한 후 이로부터 보행자의 절대위치를 파악하

고, IMU(Inertial Measurement Unit)의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를 통해 들어온 이동거리와 각도를 이용하

여 보행자의 이전위치에 대한 상대위치를 파악하여 다음 진행 방향을 결정한다. 동시에 다수의 초음파 센서들

을 이용하여 보행자 전방의 장애물 위치를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진행방향을 알려준다. 이때 경로상의

계단이 있을 경우 IR(Infrared Rays)센서로 감지하여 보행자에게 알려준다. 본 시스템은 다중 복합 센서들을

융합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한다.

Indoor Navigation System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Using Camera and Range Sensors

Jin-Hee Lee
†
, Byeong-Seok Shin

††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ndoor navigation system that can do walk safely to the destination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The proposed system analyzes images taken with the camera finds the ID

of the marker to identify the absolute position of the pedestrian. Using the distance and angle obtained

from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accelerometer sensor and a gyro sensor, the system decides the

relative position of a pedestrian for the previous position to determine the next direction. At the same

time, we simplify a complex spatial structure in front of user by means of ultrasonic sensors and determine

an avoidance direction by estimating the patterns. Then, it uses a few IR(Infrared Rays) sensors to detect

stair. Our system offers position of visually impaired persons incorporating multiple sensors and helps

users to arrive to destination saf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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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a) ETA 중 CyARM과 Wearable System (b)

RTA 중 GuideCane과 Walking Guide Robot

1. 서 론

시각장애인의 보행 보조기기로는 ETA(Electronic

Travel Aids)와 RTA(Robotic Travel Aids)가 있다.

ETA는 초음파/레이저와 같은 거리 센서들과 카메

라를 이용하여 전방 장애물의 유무와 위치를 파악하

여 음성이나 촉감 신호로 변환하여 전달하는 장치이

다. 대표적인 ETA로는 Sonic Guide[1], NavBelt

[2,3], C-5 Laser Cane[4], CyARM[5] 등이 있다

[6-11]. 그림 1의 (a)와 같이 ETA는 거리감지 센서와

비전 센서 등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감지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스캔해야 하고, 감지된 장애물의 크기를

알기 위해 추가적인 측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장애물 감지 과정에서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인 ETA에 각종 센

서 기술과 이동 로봇 기술을 결합하여 사용의 편리성

을 증진시킨 보행 보조기기를 RTA라 한다[12-14].

현재까지 알려진 보행 보조 기기로는 Harunobu[15],

GuideCane[16], MELDOG[17]이 있으며, 최근에는

실외 GPS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 로봇 기술과 결합된

기기로 Walking Guide Robot[18,19], Guidance

System[20] 등이 있다. 그림 1의 (b)에서와 같이 이

들은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시각장애인

을 유도할 수 있으며, 외부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하

는 경우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고, 가격과 중량 때문

에 일반적으로 보급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ETA의 한 종류인

착용형 단말기로, 그림 2에서와 같이 시각장애인에

게 이동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

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마커에 저장된 방향 정보

를 바탕으로 A*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목적지까지 진

행하면서 다수의 초음파 센서로 전방 장애물을 감지

하고, IR 센서로 계단을 감지한다. 여기서는 최소 개

수의 거리센서들로 최대한의 영역을 커버할 수 있도

록 최적의 센서 배열을 찾고, 마커를 통해 얻은 보행

자의 절대위치와 IMU로부터 얻은 상대위치를 이용

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한다.

2장에서 실내 보행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을 설명

한다, 3장에서는 구현된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그림 2. 카메라와 거리센서를 이용한 실내 보행지원 시스템

개요

2. 실내 보행 시스템의 기능 및 구성

제안하는 시스템은 그림 3의 (a) 하드웨어 구성도

와 같이 카메라로 찍은 영상으로부터 감지한 마커

데이터로 보행자의 절대위치를 파악하고, 가속도와

각속도 센서가 포함된 IMU를 통해 상대적인 이동거

리와 각도를 계산한다. 또한 초음파센서와 IR 센서를

이용해 전방 장애물과 계단을 감지하여 장애물을 회

피하도록 한다. 센서들로부터 들어온 거리 값은

Zigbee 무선 통신으로 착용컴퓨터에 전송된다. 그림

3의 (b)는 소프트웨어 처리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센

서들을 초기화하고, 마커 정보가 저장된 지도를 불러

온다. 선택 가능한 목적지를 이어폰을 통해 음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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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제안하는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도:

