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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센서를 활용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감지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어플리케이션 

메뉴는 백그라운드 실행 유지와 특정 데시벨 이상의 음성인식 동작으로 구성한다. 백그라운드 유지 실행 유지는 스마트폰의 어

플리케이션 작동 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증진하며, 특정 데시벨 이상의 음성인식을 통하여 일상적

인 소리가 아닌 화재나 재난 상황 시 발생하는 경보기소리나 아이 울음소리, 초인종 소리 등 사운드를 통한 인식이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진동과 빛 센서를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주변 상황을 감지하도록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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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는 기준 2008년부터 현재 통계가 확인된 2017년도 까지 

평균적으로 260명의 청각, 언어 장애인의 등록 추이는 그림 1과 

같다[1].　

청각 장애인들은 보청기나 인공와우와 같은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의 소리를 감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활용하여도 원음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없다. 이에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나 입모양 등 

시각적인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주변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2014년 

서울시 강동구는 청각장애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하려 

차량에 붙일 수 있는 청각장아앤 표지를 제작하고 배포 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2].

Fig. 1. Status of disabled people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삶에 시각, 촉각적인 빛과 

진동 센서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II. 음성감지 어플리케이션 설계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의 마이크 센서에 입력을 통하여 진동과 

빛을 통한 알람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설계한다. 안드로이드 마이크 

센서는 입력된 사운드를 레벨에 따라 구분하고 해당 값이 어느 정도 

유지될시 에만 알람의 기능을 활성화 한다.

III. 음성감지 어플리케이션 구현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센서의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청각장애 사용자의 연령대가 청, 장년기로 확정할 수 없기에 유년기와 

노년기의 사용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한 UI를 구현하였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메인화면은 그림 2와 같이 2가지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동작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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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in Activity

그림 2의 BACKGROUND_ON 버튼을 활성화 하면 안드로이드 

노티피케이션에 채널을 설정 후 노티피케이션의 기본 소리와 함께 

백그라운드로 동작을 실행한다.

Fig. 3. BackGround Execution

그림 3과 같이 백그라운드 실행을 알려주는 알람을 띄우게 된다. 

입력된 소리를 레벨에 따라 나눈 뒤 크기가 10000 이상인 특정 

값이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입력이 된다면, 진동과 함께 빛 센서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현재 상태를 알려준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센서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위험한 상황

에 처하거나, 택배 등 청각장애 사용자가 소리를 듣기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청각장애 사용자의 연령대가 

다양한 관계로 유년기 혹은 노년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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