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최근 다양한 식품과 상품을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편의점과 같은 소매점의 이용률
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1인당 구매단가는 평균 5,544원이
었으나, 2021년에는 약 7,001원까지 증가하였고,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전년대비 약 20.0% 상
승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업태별 매출 구성
에서도 편의점 업계가 대형마트 업계를 약 0.2% 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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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시각장애인들은 상품들에 대한 점자 정보와 지원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소매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매점 내 상품을 인식하고, 이를 음성으로 해설하는 시스템의 기본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우선, 딥러닝 모델이 입력 이미지에서 손 객체와 상품 객체를 감지한다. 그리고 각 객체의 좌표 
정보를 계산하여 손 객체와 가장 많이 겹치는 상품 객체를 찾는다. 그 상품을 사용자가 선택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뒤, 해당 상품의 대한 영양 정보를 Text-To-Speech를 사용하여 읽어준다. 평가 결과, 학습 모델의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알고리즘은 시각장애인의 소매점 이용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객체 감지∣손 감지∣시각장애인∣소매점∣텍스트 음성 변환∣
Abstract

Visually impaired people have very difficulty using retail stores due to the absence of braille 
information on products and any other support system. In this paper, we propose a basic algorithm for 
a system that recognizes products in retail stores and explains them as a voice. First, the deep learning 
model detects hand objects and product objects in the input image. Then, it finds a product object that 
most overlapping hand object by comparing the coordinate information of each detected object. We 
determine that this is a product selected by the user, and the system read the nutritional information 
of the product as Text-To-Speech.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we confirmed a high performance of 
the learning model. The proposed algorithm can be actively used to build a system that supports the 
use of retail stores for the visually imp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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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며, 소비자들이 편의점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1].

하지만 이러한 동향과는 다르게, 시각장애인들은 편
의점과 같은 소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사각지대
에 놓여있다[2]. 편의점 내에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종
이나 플라스틱, 비닐, 캔 등의 재질로 포장되어 있는데, 
이 중에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
품은 대부분 캔 종류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탄산음료와 그 외의 음
료만 구분이 가능하도록 점자로 표기되어 있다[3]. 이 
외의 상품들에는 점자 등의 별도 표기도 되어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상품을 직접 들고 촉각을 통해 정보를 얻는 
방법이 유일하다. 하지만 각 상품의 외관과 재질을 통
해 구분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촉각을 이용하기 위
해 상품을 집어들더라도 다시 진열대의 제자리에 내려
놓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각 상품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간단히 상품들을 구분하기 
위한 정보조차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곧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권리
를 침해당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이고 자
유로운 편의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매점 내 진열
품에 대한 음성 안내 시스템의 기초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손으로 상품을 선택
한 이미지가 입력되면, 해당 상품의 이름과 구체적인 
영양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도록 설계하였다. 본 논
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동일한 문제를 해
결하고자 했던 기존 연구들과 시각장애인의 생활을 보
조하기 위한 다양한 물체 인식 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
고, 3장에서는 구체적인 알고리즘 설계와 개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을 실험을 
통해 평가 및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Ⅱ. 관련 연구

1. OCR을 활용한 음료 정보 인식[4]
배민경의 연구에서는 광학 문자 인식(OCR, Optical 

Character Reader) 기술을 활용하여 음료의 이름과 
가격 정보를 인식해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시스템을 설
계하였다. 시스템의 프로세스는 앱을 실행하여 진열대
에 있는 제품을 촬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시스템은 
OCR 기술을 이용해 가격표에 적혀있는 상품의 이름과 
가격 정보를 저장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여 제품명을 한 번 더 저장하도록 한다. 이렇게 
OCR 기술을 활용하여 저장한 제품명과 이미지 검색을 
통해 저장한 제품명이 동일한 경우, 해당 제품을 음성 
안내 출력 목록으로 저장한다. 그리고 
TTS(Text-to-Speech) 기술을 활용하여 저장된 출력 
목록의 음료 제품들을 설명해주도록 한다. 해당 프로젝
트는 시각장애인이 편의점 내 음료 상품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
다. 단, OCR 기반으로 가격 정보를 인식하기 때문에, 
가격표가 진열대에 부착되어 있지 않는 상품은 안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화면에 다수의 음료가 
동시에 등장하면, 사용자가 각 음료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음료에 대한 안내가 동
시에 제공되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2. IoT 기기를 활용한 편의점 음료 안내 서비스[5]
최근 IoT 기기를 활용하여 편의점 내 음료 종류를 음