(a) 하드웨어 구성도, (b) 소프트웨어 시스템 처리

과정

들려주면, 보행자는 점자가 부착된 키패드를 통해 원

하는 목적지를 숫자로 입력한다. 목적지가 선택되면

A* 알고리즘을 통해 보행 경로를 찾고, 목적지 마커

까지의 방향벡터를 계산한다[21]. 그림에서 실선으

로 표시된 부분은 목적지까지의 보행경로를 탐색하

기 위해 카메라와 IMU를 이용하는 단계이고, 점선으

로 표시된 부분은 초음파 센서로 장애물을 감지하고

IR 센서로 계단 유무를 알아내는 단계이다. 네 종류

의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여 최종 보행 방향을 결정하

여 보행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안내

한다.

2.1 거리 센서를 이용한 장애물 감지 및 회피기술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센서, 레이저 센서는 경로 상

에 놓인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적외

선 센서는 반사되는 적외선 빔을 받아서 거리 등을

측정하고, 일직선으로만 측정이 가능하며 가격이 저

렴하다. 레이저빔을 사용하는 레이저 센서는 빔을 매

우 빠르게 회전시켜서 넓은 범위의 영역 측정이 가능

하여 매우 우수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초음파 센서는

가격이 싸지만 부채꼴로 퍼져나가는 초음파 빔의 특

성상 옆의 초음파 센서와 중복을 피할 수 없어 성능

이 약간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각 센서의 종

류와 특성상 각각의 센서들은 감지거리와 범위가 정

해져 있으므로 감지범위가 넓은 센서를 사용할 경우

거짓양성(false positive)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감

지범위가 좁은 센서를 사용하면 동일한 공간을 커버

하기 위해 많은 개수의 센서가 필요하다. 단일 센서

보다는 다수의 센서들을 이용하여 전방의 공간정보

를 파악하고, 최소 개수의 센서를 이용하여 최대한의

영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22].

또한 센서 배열은 각 빔(beam)의 탐지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하면서 보행시 팔의 움직임이나 상체의 흔들

림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는 3-coverage를 위한 초음파 센서 배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실험을 통해 센싱 거리와 각도를 사용자

전면의 최대 영역을 탐지하도록 센서들의 위치와 지

향각도를 찾았다[23,24].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와 같이 3행 2열의 형태로

배열한 6개의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거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방의 공간 구조를 몇 가지 패턴

으로 나누고, 사용자가 장애물과 충돌할 가능성이 최

소화되는 진행 방향을 결정한다. 이때 스캔 범위가

최대한 겹치지 않으면서 최대 감지 거리와 보속, 센

싱 속도를 고려하여 각 센서마다 특정 방향을 배정하

였다. 1행 좌측 센서는 보행자의 상체나 머리와 부딪

힐 수 있는 상단 장애물을 감지하도록 하기위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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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초음파 센서 배열 레이아웃

그림 5. 초음파 센서 배열을 통한 스캔 범위

상방을 지향한다. 양쪽 2행 센서는 전방좌우에 있는

벽이나 장애물을 감지하도록 좌우로 각각 30°정도

기울였다. 3행 좌측 센서와 1행 우측 센서는 정면에

위치한 장애물을 감지하도록 지향각을 0°로 하였으

며, 3행 우측 센서는 도로상에 있는 낮은 장애물을

감지하도록 설계 하였는데, 아래로 20°정도 기울였

다. 그림 5는 보행자로부터 장애물까지의 센싱 거리

가 200cm일 때 6개 센서가 전체 스캔 범위를 커버한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평균

보속 3.5km/h를 기준으로 할 때 200cm 이내에 있는

장애물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회피방향은 “제자리 왼쪽”, “왼쪽”, “오른쪽”, “제

