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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시각장애인들의 활동 범 를 확 하기 해서 주변 시설물 검색서비스와 길안내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각장애인을 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한다. 제안하는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시각 

장애인을 한 경로 생성 모듈  장 모듈로 구성된다. 특히, 제안하는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시각 장애인

을 한 인터페이스로 TTS(Text-to-Speech) 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성을 통한 안내서비스를 한 음성

모듈과 각을 이용하여 자를 출력하는 자모듈을 통하여 구 한다. 한 최신 지도정보를 서비스하기 

해서 구  맵 API들을 사용한다. 

 
■ 중심어 :∣시각장애인∣네비게이션 |

Abstract

In order to extend the activity range of visually impaired persons, we design and implement 

a navigation system that supports road information services and points of interest. The proposed 

navigation system consists of route creation modules and storage module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In particular, the main interface of the navigation system are implemented using 

TTS(Text-to-Speech) program for sound and braille module that outputs braille with sense of 

touch. We also use google map APIs that can provide latest map information for the nav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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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비장애인과 같은 ‘인간다운 삶’ 과 자유로운 활동 반

경을 즐길 권리가 주어져야한다. 이는 장애의 유무와 

계없이 인간의 보편 인 욕구와 권리의 차원에서 이

해되는 것이다[1]. 하지만 가까운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에도 많은 제약을 받으며, 장애인들이 느끼는 자유로운 

활동 반경은 소하다. 장애인의 활동 반경을 넓  삶

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보조 수단들이 활용되

고 있다. 보청기, 휠체어, 맹인견, 자책자, 맹인 지팡

이 등이 그것이다. 최근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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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게이션도 활동 반경을 넓히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 

개발 되었다. 장애인 용 네비게이션은 일반 네비게이

션과 크게 세 가지 차이 이 있다. 첫 번째로 시각 장애

인은 시각을 통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세 한 데이터 제공이 필수 이

다. 두 번째로 장애인을 한 주변의 시설 정보가 추가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일반인을 한 네

비게이션과 달리 장애인을 하여 음성과 자 디스

이를 이용한 자 출력 형태로 변경되어야 한다.

정보 제공을 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우선시 되어

야 한다. 장애인 보행자에게 5미터나 10미터의 짧은 거

리가 매우 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행자의 경험에 

맞춘 상세한 지도가 필요하며, 이용하는 상에 따라 

보강해야 할 콘텐츠가 다양할 것이다. 장애인은 일반인

보다 불규칙한 이동 패턴을 가지며 느린 속도로 이동하

기 때문에 자신이 찾아가는 곳이 재 치에서 어디쯤

인지 알기 해서는 잠시 멈춰 네비게이션을 보아야한

다. 한 느리게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GPS 스캔을 

통한 실시간 계산 성능은 일반 네비게이션처럼 방향을 

치의 연속 인 변화로부터 얻어내기 합하지 않다. 

이러한 장애인의 특성을 악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기

반으로 안내해야 한다. 

장애인 네비게이션은 보행 시 주변의 정보를 안내받

고, 확인, 검색할 수 있어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돕

는다. 한 보행이나 이동 시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

지, 재 주변에 치한 상가나 건물이 무엇인지를 확

인할 수 있어 이동 시 자신감과 함께 재활에 요한 의

미를 가져다 다. 이동 안내 시 장애인을 한 시설 구

비 여부 안내가 요하다. 지하철 이용 시 몇 번 입구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장애인 편의 시설이나 의료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지, 식당이나 공서에 어느 입구

에 휠체어 계단이 구비되어 있는지가 요하며, 이러한 

정보들을 네비게이션을 통해 안내하여 장애인 이용자

의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 

장애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네비게이션의 안내 서

비스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 기기 화면을 통한 치 안

내 기능보다 자나 음성을 통한 기능을 강화해야 한

다. 거리에서 시각 장애인이 걸음을 멈췄을 때, 시각 장

애인의 진행 방향을 보행 방향으로 설정하여 안내해야

하며, 정보를 음성이나 자, 진동으로 달해야 한다. 

