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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사용자

1. 서비스 배경



환경

Environment

지배구조

Governance

사회

Social

사회적 약자의 동반 성장(ESG)

기술의 발달, CMF와 AI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서비스배경

시각장애 사용자서비스의 필요성

1. 서비스 배경



서비스핵심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사용 구조

2. 서비스 핵심

스마트 글라스
착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CMF 

AI서비스는 스마트 글라스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원시

데이터를 저장, 원천데이터로

전환시키고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임.

공간

생활용품

가전

특정되지 않은

미 식별재질



서비스 내용

2. 서비스 핵심

공간

생활용품

가전
특정되지 않은

미 식별재질



데이터의 순환과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들은 갈수록 더 견고해지는 방식을 가지고 있음.

서비스 내용

2. 서비스 핵심



크라우드 소싱의

활성화

2. 서비스 핵심

시각장애 사용자나

가족/지인 등이 직접 CMF 

원천 데이터를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각정보의

기본 빅데이터를 형성함. 



다른 사용자가 등록한

CMF를 전혀 다른 공간의 새로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순환됨.



시각장애 사용자 A

(51세, 여, 고혈압/당뇨 합병증)

• A는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서서히 시력이 저하되어 시각장애를 얻게 됨.

• A는 겨우 빛만 감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됨.

• CMF 기반 AI 서비스와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소재, 색, 표면처리가 다른 유리잔,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을 사용하는데 유용한 시각 정보로 편의성이 높아짐.

서비스 시나리오 1

: 시각장애 사용자에 대한 생활 보조

2. 서비스 핵심



서비스 시나리오 1

: 시각장애 사용자에 대한 생활 보조

2. 서비스 핵심



시각장애 사용자 B

(32세, 남, 교통사고)

• B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인해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로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낯설고 공포심을 겪는 상태임.

• B는 평소 쉽게 사용하던 가구와 용품, 실내 이동을 새로

익혀야 하며 선풍기조차 이제는 위협적으로 느끼게 됨.

• CMF 기반 AI 서비스와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사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피하며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음.

서비스 시나리오 2

: 시각장애 사용자에 대한 생활 보조

2. 서비스 핵심



서비스 시나리오 2

: 시각장애 사용자에 대한 생활 보조

2. 서비스 핵심



시각장애 사용자 C

(70세, 남, 전맹 시각 장애)

• C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으로, 오랜 세월을 앞이

안보이는 생활을 함.

• 집 안에서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낼 수 있지만

명절날 아들 집에 방문할 때마다 익숙하지 않은 실내환경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게 됨.

• CMF 기반 AI 서비스와 스마트 글라스 덕분에 가구, 사물, 

용품에 대한 식별 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실내 환경에

적응에 긴장도가 떨어지고 안정감을 찾음.

서비스 시나리오 3

: 시각장애 사용자에 대한 생활 보조

2. 서비스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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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 사용자에 대한 생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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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의 융합 : 컴퓨터 비전+컴퓨터 비전+음성안내+의료보조+사용자 경험 디자인

2) 서비스 수준은 시각장애 사용자의 생활 보조 역할

3) 디바이스인 스마트 글라스는 현재 센서, 베터리, 정보송수신 등

핵심 기술이 개발되어 있음

4) 안면, 문자 인식 등 형태 편중된 시각 정보와 다른 다각도의

정밀한 CMF 정보와 AI 알고리즘 활성화

서비스 현실화와

기술 적용

3. 기술적용과 기대효과



3. 기술적용과 기대효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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