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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촉각표시장치의 효율적인 정보 표시 방법에 대해 제안한

다. 이 방법은 전방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를 인지 및 촉각 정보로 변환하여 제공함으로 인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저가의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비용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키워드: 촉각표시장치(Tactile display device), 스마트 단말(Smart devices)

I. 서 론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중 사고의 대부분은 전방의 물체나 맨홀 

등과 같은 인지하지 못한 장애물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지팡

이를 사용하여 전방 1m 내외의 거리에 있는 물체만 인지가 가능

하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되는 장애물에 의한 사고는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을 

통해 약 2~3m 내의 물체의 유무를 알려준다면 많은 도움이 된다

는 조사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가의 웹 카메라 2개를 이용하여 스테레오 카

메라를 구성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거리정보를 획득하여 10*10 
크기로 구성된 촉각 모듈로 정보를 생성 및 전달하는 방법을 실험

을 통해서 그 가능여부를 검증하였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거리정보생성 장치

거리정보전달을 위해 개발된 장치는 그림1과 같이 구성을 하였

다. 2개의 USB 타입의 웹카메라, 스마트단말과 인터페이스를 위

한 OTG HUB, 스마트단말로 구성하였다.

그림 1.  거리정보생성 장치

 

1.2 거리정보 획득 기능

거리정보 획득을 위해 그림1에서 개발된 장치를 이용하여 좌, 
우 동기화된 이미지를 약100장을 획득한 후 스테레오 매칭을 위

해 내부, 외부 파라미터를 획득하여 Disparity 정보를 계산하면 그

림2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  좌우 이미지 정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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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기하학 모델에 의해 Disparity 정보와 실제 거리와의 관

계는 아래의 관계로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실제 거리

를 계산할 수 있다. 

distance=baseline*focal_length/disparity (1)

여기서 distance는 실제거리(mm), baseline은 카메라 간의 거

리(mm), forcal_length는 렌즈에서 이미지 센서까지의 거리

(pixel), disparity 정보는 이미지 정합을 통해 획득된 pixel 정보

이다.

1.3 정보 변환

획득된 거리 정보를 촉각모듈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체 이미지

의 영역을 10*10 Grid 형태로 구분하였다. 구분된 셀 영역의 거

리정보를 매칭 되지 않은 영역을 제외하고 평균정보를 계산하여 

하나의 셀의 대표 정보로 매핑 하였다. 각각의 정보는 1byte 정보

로 구성하였으며, 255단계의 깊이 정보를 표현 할 수 있다.

III. 실 험

촉각표시장치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실험은 사람을 장애물로 

추적하는 실험을 적용하였다. 그림3의 결과와 같이 동기화된 스테

레오 영상을 이용하여 정합 후 정보변환 과정을 거쳐 최종 촉각 

모듈로 전달하기 위한 정보를 생성하는 결과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 정보 생성 결과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가의 카메라 2대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을 위

한 거리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전방의 사물이나 장애물에 대한 정보를 촉각모듈로 전달해주

기 위한 정보의 변환 과정에 대해 확인하여 보았다. 
추후에는 획득된 거리정보 및 영상 내의 많은 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변환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형태의 정

보 변환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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