네비게이션 기기는 시각 장애인이 쉽게 휴  할 수 있

도록 장애인용 지팡이나 몸에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목 지를 찾아갈 때 미리 입력된 목

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쉽게 목 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경로 이탈이나 목 지

의 도착 정 시간에 따라 일반 네비게이션과 다르게 

안내 주기를 설정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화면을 통한 

모니터링이 어렵기 때문에 경로이탈시 진동이나 음성

을 통해 알려주고 목 지에 가까워짐에 따라 안내 주기

가 변경되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활동 범 를 확 하

기 해서 주변 시설물 검색 서비스와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을 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제

안한다. 제안하는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시각 장애인을 

한 경로 생성 모듈  장 모듈로 구성된다. 특히, 

제안하는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시각 장애인을 한 인

터페이스로 TTS(Text-to-Speech) 로그램을 이용하

여 음성으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성 모듈과 각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를 출력하는 자 모듈을 통

하여 구 한다. 한 최신 지도정보를 서비스하기 해

서 구  맵 API들을 사용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시각 장애

인을 한 보조 공학기기에 해서 분석한다. 3장에서

는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에 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  내용을 기술하고 마지막 5장

에서는 논문의 결론에 해 기술한다.

II. 관련 연구

시각장애인들은 신체의 오감  부분을 각과 청

각을 사용하여 정보를 인지한다. 일반 으로 두 감각 

에 각을 통하여 달되는 정보로 반 인 의미를 

분석하거나 이해하고, 청각은 이에 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2-5]. 최근에는 이러한 시각장애인들

의 정보 인지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를 달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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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으로 한 보조 공학기기들이 개발  상용화 

되었다. 

1.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 공학기기
시각장애인을 한 보조 공학기기  자정보단말

기와 자 린터는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습득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요한 기기이다[6]. 보조 공학기기

들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해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

요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방법으로 TTS(Text-to-Speech) 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성으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TTS란 

[그림 1]과 같이 사용자가 입력한 자, 문장, 숫자, 기

호 등의 텍스트 정보를 분석하여 각각의 운율을 제어하

고 자들의 합성 단 를 선택하여 단 를 연결시키고, 

일반 으로 발성하는 형태의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이

다. 일반 으로 컴퓨터  다른 기기가 사용자에게 제

공하고 싶은 정보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제

공하는 기술 혹은 그 기술을 구 한 소 트웨어  하

드웨어를 의미한다. 

TTS 기술은 시각이 아닌 청각으로 정보를 달하므

로 정보에 한 이해가 빠르다. 그러나 주로 음성을 통

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교통신호 같은 요한 정

보를 얻지 못하고 목 지로 가는 도  달리는 사람이나 

자 거 같은 험요소를 만났을 경우 처를 할 수 없

게 된다. 따라서 음성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는 보조

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두 번째 방법으로 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로 

출력하는 방법이다. 일반 으로 자를 표시하기 한 

장치는 특수한 자 부와 자 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TTS 기술의 흐름도

[그림 2]에 (1)은 자 셀로서  모양의 부드러운 

속이나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핀들로 이루어져 있다[7]. 

6개나 8개의 핀의 묶음으로 하나의 문자가 된다. 기

인 신호에 의해 각각의 들은 상승과 하강을 통해 

자를 만들고 출력해 다. (2)는 자 셀들이 모여 

씨를 출력해주는 디스 이로써 18개나 32개의 자

를 출력해  수 있는 크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점자 디스플레이 구성도

2.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GPS는 미국국방성에서 개발한 군용항법시스템이지

만, 민간용으로 제한된 범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인공 성을 이용한  항법 시스템이다. 성에서 수

신기까지  도달 시간을 측정해 정확한 3차원의 

치, 속도, 시각을 알려 다.  세계 하루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무제한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게 인공 성 기반의 치 확인 시스템인 

GPS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로 이 져 있다.

1) Space Segment : 고도 2만 200km 상공에서 12시

간 주기로 지구 주 를 맴도는 24개의 GPS 인공 성을 

말한다. 이  21개가 주 성이며, 나머지 3개는 비

용 성이다. 수명이 다한 인공 성을 체하기 해 

지속 으로 새 성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4개 이상의 GPS 성이 지구를 맴돌고 있다. 다른 인

공 성이 그 듯 GPS 인공 성들도 정해진 궤도를 따

라 공 하는데, 한 개의 궤도면을 따라 4개의 인공 성

이 공 을 하며, 이러한 궤도면이 모두 6개가 있다. 궤

도면은 도면과 55도 차이를 이루며 각 궤도면은 60도

씩 떨어져 있다. 이런 성의 배치로 인해 지구상의 어

느 곳에서나 동시에 5개에서 8개의 성을 볼 수 있다.

