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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시각 장애인의 길 찾기(Blind 

navigation)를 돕기 위한 족부 햅틱 피드백 

시스템으로 FeetNavi 를 구현하였다. 사용자 실험을 

통해 널리 쓰이는 보조 수단인 흰 지팡이와 길 찾기의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사용자 실험 결과, FeetNavi 는 실내 길 찾기 

Task 에서 흰 지팡이에 비해 유의미하게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사용성 조사 결과 직관적이고 

유용하다는 피실험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촉각 피드백(Tactile feedback),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시각장애인 길 찾기 (Blind navigation)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약 2 억명, 국내에만 200 만명에 

달하는 시각 장애인들은 정안인(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과 달리 이동과 길 찾기(Navigation)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흰 지팡이(White cane)이나 안내견 

등 다양한 보조 수단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시각을 

대체할 수 있는 청각 또는 촉각 자극을 이용하여 진행 

방향에 대한 정보, 장애물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음성 및 소리 기반 정보 전달 

시스템이 널리 연구되어 왔다 [1,2]. 그러나 이들 

시스템은 정보의 획득 창구가 청각 자극만으로 

제한되며, 주행 중인 차량과 같은 위험 요소의 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각 자극에 일정 부분 부담을 

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제 3 의 자극인 촉각 자극이 

대안으로 활용되었다. 촉각 자극은 정보량 자체는 

청각 자극보다 적으나, 개인화 되어 있으며, 소음 등 

외부로부터 받는 자극에 의한 혼선의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탐침[3], 

조끼[4] 등 햅틱 보조공학 장치들이 연구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제품으로 출시되기도 하였다 [5]. 

그러나, 이와 같이 활발히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 및 촉각 보조공학 장치들은 그다지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장치의 적응 및 습득에 

비교적 시간이 걸림과 더불어, 착용 및 휴대의 불편함, 

그리고 장치의 특이한 외관 등의 단점으로 인하여 실 

사용자가 사용을 꺼리는 문제 또한 있기 때문이다 [6].  

본 연구에서 구현한 FeetNavi 는 이러한 단점에 착안,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신발 깔창(Insole)에 고성능 

진동자를 삽입, 햅틱 자극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강한 

햅틱 신호를 양 발바닥에 제공함으로써 진행 방향 및 

장애물 존재 여부, 장애물과의 거리와 같은 정보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 실험에서는 FeetNavi 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길 찾기 Task 에서 소요시간 및 장애물과의 충돌 

횟수를 측정하고, 실험 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 FEETNAVI 시스템의 구현 

2.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그림 1. FeetNavi 시스템의 구성 

그림 1 은 전체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다. 본 실험에 

사용된 하드웨어 장치는 장애물 감지 및 경로 추적과 

관련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대신, ‘오즈의 

마법사 방법 (Wizard-of-Oz method)’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진행 방향과 주변 장애물의 위치를 

감지했다고 가정하였으며,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진행 방향 및 거리 정보를 FeetNavi 시스템의 

휴대폰으로 전달하였다.  

전달된 거리 및 방향 정보는 신발의 깔창에 삽입된 

진동자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었으며, 이 때 

진동이 가해지는 부위(발바닥)는 신체 부위 중 

상대적으로 진동에 대해 둔감하므로 [7], 고성능의 

진동자(TactileLabs, Haptuator Mark II)를 사용, 

강한 진동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자극 정보의 수신, 진동 피드백의 생성을 

위하여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Google Nexus 

5)에서 실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구동하였으며, 

진동자는 휴대폰의 3.5φ 오디오 단자와 증폭 회로를 

이용하여 구동하였다.  

2.2 햅틱 피드백 설계 

햅틱 피드백의 설계에 있어서 신체 부위의 특성 또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8]. 따라서, 강한 

저주파 진동 (100 Hz 정현파(Sinusoid), 진동 가속도 

3g-6g; (g=9.8m/s2))을 사용하여 중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였다. 피실험자의 진행 방향을 

토대로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좌회전, 

우회전에 대해 각각 강, 약 + 장애물 인접)의 햅틱 

피드백만을 표 1과 같이 설계, 활용하였다. 