성으로 안내해주는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가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된 주변 편의점과 편의점 내 음료별 저장 위치
를 음성으로 안내해준다. 음료별 저장 위치는 직접 관
리자 및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것이며, 
음료 위치는 ‘n행 m열’과 같은 방식으로 안내된다. 이
후에는 편의점에 직접 방문했을 때 객체 인식과 IoT 기
술을 활용하여 더 정확한 안내가 제공된다. 우선 사용
자가 냉장고 문 앞에서 손가락으로 음료를 지목하면, 
냉장고 상단에 설치된 카메라가 손가락 객체를 인식한
다. 그리고 객체가 가리키는 위치를 인식하여 해당 음
료의 이름을 음성으로 안내해준다.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를 집을 때도 의도하지 않은 음료를 선택하는 경우
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료 가격표에 부착된 센서를 터
치하면 해당 음료의 이름을 다시 안내해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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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프로젝트는 여러 번의 절차를 통해서 정확하게 음
료 정보를 전달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편의점마
다 각 진열대의 상품 위치 정보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편의점 내에는 음료 외에도 매우 많은 수의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두 제안
된 방식으로 처리하기에는 데이터 저장량뿐만 아닌, 센
서와 웹캠 구입 비용 및 설치 환경에 대해서 현실적으
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다양한 상품도 비
용 부담이나 설치 환경의 제약 없이 쉽게 인식 및 안내
가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물체 인식 연구
상품 인식 외에도 시각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

기 위해 다양한 물체를 인식하는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오세랑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설치된 유
도블럭의 설치 및 관리 미흡에 주목하여, 물체인식을 
기반으로 유도 블록의 위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알고리
즘을 구축하였다[6]. 우선, 유도 블록이란 시각장애인이 
보도 및 보행코스에서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설
치된 시설물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유도 블록은 관리 
미흡과 노후화, 파손 등을 이유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
기에 불편한 경우가 잦다. 따라서 YOLO(You Only 
Look One)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유도블록을 인식하여 
정보를 전달해주는 알고리즘을 설계하였고, 스마트폰에
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처리절차를 경량화 하였다. 이
는 시각장애인이 일상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기
본적인 지원 시스템의 기초를 다졌다는 것에 의미가 있
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사용자에게 설명이 제
공되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평가 내용이 없다는 한계점
이 있다. 김재훈 외 6인도 이와 비슷한 연구를 한 바가 
있다[7]. 해당 연구에서는 일반 흰 지팡이, 스마트 지팡
이와 같은 보조 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영상 기반 
딥러닝을 통해 장애물을 탐지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때 모델의 구조로는 CNN 기반의 객체 분할이 가능
한 Mask R-CNN을 사용하였다.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으로는 COCO 데이터셋과 AI-Hub 데이터셋을 함께 
사용하였다. 해당 모델은 자동차, 가로등, 신호등, 나무 
등의 객체를 탐지할 수 있으며, 정확도는 96.7%, 정밀

