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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장애인들의 안전사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실외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위험에 취약하다. 본 논문은 청각장애인들이 듣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IoT 

센서를 부착한 목걸이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소리를 감지하고 알림을 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시된 시스템을 통해 감

지된 소리를 진동과 함께 시각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주어 위험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웨어러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키워드: 청각장애인(Hearing-impaired person),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소리감지(Sound detection),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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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우리나라의 인적 재난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서울시 

인적재난통계에 따르면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고 유형은 

교통사고(82.6%)이다. 그런데 국제장애인협회에 의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 시 장애인들의 60%는 인지 및 판단하지 못한다고 추정되었다[1]. 

특히 청각장애인들은 길을 걸을 때에 뒤에서 들리는 자동차나 오토바

이의 경적소리 등 시각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의 위험한 

상황에 대한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2][3].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청각 

장애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듣지 못하는 소리를 감지해 경고해주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껴 웨어러블 목걸이 형태의 디바이스가 소리를 

감지하고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진동과 함께 소리가 

감지되었다는 알림을 주어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4]. 또한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정한 번호로 전화와 메시지

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설계하여 청각장애인들이 혼자 외출했을 

때의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

II. Design of the System

1. System Architecture

Fig. 1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 감지 시스템에 대한 전체 시스템 

구성도이다. 구성은 웨어러블 부와 애플리케이션 부로 나누어져 있다. 

웨어러블 부에서는 사각지대의 소리 감지와 소리의 방향을 알아내는 

역할을 하는 MEMS형 사운드 센서와 메인보드 역할을 하는 나노보드, 

감지된 소리와 소리 방향의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 부로 블루투스 

통신으로 전송하는 HC-06 모듈이 있다. 애플리케이션 부에서는 블루

투스 통신으로 받은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에게 진동과 알림을 주는 

기능과 위험 상황 시 지정한 사람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Fig. 2는 시스템 흐름도이다. 웨어러블 부에서는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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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S형 사운드 센서가 데시벨 체크를 위한 Double형 변수 volts를 

사용해서 설정한 감도인 4.00보다 큰 지 확인 하고, volts값이 4.00 

이상 일 때 세 개의 volts 값을 비교해 각각의 소리의 방향을 알아낸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부와 블루투스 통신이 

연결되었나 확인하고, 연결되었을 때 데이터를 전송한다. 애플리케이

션 부에서는 웨어러블 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진동기능을 1초간 

수행하고 블루투스 통신으로 받은 텍스트 값을 비교해서 어떤 방향에

서 소리가 감지된 건지 화면에 출력한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메시지 

버튼과 전화 버튼을 클릭 시 지정한 번호로 연결된다.

Fig. 2. sequence diagram

Fig. 3의 사진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소리감지 IoT 웨어로블 디바이

스와 착용 사진이다. 

Fig. 3. picture of the prototype

2. Experiments

Table 1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소리감지 시스템 실험 결과이다. 

각각 실내, 공원, 학교 거리에서 센서 감도를 4.0으로 설정하고 각 

거리 별로 10회씩 녹음해 놓은 자동차 경적소리와 사이렌 소리를 

틀어 시스템의 정확도를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실외 4m이상 거리에서

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나머지 조건에서는 높은 정확도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Place 4M 2.5M 1M 0.5M

Indoor 90% 90% 100% 100%

park 60% 70% 90% 100%

School 50% 70% 90% 100%

Street 60% 80% 100% 100%

Table 1. results of experiment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청각 장애인들의 사각 지대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감지해 스마트폰  으로 센서 값을 전송하고, 

간편하게 애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로 소리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소리 감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서 청각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 사각 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의 소리에 

대한 보조도구로써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감지된 소리판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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