표 1. FeetNavi 시스템의 햅틱 피드백 

상황 햅틱 피드백 

좌/우회전(약) 왼쪽/오른쪽 약한(3g) 진동 

좌/우회전(강) 왼쪽/오른쪽 강한(6g) 진동 

장애물 인접 양 쪽 모두 강한(6g) 진동 

3. 사용자 실험 

3.1 피험자 

FeetNavi 시스템은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나, 

흰 지팡이와 숙련도 면에서 큰 차이가 예상되므로 본 

실험에서는 부득이 비숙련 정안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는 총 9 명의 건강한 정안인 

대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피험자 전원은 시각 

장애인용 흰 지팡이, 그리고 햅틱 장치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었다. 피실험자들은 1 시간 내외의 실험에 

참여한 대가로 금전적 보상 (1 만원)을 받았다. 

3.2 예비 실험 - 자극의 식별 (Identification) 

길 찾기 실험에 앞서, 피실험자는 편한 신발에 

FeetNavi 시스템의 진동자가 설치된 깔창을 설치하고, 

진동이 올바르게 나오는 지 확인하였으며, 무작위로 

주어지는 햅틱 자극을 판별하는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다. 1 인당 10 회, 총 90 번의 식별 Task 에서 

피험자 전원이 자극을 정확하게(100%) 식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본 실험 – 길 찾기 (Navigation) 

본 실험에서는 그림 2 와 같이 교내 강의실(5.7m × 

8.7m)에 장애물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미로를 설치하고, 정방향 및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피실험자 1 인당 총 4 회의 Blind navigation 

task 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때, 미로에서 통로의 

폭은 약 65cm, 미로 내 경로 길이는 약 30m 정도였다. 

또한, 경로를 기억하는 등의 학습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로의 제시 순서는 Latin Square 를 이용하여 

Balancing 하였으며, 피실험자로 하여금 미로의 

입구부터 안대를 쓰고 이동하도록 했다. 각 Task 

사이에는 약 5 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그림 2. 미로 찾기 실험 장면 

실험 시 4 회의 Blind navigation task 에 대하여 각각 

길 찾기의 소요시간과 미로 내 장애물과의 충돌 

횟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4 회의 Task 를 모두 마친 

후 설문을 통하여 FeetNavi 시스템의 유용성 

(Usefulness), 직관성(Intuitiveness), 사용 난이도 

(Difficulty to use) 및 햅틱 자극의 불편함 

(Discomfort of feedback)을 5 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길 찾기 Task 에서의 소요시간 및 충돌 횟수 

아래 표 2 에 4 회의 Blind navigation task 의 총 

소요시간 및 충돌 횟수를 나타내었다. FeetNavi 는 흰 

지팡이에 비해 충돌 횟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소요시간 면에서 유의미하게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irwise t-test, t(16) = 4.34, p 

= .0005, Cohen’s d=0.71). 즉, FeetNavi 시스템이 



Blind navigation task 에서 흰 지팡이보다 더 빠르게 

길 찾기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총 소요 시간 및 충돌 횟수(평균±표준편차) 

 소요시간(s) 충돌 횟수(회) 

흰 지팡이 904.0±420.4 30.0±19.2 

FeetNavi 442.8±124.8 29.6±12.4 

4.2 실험 후 설문 응답 결과 

실험 후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 표 3 에 

정리하였다. FeetNavi 시스템은 대체로 유용하고, 

직관적이며 사용하기 쉽다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으나, 햅틱 자극 또한 

불편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3. 실험 후 설문 응답 결과 (5 점 만점, 평균±표준편차). 

유용성 직관성 난이도 자극의 
불편함 

3.9±0.9 4.2±1.0 4.1±0.9 3.8±0.8 

*난이도: 5 점(매우 쉬움) – 1 점(매우 어려움),  

*자극의 불편함: 5 점(매우 편안함) – 1 점(매우 불편함) 

4.3 고찰 

흰 지팡이와 FeetNavi 의 소요시간 차이(4.1 절 표 2) 

는 자극으로부터 정보를 습득, 인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FeetNavi 

시스템은 진동을 통하여 진행 방향과 장애물 유무 등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반면에, 

흰 지팡이는 이러한 정보를 모두 Scanning 을 통하여 

알아내야 하므로 초심자의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잘못 인지하는 상황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각 장애인들이 흰 지팡이 사용에 익숙함을 감안, 

FeetNavi 와 흰 지팡이를 조합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적은 충돌횟수만으로 Navigation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시각 장애인의 길 찾기를 위한 족부 

햅틱 시스템 FeetNavi 를 구현하고, 실제 실내 

길찾기(Indoor navigation) 시나리오에 대해 사용성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4 종류의 미로 

탐색에 대하여 유의미하게 적은 소요시간을 

보임으로써 그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로 족부 햅틱 자극의 다양화와,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용성 평가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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