도는 85.5%, 재현율은 82%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해당 연구는 기존 보조 도구의 한계와 문제점
을 정확히 짚어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
계 및 구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단, 구체적으로 어
떤 사물이 어디에 위치해있고, 어떻게 피해가야 보행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안내할 수 있도록 후속 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와 같이 실
내 환경에서의 물체 탐지 연구도 진행된 바가 있다. 최
경민의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부엌에서 안전하게 
화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리 가열 도구와 손을 인식
하여 이들의 관계 정보를 알려주는 비전 센싱 기반의 
요리 보조 시스템을 제안하였다[8]. 해당 연구에서는 시
각장애인은 주로 주변 사물을 직접 만지고 그 위치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요리를 하는데, 고온의 도구는 접촉
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YOLO 
v2 기반의 검출 모델을 구축하여 화구, 조리도구, 손의 
위치정보를 계산하고, 좌표 관계를 계산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해 사용자에게 효과음 형태의 청각정보를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이는 안전하게 요리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 시스템을 제안한 것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단순하고 정제된 환경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실사용 환경에서의 성능 테스트와 사용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실
내외 환경에서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 물체를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음성 및 신호음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
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줄 것인지, 정보 제공 방식은 
사용하기에 적절한지, 실사용 환경에서의 성능 및 이슈
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Ⅲ. 상품 선택 및 음성 해설 알고리즘[9]

1. 시스템 개요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자유롭

게 원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선택한 상품에 대
한 구체적인 영양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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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을 설계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프로
세스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상품 안내 알고리즘의 프로세스

우선 사용자가 소매점에서 촬영한 이미지가 시스템
에 입력되면, 시스템은 YOLO 손 검출 모델을 사용하
여 화면 내에 사람의 손이 있는지 확인한다(3.2). 이 때 
손이 두 개 이상이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선택한 상품
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처음 단계로 돌아가도록 한
다. 화면 내에 손이 한 개만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면, 
손이 검출된 영역의 좌표값을 저장한다. 두 번째 단계
에서는 직접 학습시킨 상품 인식 모델을 사용하여 상품 
객체들을 검출한다(3.3-3.4). 이 때 각 상품이 인식된 
영역들의 좌표값을 모두 저장한다. 그리고 각 상품들이 
검출된 영역과 손이 검출된 영역의 좌표를 비교하여 가
장 많이 중첩된 상품을 찾아내도록 한다(3.5). 그리고 
가장 많은 영역이 중첩된 상품을 사용자가 선택한 상품
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영양 
정보를 XML 파싱을 통해 불러온다. 불러온 영양 정보
는 TTS(Text-to-Speech) 기술을 사용하여 음성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3.6).

2. 손 검출 모델
처리 프로세스의 첫 번째 절차로 입력 이미지 내에 

손이 존재하는지 파악한다. 이 단계에서는 오픈 소스로 
배포되는 YOLO-Hand Detection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하였다[10]. YOLO-Hand Detection 모델이란 
Carnegie Mellon University Hand Dataset[11], 
EgoHands Dataset[12]을 사용하여 NVIDIA 1080Ti
에서 약 10시간 학습시킨 사전학습 모델이다. 이 때, 모
델은 416x416 크기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훈련되었으
나, 256x256 크기의 이미지에서 가장 좋은 성능과 정
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델에는 4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각 버전에 따라서 정확도나 처리 
속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모델명 정밀도 재현율 F1 IoU
YOLO v3 0.89 0.85 0.87 69.8

YOLO v3-Tiny 0.76 0.69 0.72 53.67

YOLO v3-Tiny-PRN 0.89 0.79 0.83 68.47

YOLO v4-Tiny 0.89 0.89 0.89 91.48

표 1. 손 검출 모델별 성능 비교

YOLO v3 모델은 가장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사용하
여 학습한 버전이고, YOLO v3-Tiny 모델은 YOLO 
v3 모델을 경량화하여 학습한 버전이다. YOLO v3 모
델은 YOLO v3-Tiny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
여주지만, 속도 측면에서는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실시
간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YOLO 
v3-Tiny 모델은 YOLO v3 모델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
지지만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YOLO 
v3-Tiny-PRN 모델은 부분적으로 Residual 구조[13]
를 사용하여 YOLO v3-Tiny 모델을 개선시킨 버전이
다. 이는 기존의 빠른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확
도 또한 YOLO v3 모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시킨다
는 장점이 있다. YOLO v4-Tiny 모델은 YOLO v4의 
기본적인 모델 구조를 사용한 것으로, 이전 버전과 비
교하였을 때 정밀도(Precision) 값은 동일하지만, 재현
율(Recall)과 F1-Score은 더 높게 산출되었다. 위의 
네 가지 모델을 직접 돌려서 테스트해본 결과, 다른 모
델들에 비해 정량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YOLO 
v4-Tiny는 오히려 인식이 잘 안되는 현상을 보였다. 
YOLO v3 모델과 YOLO v3-Tiny-PRN 모델이 가장 
잘 인식되었는데, YOLO v3는 모델의 사이즈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느리므로, 본 연구에서는 
YOLO v3-Tiny-PRN 모델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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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손 검출 모델 인식 결과  