자리 오른쪽”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전방좌우를 감

지하는 네 개의 센서 중 “무시함”으로 감지된 센서

방향에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여 그 방향으로 이동한

다. 그러나 “위험”으로 감지된 센서가 있으면 먼저

그 반대 방향을 선택한다. 이것은 넓은 공간으로 이

동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

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직진성이 강하여 좁은 영역을 빠르

게 감지할 수 있는 IR 센서 세 개를 사용하여 계단을

감지한다. 센서간의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각 센

서로부터 얻은 거리값을 이용하여 계단의 유무와 경

사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6의 (a)에서와 같이

세 개의 센서가 감지한 거리값을 비교 분석하여 평평

한 바닥면, 오르막 계단, 내리막 계단이 인지되도록

한다. 그림 6은 IR 센서를 이용한 계단감지 원리와

레이아웃을 보여준다.

2.2 마커 인식과 IMU 기술을 융합한 실내 보행지원

사용자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카메라를 통하여 입

력되는 영상으로부터 천장에 부착한 마커를 인식하

여 목적지에 해당하는 마커가 나올 때까지 보행 안내

를 한다. 마커를 추적하는 방법은 평면체를 찾고, 해

당 평면체로부터 특징점을 찾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마커를 카메라가 읽게 되면 해당 픽셀정보를 읽어

미리 정의된 마커의 ID를 판단한다[25,26].

마커는 그림 7과 같이 이등변삼각형을 조합하여

256개의 패턴을 가진다. 영상에서 그림 8과 같이 패

턴을 인식하여 마커의 식별자(ID)로 사용한다. 마커

에는 적외선을 반사하는 특수발광물질이 도포되어

있어서 IR-LED에서 발사된 조명을 반사한다. 영상

은 IR필터를 장착한 카메라로 입력되어 단말장치로

전달된다. 여기서 이진화와 노이즈 제거과정을 거쳐

마커 식별자를 얻어낸다.

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 10과 같이 실내지도

에 각 마커의 부착위치와 방향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림 9와 같이 마커를 인식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

와 방향을 알 수 있다. 현재 카메라에 보이는 마커와

도착지 마커의 방향벡터를 이용하여 다음 보행 방향

을 결정한다. 카메라 시야에 마커가 보이지 않을 경

우에는 IMU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상대위치를 계산

하여 보행방향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절대위치가 더

중요하므로 마커의 크기와 마커의 부착 위치가 중요

하다.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천장의 높이와 마커크기

의 상관표를 저장하여 보행 장소가 바뀌더라도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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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a) IR 센서를 이용한 계단감지 원리 (b) IR 센서 레이아웃과 센서 고정틀

그림 7. 실제 마커의 예와 IR LED를 장착한 카메라 장치

(a) (b) (c)

그림 8. (a) IR LED를 끄고 찍은 영상, (b) IR LED를 켜고 찍은 영상, (c) 필터링한 영상

미터 값을 간단히 변경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커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감지했

던 마커를 기준으로 상대위치를 추정하게 되는데, 그

림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3축 각속도 센서, 3축 가속

도 센서, 자이로 센서를 결합한 IMU 모듈을 이용하

여 확인된 이전 위치를 기준으로 이동 거리와 방향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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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마커가 인식되어 위치 추적된 결과 그림 10. 마커 부착위치 표시 예

그림 11. 가속도, 각속도, 자이로 센서를 통합한 IMU 모듈과 계산된 이동 거리와 방향벡터

그림 12. 시제품 구성도

터를 계산하여 다음 보행 방향을 결정한다. 3축 각속

도 센서로는 사용자의 정면 방향을 알 수 있고, 3축

가속도 센서로는 이동거리를 얻을 수 있으며, 자이로

센서는 나침반 기능으로 사용자의 이동방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센서를 결합하여 얻은 정보

를 분석하여 다음 보행 진행 방향을 결정한다.