2) Control Segment : 세계 각지에 치한 지상 측

소를 말한다. 지상 측소에서는 GPS 인공 성이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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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호를 받아 성의 치와 속도, 성에 있는 원자

시계 등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 한다. 주 측소에서는 

정확한 성의 치와 시간 데이터를 계산해 결과 값을 

주기 으로 인공 성에 송신한다.

3) User Segment : GPS 수신기와 사용자를 말한다. 

GPS 수신기는 인공 성으로부터 받은 신호를 치, 속

도, 시간 등의 정보로 변환한다.

자신의 치를 알기 해서는 성의 치, 성까지

의 거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수신자의 정확한 치를 

알기 해서는 최소 4개 이상의 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해야 한다. 3개 성의 정확한 치와 거리를 알고 

있다면 삼각 측량의 원리로 수신기의 치를 알 수 있

다. 성과 수신 기간의 거리는 빛의 속도와 신호 도달 

시간을 곱하면 된다.

여기서 시간의 요성이 부각되는데, 만약 성과 수

신기의 시계가 동기화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거리 값

에 오차가 발생한다. GPS 성에는 원자시계가 장착되

어 있지만 원자시계가 워낙 고가여서 수신기는 일반 시

계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시간을 동기화시키기 해 1

개의 성이 추가로 필요하다.

따라서 구 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시각 장애인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정확한 치 악이 필요하다. 

그 기 때문에 4개 이상의 성으로부터 수신을 받은 

경우에만 정보를 사용하 고, 수신된 값으로 단말기의 

시간을 업데이트시켜 정확한 시간을 유지하도록 구

하 다.

III. 시각장애인 전용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설계

장애인의 휴 성을 하여 Windows CE의 운  체

제를 사용하는 휴 장비를 사용하 다. 그러나 일반

인 Windows CE을 사용하는 휴 장비는 장 공간이 

일반 데스크탑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으며 일반인을 

한 정보 단말기나 모바일 장치에 최 화되어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각장애인 용 네비게이션

을 구 하기 하여 용 미들웨어, 구  맵 API 모듈, 

SQLite을 이용한 장 모듈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모듈

을 추가하 다. 용 미들웨어는 기존 Windows CE 

에 자로 출력하는 장치와 TTS 로그램을 동작시키

기 한 간 인터페이스 모듈이고 구  맵 API 모듈은 

치정보  경로 정보를 제공하기 한 지도 련 모듈

이다. 마지막으로 SQLite을 이용한 장 모듈은 련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리하기 한 모듈이다. 

1. 미들웨어
Windows CE는 비장애인을 상으로 하는 그래픽 

기반 운 체제이다. 시각장애인들은 자나 음성을 통

한 방법으로 정보를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픽을 기반으

로 하는 로그램은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련된 모

든 정보들은 자 디스 이에 출력되어야 한다. 이러

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운

체제 에 시각화된 그래픽 정보들을 텍스트로 변환

할 수 있는 미들웨어를 두었다. 

미들웨어를 구성하는 컴포 트들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을 보면 기존에 존재하는 컴포 트들을 볼 수 

있다. 컴포 트들은 기존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래픽 

기반의 출력이 아니라 텍스트 기반의 출력이고 각각은 

TTS을 이용한 음성과 자 디스 이를 이용한 자

로 출력된다. 그리고 옵션을 두어 음성과 자 출력을 

조 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입력기의 경우는 시각장

애인이 자 키를 통해 자로 입력하기 때문에 자를 

로그래  언어가 사용가능한 문자로 변환해야 한다. 