위의 [그림 2]는 YOLO v3-Tiny-PRN을 사용하여 
손 영역을 검출한 결과 이미지이다. 일반적인 정지 영
상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며 웹캠과 같은 동영상에서 원
활한 속도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손
동작을 취해도 대부분의 손 영역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 손이 카메라와 너무 가까워지면 
종종 인식률이 떨어지는 현상도 발생했다.

3. 상품 데이터셋 구축
우선 상품 객체를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AI Hub에서 제공하는 상품 이미지 데이터셋[14]
을 사용하였다. 상품 이미지 데이터셋이란 롯데정보통
신에서 물류창고, 무인 스토어 등에서 탐지, 식별 솔루
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상품 이미지 데이터셋이
다. 이는 약 14개의 대분류로 총 10,280 가지의 다양한 
상품 이미지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 상품들을 하얀색 
배경에서 단수개와 복수개의 세트로 나누어, 각 세트마
다 3개의 높이, 24개의 각도에 따라 촬영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가능한 많은 상품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진행
하고자 하였으나, 연구 환경의 한계로 인하여 일부만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그에 따라 점자 정보를 표기하거
나 촉각을 통해 외형적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운 봉지 
과자 4종류, 유제품 3종류, 주류 3종류, 총 10종류로 
학습을 진행하였다. 

상품 종류 클래스의 수 원본 이미지 수 증강 이미지 수
과자 4 516 1254

유제품 3 387 913

주류 3 387 915

총 10 1290 3082

표 2. 상품 종류에 따른 데이터의 수

이 때, 객체 탐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미지뿐만 아닌, 이미지 내 각 객체의 위치 및 영역 정
보를 나타내는 바운딩 박스(Bounding Box)의 좌표 정
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본 상품 이미지 데이
터셋에서는 각 상품 단위가 아닌 단수 혹은 복수개의 
묶음 단위로 좌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각 상품의 낱개 단위의 영역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roboflow[15]를 사용하여 새롭게 바운딩 박스를 
그려주었다.

그림 3. 증강 전후의 데이터셋 비교 예시

그러나 신경망 학습을 이용하기에 원본 데이터셋의 
수는 약 1290장으로(1개의 제품당 129장) 비교적 적은 
축에 속한다. 따라서 과적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위의 [그림 3]과 같이 다양한 증강작업을 수행하여 총 
3082장으로 증강하였다. 증강작업은 회전, 자르기, 비
틀기, 블러링을 수행하였는데, 회전은 시계방향으로 회
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 상하반전을 수행하였다. 자르
기는 줌아웃은 없이 줌인만 최대 20%로 설정하여 수행
하였고, 비틀기는 최대 수평 변형은 15도, 최대 수직 변
형은 15도까지로 설정하였다. 블러링은 최대 4px 단위
까지 블러링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크롭 
작업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상품 검출 모델 구축
앞서 구축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상품 검출을 수행

할 모델을 학습시켰다. 3082장의 데이터셋 중 약 2700
장을 학습용, 250장을 검증용으로 사용하였다. 144장
은 모델 평가를 위해서 학습 시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때 모델은 roboflow로 생성한 데이터셋과 
호환되고, 지금까지 제안된 YOLO 버전들 중 가장 정
확도가 높은 YOLO v5[16]를 사용하였다. YOLO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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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 가능한 이미지 사이즈는 320px, 416px, 
608px로 고정되는데, 320px은 연산처리 속도가 빠르
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608px은 정확도는 높지만 처
리 속도가 느리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입력 이미지 사이즈를 416px로 사용하였다. 이 때 
가로와 세로 길이는 모두 동일하다. 구체적인 학습 환
경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항목 사양
OS Ubuntu 18.04.5 LTS