2.3 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성은 그림 12와 같이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상용 마커인식용 카메라, 실험을 통해 배치한

여섯 개의 초음파 센서와 세 개의 IR 센서, 3축 가속

도와 3축 각속도 센서 및 자이로 센서가 내장된 상용

IMU 모듈을 이용하여 시스템 제작을 하였으며 각

센서들을 제어하는 센서 제어기는 자체 제작을 하였

다. 이미 상용 제품인 Xhyper-PXA270 임베디드 보

드와 무선 통신을 위한 Zigbee 모듈을 사용하였으며,

운영체제는 임베디드 Linux v2.6 을 사용했다. 그리

고 사용자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위해 점자 버튼 키패

드를 제작하였고, 출력 장치로는 상용 이어폰을 사용

하였다. 표 1은 시스템에서 사용한 모듈들의 하드웨

어 사양을 보여준다.

그림 13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지원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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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명 Specification

초음파 센서

SRF02 Ultrasonic range finder

스캔 거리: 20～600 cm

스캔 각도: 38～40 도

IR 센서
GP2Y0A710YK0F

스캔 거리: 10～200 cm

카메라

Webcam SPC 900NC

화각: 45도

최대 프레임율: 90fps

IMU 3축 가속도, 3축 각속도, 자이로 센서

임베디드

보드

Xhyper-PXA270A

CPU : FWPXA270C5(520MHz)

SDRAM: K4S561632 X2(64MB)

Serial: RS-232 2 PORT

센서 제어기
UST-MPB-Atmega128v2.0

CPU:ATMEGA126-16AI (64pin)

배터리 Li-poly 7.4v 1000mAh

그림 13. 시스템 시제품

표 1. 시스템 사양

시제품으로 착용의 편리성을 위해 가방으로 제작하

였고, 모듈을 다 부착한 가방의 중량은 약 1.6 kg으로

사용자가 무리 없이 착용 가능하도록 경량화 하였다.

초음파 센서와 IR 센서는 상대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단단하고 가벼운 소재인 포맥스(fomex)

를 사용하여 고정틀을 제작하였다. 카메라는 가방 윗

부분에 천장에 있는 마커를 인지할 수 있도록 부착하

였다.

3. 실험 결과

먼저 거리에 따른 마커 인식률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마커를 설치하고 실험하였다(그림 14

참조). 가로축은 마커의 크기이고, 세로축은 천장까

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건축물의 높이 산정법에 의해

일반적인 공공건물의 지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

이를 200～400cm라고 볼 때 어깨에 부착한 카메라가

마커를 인식할 수 있는 거리는 실험결과 30～230cm

정도이다. 건물 높이 d는 약 300cm, 카메라 화각 θ는

45°, 마커간격 r은 150cm, 실험자의 키 h는 170cm로

했을 때, 마커 크기 s는 식(1)에 의해 15cm×15cm 정

도가 적당하였다.

≓tan×
 

 ×× (1)

그림 14. 마커 크기와 천장의 높이 관계

그림 15는 실내 보행지원 시스템의 성능 평가 결

과로 실험 공간에 익숙하지 않은 다섯 명의 비장애인

20대 남자들로 신장은 165～175cm이며, 눈을 가리고

시스템만을 의존하여 목적지까지 보행한 결과와 육

안으로 보면서 실험한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다. 경로상에 배치한 장애물의 수와 경로의 복잡도에

따라 장애물과 경로의 분깃점이 세 개 이하인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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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경로 변화에 따른 보행 결과

그림 16. 경로 반복 보행 결과

그림 17. 천장에 부착한 마커 모습과 장애물과 계단이 설치된 실내 실험 환경

경로, 다섯 개 이하인 중간 정도의 복잡도를 가진 경

로와 여섯 개 이상인 복잡한 경로로 나누어 실험하였

다. 또한 마커간의 간격은 200cm로 하였고, 평균 보

행 속도는 시속 3km로 하였다. 본 시스템을 착용하

고 목적지까지 보행할 경우, 정상적인 조건에서 보행

한 것에 비해 약 1.2～1.9배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눈을 뜨고 보행할 때는 직관적으로 주변 장애물을

회피하고 진행 경로로 빨리 이동할 수 있지만, 눈을

가리고 시스템을 착용하여 보행한 경우에는 장애물

을 회피하여 진행 경로로 이동하는데 평균적으로 1.5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보행중의 장애물은 초

