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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우발

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과학 기술의 발달로 개인마다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단순

한 통화 기능 뿐 아니라 TV, 카메라, 인터넷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위기상황 대응을 위

한 포터블 기기를 사용한다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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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1]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과학 기술의 발달로 

개인마다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며[2], 스마트폰은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통화를 하는 등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뿐 아니라 TV 시청, 

인터넷 서핑, 카메라 촬영에 이르기까지 이용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위기상황 대응에서도 이러한 스마트폰

의 기능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나[3], 현재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하

기 위한 포터블 기기를 연구 및 설계한다.

II. 음성인식을 이용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포터블 기기 설계

본 논문에서는 음성인식을 기반으로[4] 하여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포터블 기기를 설계한다. 스마트폰은 판정단계 진입요건 체크, 음성 

인식, 커맨드 판독, 동작 실행 등을 대부분 수행할 수 있어 포터블 

기기로서 적합하다. 그러나 스마트폰만이 포터블 기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음성 인식을 하면서 위기상황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 중 어느 하나라도 실행할 수 있다면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포터블 기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해당 포터블 기기는 음성을 인식해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녹음, 녹화, 메시지 전송 등 적절한 기능을 

수행한다. 포터블 기기의 구조는 Fig. 1.처럼 구성되어 있는데, 전원부

에서는 기기의 전원을 관리하고, 표시부에서는 디스플레이에 동작을 

표시한다. 실행부에서는 실제 동작이 수행되고, 접수부에서는 사용자

의 목소리가 들어오게 되고 감지수단에서 이를 판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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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portable devices

Fig. 2.과 같이 사용자의 억양, 톤, 속도, 발음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용자가 맞는지 확인한다. 사용자가 일치하면 사전에 설정해둔 암어

에 있는 커맨드를 실행한다.

Fig. 2. Recognition of user voice

포터블 기기로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각종 

동작과 관련된 표시화면이 제공된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기본적

으로 제공되는 바탕화면 및 특정 앱을 실행시켰을 때에 동작화면 

등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될 수 있다. 대부분의 위기상황의 경우 이러한 

동작이 실행 중인 것을 상대방에게 발각된다면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동작이 실행 

중일 때에 디스플레이에 해당 동작과 무관한 화면이 제공되어 실행 

동작을 성공적으로 은폐할 수 있다. 

Fig. 3. Concealment of action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포터블 기기를 연구하고 

설계하였다. 포터블 기기는 사전에 암어를 설정하여 사용자가 위기상

황에 봉착했을 때 해당 암어를 말하게 되면 사용자의 억양이나 목소리 

톤 등을 확인하여 사용자를 판단한다. 만약 사용자가 일치하면 녹음, 

메시지 전송 등 사전에 연결시킨 커맨드를 실행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포터블 기기를 구현한다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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