CPU Intel(R) Xeon(R) CPU 2.30GHz

Memory 13GB

Disk 79GB

GPU NVIDIA-SMI 460.32.03

Python 3.7.13

표 3. 모델의 학습 환경

배치 사이즈는 학습 환경의 메모리 크기 문제로 인해 
16부터 시작하여 64까지만 설정하였다. 학습률은 0.01
로 시작하였고, 최적화 함수로는 Momentum과 
RMSProp을 섞어놓은 Adam(Adaptive Moment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표 3]과 같은 환경에서 학
습 횟수를 50단위로 차차 늘려가면서 학습하였을 때, 
10가지의 클래스에 대해 150번 학습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4. 모델 학습시 mAP, 정확도, 재현율 추이

학습 0회부터 20회까지는 스케줄러로 인한 학습률

(learning rate) 값이 조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오히
려 손실(loss) 값이 증가하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약 80회까지 꾸준히 점진적으로 
정확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이후로는 손실값
이나 정확도에 약간의 변화만 있고 별다른 큰 차이는 
없이 상한선에 다다른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에 따라 
학습 횟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해당 상태로 모델을 
저장하여 상품 검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학습 시간은 약 1시간 5분이 소요되었다.

5. 상품 선택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입력 이미지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상

품 객체 중, 사용자가 선택한 상품을 정확하게 짚어내
기 위해 상품을 선택한 손 객체도 함께 검출하도록 하
였다. 이를 위해 앞선 단계에서 손 검출 모델과 상품 검
출 모델을 통해 각 객체들의 바운딩 박스(Bounding 
Box)의 영역 좌표 정보를 저장하였다. 본 단계에서는 
이러한 손 개체의 영역과 상품 개체 영역을 비교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상품을 찾아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영역의 좌표들을 계산하여 손 객체의 영역과 상품 
객체의 영역이 최대로 겹치는 상품을 찾아낸다. 이 때, 
바운딩 박스의 영역이 최대로 겹친다는 것은 바운딩 박
스의 좌표값이 최소로 차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토대로 설계한 상품 선택 알고리즘은 다음의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2)

min

min
  

  ×


  

 

               (3)

우선 손 검출 영역의 좌표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바운딩 박스의 왼쪽 위 점의 좌표는 로 표

기하며, 오른쪽 아래 점의 좌표는 로 표기한다. 
상품 검출 영역의 좌표는 식 (2)와 같이 나타내는데, 이 
또한 손 검출 영역의 좌표 표기 방법과 같은 맥락으로 
왼쪽 위 점 좌표는    , 오른쪽 아래 점의 좌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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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표기한다. 이 때, 검출된 상품의 수가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는 1부터 n까지 있는 것에 유의
한다. 이어서 최대 중첩 영역, 즉 최소 차이 영역을 구
하는 식은 (3)과 같다. 직사각형 형태의 바운딩 박스는 
총 4개의 좌표가 있는데, 우선 각각의 좌표에 대한 차
이를 계산한다. 이 때 차이값은 음수가 되지 않도록 절
대값을 취하도록 한다. 이를 가로와 세로에 대해 각각 
계산하여 서로 곱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각 검출 객
체 간 차이 영역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
적으로 산출된 값이 가장 작은 상품 객체를 사용자가 
선택한 상품으로 판단한다.

그림 5. 상품 선택 알고리즘 수행 결과

위의 [그림 5]는 본 상품 선택 알고리즘의 수행 결과
이다. [그림 5]의 첫 번째 이미지는 상품 검출을 수행한 
결과로, 모델 학습에 사용한 상품중 하나인 프로틴 요
거트 음료를 인식한 모습이다. 두 번째 이미지는 손 검
출을 수행한 결과이다. 앞서 실험에 사용한 YOLO 
v3-tiny-PRN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미지는 위의 수식 (3)에 따라서 중첩 영역을 계산한 결
과이다. 손가락으로 짚은 음료와 중첩 영역을 통해 계
산하여 선택한 음료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과정을 거쳐 선택된 음료의 세부정보는 아래의 3.6절의 
내용과 같이 XML 파싱을 통해 불러오게 된다.