음파 센서가 모두 감지하여 회피하였고, 경로상에 있

는 계단은 IR 센서가 감지하도록 하였으나 20번의

반복된 실험 결과 감지율이 20% 이하로 매우 낮았

다.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약 70% 이상의 보행 성

공률을 보였으나, 보속을 1.5배로 하면 카메라의 마

커 인식률이 낮아져 목적지로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마커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에 IMU

모듈에 의존하여 상대적 위치를 감지하도록 하였으

나 IMU의 부정확한 데이터들로 인해 현재 위치를

잘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카메라가 주변

조명에 민감하여 너무 밝은 곳에서는 마커를 잘 인식

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험에서 보

행자는 2.5km/h의 속력으로 충돌 없이 안전하게 목

적지까지 도착하였다. 그림 16은 보행자가 지정한 목

적지까지의 반복 보행 실험을 한 결과로 반복된 실험

을 통해 사용자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져

보행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보행 속도가 증가하

게 되었다. 그림 17은 실제 환경에서 보행유도가 잘

되는지를 보기위해 천장에 마커를 붙이고 장애물과

계단을 설치하여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림 18

은 보행자가 장애물을 회피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습이다.

그림 19는 이전에 구현한 실내 보행지원 시스템과

의 성능을 비교한 실험 결과로 목적지 도착 시간에

따른 속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고, 표 2는 전체적

인 성능 비교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25].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약 290cm이고, 실험 공간에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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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8. (a) IR로 계단감지 실험, (b) 장애물을 회피하고 목적지로 안내하는 실험

그림 19. 이전 시스템과 제안하는 시스템의 보행속도 비교

성능비교 사용자
도착
성공률
(%)

보행시간
(초)

보속
(km/h)

장애물 회피

시스템

(초음파센서)

1 8.0 3802 0.21

2 9.3 3934 0.18

3 8.7 3655 0.25

이전 시스템

(초음파센서

＋카메라)

1 26.4 862 0.78

2 25.3 720 0.87

3 14.8 852 0.75

제안한 시스템
(초음파센서＋
카메라＋IMU
＋IR센서)

1 58.8 375 1.43

2 61.4 312 1.37

3 68.5 381 1.58

육안

1 100.0 184 2.89

2 100.0 162 2.98

3 100.0 179 2.84

표 2. 이전 시스템과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 비교

하지 않은 세 명의 20～30대 남자들로 신장은 168～

178cm이며, 눈을 가리고 시스템만을 의존하여 목적

지까지 보행하면서 실험하였다. 장애물과 경로의 분

깃점이 네 개 이하인 중간정도의 복잡도를 가지는

실내 환경에서 실험하였고, 세 번 이상 반복된 실험

의 평균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초음파 센서만을

이용한 장애물 회피 시스템은 목적지 도착 성공률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았고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도 제안하는 시스템보다 10배 이상 소요되었다. 카메

라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이전의 보행지원 시스템

은 마커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목적지 도착 성공률

이 현저히 낮았고, 도착 시간도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보다 두 배 이상 소요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시스템은 마커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IMU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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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위치를 계산하여 보행을 진행하므로 이전 시

스템과 비교하여 네 배 이상 높은 60%의 목적지 도

착 성공률을 보였다. 또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소요시간도 많이 줄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단순히 장애물 감지

기 역할만 수행하여 시각장애인이 직관적으로 회피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보행 보조 장치와는 달리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지원하면서 목적지까지 안

내하는 실내 보행 지원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먼저

실험을 통해 센서의 스캔 각이 겹치지 않고, 착용이

편리하고 외관상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가방의 어깨

끈 부분에 초음파 센서를 최적의 위치에 배열하였다.

초음파 센서 배열은 세 개의 행으로 나누어 배치함으

로써 전방의 장애물을 탐지하도록 하였고, 계단은 세

개의 IR 센서로 감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목적지마다

마커 ID를 부여하고 마커 인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A* 길찾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보행자가 원하는 장

소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시각장애인

을 대상으로 실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평가 조사

를 통해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성능을 개선하

고, 시스템의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가방

과 시스템 장비의 모듈들을 주문 제작하여 소형화하

고 경량화 함으로써 보행 중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할

것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실외에서도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최적 경로를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

을 구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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