출력할 경우에는 다시 자로 변환해서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구 하 다. 로그

이스 컨트롤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에게 로그램이 

진행 인지, 멈추었는지, 입력을 기하고 있는지를 알

려줘야 한다. 따라서 자나 소리를 이용하여 재의 

처리 상태를 알려주는 기능을 구 하 다. 시각장애인

용 단말기는 기존의 키보드와 마우스 신 자 키보드

를 이용하여 입력을 수행한다. 따라서 자 키보드를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필요하고, 자 키보드에 의해 

창들 간의 환이나, 문장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자 키 컴포 트를 구 하 다. 그리고 각각의 

자 키와 자 키들의 조합, 기능키를 미리 정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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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들웨어 컴포넌트 구성도

2. 구글 맵 API 
기존의 네비게이션은 독립 인 지도 모듈을 가지고 

있어서 지도 모듈을 이용하여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기존의 지도 모듈들은 시각 인 출력을 제공한

다. 그리고 이러한 모듈들은 상용제품들이고, 꾸 한 업

데이트를 제공 받아야한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용 네

비게이션을 제공하는 업체는 지속 인 갱신 비용을 부

담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재 치의 주소정보나 주변의 주소정

보를 알기 해서 구  맵 API를 사용하 다. 

구  맵 API는 별도의 모듈 없이도 HTTP URL을 호

출함으로써 텍스트 정보를 받아오기 때문에 시각 장애

인을 한 네비게이션에 합하다.  구 은 다양한 맵 

API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에서 본 논문에서는 

Geocoding API, Directions API, Places API 세 가지 

API를 사용하 다. 

Geocoding API는 주소<->좌표의 정보를 제공하고 

Directions API는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를 입력하면 

출발지->경유지->도착지의 경로를 생성하여 다. 

Places API는 주변의 특정 반경 안의 식당, 병원 등의 

지역 정보들을 제공한다. 이 모든 정보는 XML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XML문서에 포

함된 다양한 정보 에서 시각장애인 용 네비게이션

의 특성상 필요한 정보들만 추출하는 싱 모듈을 구

하 다.

그림 4. Geocoding API

Geocoding API의 경우는 [그림 4](a)와 같이 사용자

가 자신의 재 치인 도와 경도를 구  맵 API에게 

송하면 구  맵 API 서버는 재 치의 주소를 

XML이나 JSON 일로 반환해 다. 

[그림 4](b)의 XML 일에서 <address_component>

태그를 싱하면 재 치에 한 주소 값을 얻을 수 

있다. 주소는 8단계로 상세한 주소 정보를 표 한다.

이와 반 로 주소를 가지고 도, 경도 정보를 알고 

싶을 경우, 주소 정보를 구  맵 API에게 URL의 참조 

값으로 송하면 [그림 4](c)와 같은 XML 일이 반환

되고 <geometry>태그를 싱하면 재 치의 주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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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통한 재 도, 경도를 얻을 수 있다.

GPS를 이용하여 도, 경도 정보만 있을 경우 구  

맵 API를 통해 재 치의 주소를 얻을 수 있고, 주소

를 알고 있다면 구  맵 API를 통해 도, 경도 값을 얻

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주변의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볼 경우가 많고 자신의 재 치를 알고 싶을 경우가 

많으므로 재의 치를 주소로 받아오는 Geocoding 

API를 사용하 다.

Directions API를 사용하는 경우는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를 입력하면 출발지부터 경유지를 거쳐 도착지

까지의 경로를 받아 올 수 있다.

[그림 5](a)와 같이 사용자는 자신의 치정보나 주소

를 이용하여 출발지부터 목 지까지의 경로를 URL의 

참조 값으로 넣어 구  맵 API에게 송하면 [그림 

5](b)와 같은 XML 일로 구성된 경로 정보를 텍스트

화 된 결과로 얻을 수 있다. 경로 정보는 <leg>와 

<step>정보로 표 되며 <leg>는 출발지, 도착지, 경유

지의 개수를 의미하고, <step>의 정보는 <leg>안의 경

유 포인트로 나 어져 있다. 각각의 <leg>와 <step>정

보는 출발지<start_location>, 도착지<end_location>, 

이동시간<duration>, 이동거리<distance>, 안내 문구

<html_instruct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XML 싱 모듈을 사용하여 각 step마다 출발지, 도

착지 주소와 이동시간, 이동거리, 안내 문구를 싱하여 

사용하 다. <leg>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경로에 한 

요약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싱하여 사용하 다. 