6. 상품 정보 음성 안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품 이미지 데이터셋에는 상품 

이미지말고도 각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량이나 영
양 정보들이 함께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앞선 단계에
서 사용자가 선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품에 대한 메타
정보 파일을 불러온다. 그리고 XML 파싱을 통해서 
nutrition_info 태그를 찾고, 해당 태그에 들어있는 텍
스트를 불러온다. 이 때 총 제공량, 1회 제공량, 1회 제

공량에 따른 칼로리, 단백질, 탄수화물 등 구체적인 영
양 정보들은 딕셔너리(dictionary) 형태로 기록되어 있
다. 따라서 ast 라이브러리[17]를 사용하여 해당 텍스
트를 딕셔너리 변수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딕셔너리 형
태의 변수에 저장한 구체적인 영양 정보 중 총 용량, 1
회 제공량, 칼로리,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에 대한 정보
를 불러와서 안내 문구를 작성한다. 그리고 gtts 라이브
러리[18]를 사용하여 해당 안내 문구를 음성으로 내보
낼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음성 출력이 끝나면 다시 초기
의 상태로 돌아가서 사용자가 선택한 상품에 대한 구체
적인 영양 정보 안내 프로세스를 반복할 수 있도록 한
다.

Ⅳ. 알고리즘 성능 평가

학습을 완료한 후에는 앞서 준비해 둔 테스트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모델의 성능을 평가
하였다. 성능 평가는 앞서 학습한 10가지의 상품의 이
미지로 진행하였다. 이 때, 학습 및 검증, 평가를 위한 
각각의 이미지 데이터셋 비율은 7:2:1로 유지하여 평가 
시에는 144장의 이미지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는 
mAP 지수와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로 판
단하였다. 우선 mAP 지수는 여러 물체에서 각 클래스
의 평균 정밀도를 계산한 후, 이를 모두 합한 뒤 평균을 
냄으로써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한 수치이다. 정밀도
(Precision)는 모델이 참이라고 분류한 것 중에서 실제 
참인 것의 비율이다. 재현율(Recall)은 정밀도와 반대
로, 실제 참인 것 중에서 모델이 참이라고 예측한 것의 
비율이다.

그림 6. 상품 검출 모델의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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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학습한 모델의 mAP(Mean Average 
Precision) 값은 0.974로 비교적 높은 수치임을 확인
하였다. 정밀도(Precision), 즉 검출 결과들 중 옳게 검
출한 비율은 약 0.968이었고, 실제 옳게 검출된 결과물 
중 옳다고 예측한 것의 비율인 검출율, 즉 재현율은
(Recall)은 0.956이었다. 테스트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모델이 상품 검출을 수행한 결과 이미지는 아래의 [그
림 7]과 같다.

그림 7. 학습 모델의 상품 검출 결과

다만, 종종 검출하고자 하는 상품과 색상 구성이 비
슷한 영역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영역을 학습시킨 상
품 중 하나로 검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각 상품 종류에 
따라서도 약간의 검출 정확도 차이도 보였는데, 우선 
유제품은 종이곽이나 무광 비닐로 포장된 플라스틱 제
품이기 때문에 빛 반사 등으로 인한 정보 손실이 거의 
없었다. 또한 상품 자체의 외형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인식하기 용이했던 것으로 추정
한다. 비닐 소재의 과자류는 빛 반사와 함께 상품의 일

