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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가정내에서 발생되는 소리  방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 을 때 상

황을 다양한 센서로 감지한 후 청각장애인들에게 발생된 상황을 통보하여 청각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돕는 가정용 헬스 어시스템을 구 하고자 하 다. 가정에서 발생된 신호를 센서모듈과 연동한 후 감
지된 신호를 무선으로 송하고자 지그비 통신모듈을 사용하 고 각 센서 모듈로부터 받은 데이터 처

리는 PIC 16F687 마이크로 로세서를 이용하여 처리하 다. 청각장애자에게 발생된 각각의 상황을 
달하기 해 각각의 감지된 센서마다 고유한 진동 패턴을 설정하여 진동의 느낌을 통해 청각장애인은 

발생된 상황을 감지하도록 구성하 다.

1. 서 론

차 사회가 고령화되고 건강과 복지에 한 사회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유비쿼터스-헬스 어산업

에 한 심 한 증가하고 있다.  U-헬스 어와 

련된 보건비용 지출은 지속 으로 증가하여 미국

의 경우 1인당 $355에서 $893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U-헬스 어 시장은 2001년 $700억에서 2010

년 $3,800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1][2]. U-

헬스 어는 질병의 치료  방용 건강 리, 조기

응  사후질병처리를 시간 , 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에 한 정보  이력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말한다[3][4][5].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에게 청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U-헬스 어시스템을 구성해 보고자 하 다. 청각장

애인들은 가정에서 발생된 신호를 센서모듈과 연동

한 후 감지된 신호를 무선으로 송하고자 지그비 

통신모듈을 사용하 고 각 센서 모듈로부터 받은 데

이터 처리는 PIC 16F687 마이크로 로세서를 이용

하여 처리하 다. 청각장애자에게 발생된 각각의 상

황을 달하기 해 각각의 감지된 센서마다 고유한 

진동 패턴을 설정하여 진동의 느낌을 통해 청각장애

인은 발생된 상황을 감지하도록 구성하 다.

2. 본 론

2.1. 청각장애인을 한 상황감지 시스템

가정에서 발생된 상황 에서 청각장애인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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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  수 있는 상황으로는 문(창문)의 개폐상황, 

인종소리, 화벨 소리, 아기울음 소리  메일 수

[그림 1] 체시스템 구성도

신 등으로 분류하 다. 이들 상황을 각각의 센서모

듈에서 감지 한 후 슬라이 모듈과 연동하여 각각의 

신호를 지그비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청각장애인이 

착용한 마스터모듈로 송된다. 송된 신호는 각각

의 센서모듈에 따른 고유의 패턴을 가진 진동신호로 

청각장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그리고 마스터모듈

은 온도, 맥   가속도 센서 등을 옵션으로 추가

할 수 있어 청각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 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시 SMS등을 통한 응  통보가 이

루어지도록 구성하 다.

[그림 2] 하드웨어 구성 블럭도

2.2 H/W 시스템의 구성  시제품 제작

H/W 시스템 구성은 크게 상황감지 센서, 슬라이

모듈과 마스터 모듈로 이루어진다. 상황감지 센서

는 슬라이 모듈에 부착된다. 문의 개패 상태는 마

그네틱센서를 이용하여 감지하 고, 소리 인식은  

마이크센서로 빛의 조도 상태는 CDS센서를 이용하

여 측정하 고 화벨 소리를 감지하기 한 센서 등 

다양한 상황 감지센서를 부착하여 감지하도록 구성

하 다. 슬라이  모듈의 동작 압은 DC 3V～3.6V

이며 소비 류는 기모드시 1uA이하로 제작하

다. 코인 형태의 지를 사용하여 소형으로 제작하

여 착용상 편리를 도모하 다. 상황인지모듈을 통해 

입력된 신호는 슬라이 모듈의 PIC16F687을 통해 

신호처리하 으며 nRF24L01을 통해 무선 송되며 

송된 신호는 마스터 모듈에서 송받아 각각의 센

서 모듈에 따른 다양한 패턴의 진동신호로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인은 진동의 패턴을 느껴

서 발생된 상황을 감지하게 된다.  진동신호 발생을 

하여 12∅, 두께 3mm의 진동모터를 사용했으며 

동작 압은 DC 3V이다. 이를 한 동작 원으로 

Lithium 베터리를 사용하 으며 압은 3V,  

1400mAh를 사용하 다. 마스터 모듈은 휴 가 용이

한 형태로 허리나 팔목에 부착 가능한 형태로 만들

었으며 생체신호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추가 옵션으로는 맥 를 

측정하기 한 맥  센서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체온센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가속도 센서가 

있으며 각 센서를 통하여 상황에 따라 장애인의 응

상태를 SMS 문자 상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 마스터모듈 내부회로도

[그림 4] 개발된 마스터모듈(좌)과 슬라이 모듈(우)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각 장애인을 돕기 한 U-헬스

어시스템을 시도해 보았으며 이를 해 지그비를 이

용한 무선통신 모듈을 제작하여 가정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각각의 센서를 통해 감지하 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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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U에 용하여 청각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마스

터모듈로 송하여 다양한 진동패턴을 통해 알려주

는 형태로 구성하 다. 한 청각장애인의 체온, 움

직임, 맥  등을 옵션 형식으로 감지하여 응 상황

을 SMS 문자서비스 등을 통하여 외부로 송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을 

한 U-헬스 어시스템을 구성해 보고자 하 고, 

한 센서모듈에서 입력 받은 신호를 간단하게 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모듈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센서

와 연동가능하게 하여 기존의 다른 기기와 응용가능

한 U-U-헬스 어시스템 시장의 확 에 도움이 되

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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