XML 일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각장애인 용 네비게이션에 필요한 정보들만을 

싱하여 사용하 다.

출발지와 목 지의 경우 각각의 지 에 한 주소정

보도 함께 제공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한 주

소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용 네비게이

션은 시각화된 정보보다는 텍스트화된 정보를 사용해

야 하므로 경로 생성을 해 Direction API를 사용하

다.

그림 5. Directions API

3. SQLite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앞에서 구  맵 API를 이용하여 받아온 정보들을 

장하기 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로그램이 필요하

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용 네비게이션을 해 사용한 

단말기는 처리속도가 느린 임베디드 장치이기 때문에 

임베디드 환경에 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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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각 장애인용 네비게이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한다. 따라서 임베디드에 합한 SQLite[7]를 사용하

다.

그림 6. SQLite의 기본 구조

SQLite는 오  소스로 임베디드를 한 SQL 데이터

베이스 엔진으로 서버 구동 없이 동작이 가능한 임베디

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이다. SQL92 표

을 부분 지원하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처럼 각 트랜

잭션은 원자성(atomicity), 일 성(consistency), 고립성

(isolation), 지속성(durability)을 보장한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SQLite는 크게 세 부분

인 Core, SQL Compiler, Backend로 구성된다. Core 

역은 각 실행 코드에 한 실행 계획을 세우고, SQL 

Compiler 역은 SQL문을 해석하고, Beckend 역은 

버퍼 리자  장 장치 기능을 수행한다.

SQLite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

야 하기 때문에 주소 테이블을 구 하 고, 사용자가 

필요하고 흥미로운 지 을 장하는 POI 테이블을 구

하 다. 그리고 안내 서비스를 한 경로를 장하는 

테이블을 설계하 는데 사용자의 편의를 해 자동으

로 n개까지의 정보가 장되는 히스토리 테이블과 사

용자가 생성한 경로를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만의 경로 이름을 붙여 장할 수 있는 즐겨찾기 

테이블을 구 하 다.

[그림 7]은 시각 장애인 용 네비게이션을 한 데

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보여 다. 즐겨찾기 테이블은 사

용자가 지정한 이름을 장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다시 

이용할 경우 경로를 재구성하지 않고 장된 경로를 통

해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히스토리 테이블은 최

근에 생성된 경로들을 자동으로 20개까지 장하므로 

사용자가 최근에 생성된 경로에 해 안내를 받고 싶은 

경우 히스토리 테이블의 정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다. 각각의 히스토리, 즐겨찾기 정보들은 

route와 step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route테이블은 경

로의 표 인 내용이 들어있어 경로를 선택할 때 사용

되고, step테이블은 출발지부터 목 지까지의 모든 경

로들이 장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자신의 

치를 주소 정보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

에는 주소 정보를 포함시켰다. 

Ⅳ. 시각장애인 전용 네비게이션 구현

기본 작동 원리는 GPS를 활용하여 재 치에 한 

정보를 획득하고 재 치로부터 원하는 목 지까지

의 경로 정보를 활용한 길 안내 서비스와 시각장애인을 

한 주변 시설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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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은 다양한 길 안내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임의의 

치를 출발지로 설정 가능하도록 구 하 다. 

[그림 8]은 시각장애인 용 네비게이션을 한 단말

기이다. 단말기 윗면에는 퍼킨스 스타일의 키보드, 4개

의 기능키, 32칸의 자 셀과 커서 키, 4개의 스크롤 버

튼, LCD 스크린과 스피커가 있다.  맨 쪽 가운데는 

단말기의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LCD창(3)이 있으며, 

그 좌우에 소리가 출력되는 스피커(1)가 있다.  자 키

보드(2)는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네 개의 키가 있고 가

운데 키가 하나 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백스페이

스, 3 , 2 , 1 , 4 , 5 , 6 , 엔터의 순서로 키가 이

루어져 있고 1 과 4  사이에 놓인 길게 생긴 키는 스

페이스이다. 스크롤 키는(4) 자 셀 양쪽 끝에 캡슐 모

양의 버튼이다. 이 버튼은 , 아래로 나뉘어져 있으며, 

자 셀에 나타나 있는 메뉴나 자를 이동시킬 때 사

용한다. 자 디스 이(7)는 32칸의 자 셀로 이루

어져 있으며,  자 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도록 출력되고, 각각의 칸마다 여덟 개의 으로 이

루어져 있다. 커서 키(6)는 자 셀 바로 에 자 셀

의 칸수와 같은 32개의 작은 키로 구성되어 있으며, 커

서를 이동하거나 단축키로 사용된다. 기능키(8)는 스페

이스를 심으로 좌우측에 2개씩 있는 키이며 좌측부

터 우측으로 나열하면 F1, F2, F3, F4키에 해당한다.