부분이 찌그러지거나 부풀려져 있는 경우로 인해 인식
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였다. 주류에서는 
데이터셋을 500ml 캔맥주로 제한하였는데, 이로 인해
서 외형적인 특징을 구분하기도 어려워졌을 것으로 추
정한다. 특히 알루미늄 소재로 인한 빛 반사와 과자류
에 비해서 제한적인 색상 활용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상품마다의 데이터셋을 늘리고, 컴퓨터 비전을 사용하
여 의도적으로 빛반사를 적용하거나, 유리창 등을 투과
하는 듯한 잡음을 추가하거나, 재질을 변경하는 등의 
다양한 증강 기법을 적용해 최대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소매점 이용
을 위해 진열품 인식 및 음성 안내 시스템의 기초 알고
리즘을 제안하였다. 손으로 진열품을 선택한 이미지가 
입력되면, 우선 시스템은 손 검출 모델을 사용하여 손 
객체를 찾고 해당 영역의 좌표 정보를 저장한다. 그리
고 직접 학습시킨 진열품 검출 모델로 진열품 개체들을 
검출하고 종류를 인식함과 동시에 각 개체별 영역 좌표
를 저장한다. 그리고 손 개체와 각 상품 개체의 좌표값
을 비교하여 최대로 중첩된 진열품을 찾고, 이를 사용
자가 선택한 상품으로 판단한다. 사용자가 선택한 상품 
정보를 확인하였다면, 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영양정보
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저장되어 있는 영양정보 파일
을 XML 파싱으로 불러온다. 최종적으로는 핵심 영양정
보를 TTS 기술을 이용하여 음성으로 안내해준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써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에 의
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와 달리 물리적인 센서 설치
가 필요없다는 점에서도 차별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곧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다양한 장소에서 동일한 서
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연
구가 수행된 편의점에만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소매점과 대형 마트에서까지 사용 가능성을 찾을 수 있
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상품이 추가되거나 단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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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데이터셋을 추가 및 제거함으로써 서비스 제
공 범위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단순히 서비스뿐 아닌 본 알고리즘 접근 방
식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
시하는 알고리즘은 각 상품 객체를 인식하고 해당 객체
들의 영역이 중첩되는지를 파악하여 선택한 상품에 대
해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원리는 여러 종류의 물품
들이 대량으로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점자 도서관이 아닌 
일반 도서관에서도 도서를 찾는데 활용될 수 있다. 단
순히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시각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일상의 범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연
구에 포함된 상품의 종류가 10가지에 한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시간 및 학습을 위한 환경의 한계
로 인해 학습 및 평가할 상품의 종류를 10가지로 제한
하였다. 그러나 실사용 환경에서는 한 영상 내에 수많
은 종류의 상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하
지만 학습된 상품의 종류 수가 적다면, 학습하지 않은 
상품들조차 학습한 상품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되는 현상
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전반적인 모델 성능을 낮추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 실
제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종류를 늘려 
학습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
이터셋은 실사용 환경이 아닌 카탈로그 형식의 깨끗한 
이미지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사용 환경의 평가
용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일반적인 딥러닝 학습 및 평가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학습 시 평가용으로 분리시켜놓은 데이터셋을 사용하
였다. 그러나 제안한 모델과 알고리즘이 실제 환경에서 
사용될 때는 주변이 더 복잡하고 인식을 방해하는 요인
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물품 배경에 편의점 
내부 진열대 이미지를 합성하는 등 실제 이용 현장을 
반영한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지 영상이 아닌, 동영상과 같은 real-time 환경에서
도 준수한 성능을 내는지 확인 및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 기초 연구는 데스크탑 환경에서
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이 형태로

는 시각장애인이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
제로 소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 형식으로 배포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가볍고 빠르게 인식 모델을 경량화해야 
할 것이다. 즉, 추후에는 실사용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
록 현장 데이터셋을 포함시키며, 각 상품 별 학습 데이
터셋을 늘리고, 이를 통해 모델의 정확도를 높여서 시
각장애인이 소매점 현장에서 사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배포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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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 1997년 : ㈜삼보컴퓨터 프린터개발부 부장
▪1997년 ~ 2001년 : 건국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2001년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IT공학과 교수
▪2015년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ICT융합연구소 연구소장
▪2006년 : University of Colorado 방문교수
▪2012년 ~ 현재 :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명예회장
▪2014년 ~ 현재 :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회장, 명예회장
 <관심분야> : 컴퓨터 그래픽스, 웹/모바일 멀티미디어 응

용, 디지털 포용, 전자출판(폰트, 전자책, XML 문서), 
User Interf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