그림 8. 시각장애인 전용 네비게이션을 위한 단말기 

[그림 9]은 시각장애인을 한 용 네비게이션의 주

요 메뉴 화면들이다. 본 단말기의 메뉴 이동은 스크롤 

키나 커서 키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주요 메뉴로 

도구, POI(Point Of Interest) 리, 기존 경로 설정  

안내, 새 경로 설정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1) 

메뉴는 Wifi 설정  GPS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이다. 

POI 리(2) 메뉴는  POI 등록, POI 삭제, POI 업데이

트를 하기 한 부분이다. 기존 경로 설정  안내(3) 메

뉴는 기존에 설정해 놓았던 경로에 한 히스토리 검색

과 사용자가 즐겨 찾는 곳을 장해놓고 검색을 통해 

경로를 설정하고 안내를 받기 한 메뉴이다. 마지막으

로 새 경로 설정  안내(4) 메뉴는 사용자가 새로운 출

발지, 목 지, 경유지를 설정하고자 할 때 주소 검색, 카

테고리 검색, GPS 검색, POI 검색, 주변 검색 등을 통하

여 설정하고  출발지와 목 지의 사이의 경로에 해서 

안내를 한다. [그림 9]의 LCD 스크린은 한소넷의 작동 

상태를 보여주며, 이러한 작동 상태는 시각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자 디스 이와 음성으로 동시 출

력이 가능하다.

그림 9. 시각장애인 전용 네비게이션의 주요 메뉴화면

[그림 10]은 길 안내서비스를 한 화면을 보여 다. 

경로 설정을 하여 그림 10(a)와 같이 새 경로 설정  

안내(1) 메뉴를 선택하면 출발지(2), 도착지(3), 경유지

(4)와 같은 순으로 설정하고 경로 생성  안내(5) 메뉴

를 통하여 실제 인 경로가 생성되고 길 안내 서비스가 

시작된다. 안내 서비스 부분은 그림 10(b)와 같이 “경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안내 멘트(1) 출력 후 출

발지에서 목 지까지의 도달 상 시간(2), 체 경로

에서 목 지까지의 남은 거리(3)를 안내한다. 

일반인을 한 네비게이션의 안내와 달리 장애인을 

한 길 안내는 “ 방 몇 m 앞으로 이동하세요.”, “좌회

 하세요.” 등과 같이 시각장애인에게 무엇을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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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게 되면 방향감이 

없기 때문에 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장애

인이 확인하거나 단할 수 있도록 기본 인 방향, 거

리, 사용자의 치 등의 정보만을 제공한다.  

한 본 논문에서 구 한 네비게이션은 장애인이 모

든 메뉴 화면에서 특정 키를 사용하여 자신의 재 

치와 목 지까지의 남은 거리,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

향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구 하 다. 

자신이 재 치를 악하고 주변 시설에 한 정보

를 효율 으로 제공하는 POI 등록  검색 기능은 장애

인을 한 네비게이션에 있어 매우 요한 기능  하

나이다. POI 등록  검색 서비스는 시각 장애인이 즐

겨찾는 곳을 POI 명칭과 함께 사용자가 직

그림 10. 길 안내 서비스를 위한 화면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한 주변시설에 한 보

다 다양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분류 검색, 키

워드 검색, 범  검색을 제공한다. 

Ⅴ. 결론 

본 논문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

들을 한 용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을 한 주변 시설물 검색 서

비스와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

이 보다 활동 인 삶을 할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기존 시스템과의 시뮬 이션을 통해 안내 시스템의 정

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본 시스템 사용자 간의 

정보 공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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