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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

ministration)이 발표한 “Digital Health Innovation

Action Plan"에서는 규제기관이 헬스케어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의료

기기 인허가를 개별 제품이 아니라 개별 개발사에 

기반을 두어 규제하는 프로그램 가동이 시작되었다.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갖춘 회사에 자격(Pre-Cert,

precertification)을 부여하고 이 회사들이 개발한 디

지털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면제하거

나 간소화 하는 방식이다. 이런 계획을 볼 때 앞으로 

IoT 기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호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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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ring-impaired people are increasing rapidly due to the global aging trend. Early detection of hearing

loss requires an easy-to-use audiometry device for the public. Existing audiometry systems were

developed as PC-based, PDA-based, or smartphone apps. These devices were often dependent on specific

software platforms and hardware platforms. In this paper, we tried to improve software platform

compatibility by using cross platform, and tried to implement IoT-based pure tone audiometry device

which does not require sound pressure level correction due to hardware differences. Pure tone audiometry

is available in a variety of ways depending on the type of hearing loss and age. Using the IoT-based

audiometry device implemented in this paper, it will be possible for an app developer who lacks hardware

knowledge to easily develop an app with various scenarios for hearing scree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software and hardware dependency in the development of

IoT-based healthcar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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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혁신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

다[1,2].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로 앞으로 노인성 난청 

환자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미국은 20세 이상 성인 중 20dB 이상의 청력

손실 인구가 2020년 성인의 15%(4411만 명)에서 

2060년 성인의 22.6%(7350만 명)로 점차 증가하며,

이 증가는 노인층에서 가장 커서 청력 손실 성인 가

운데 70세 이상 노인이 2020년 55.4%에서 2060년 

67.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등도 이상

의 청력 손실을 가진 성인의 숫자는 향후 43년간 점

차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3]. 국내의 경우에도 청각

장애인의 84.8%가 만 50세 이상으로 고령화에 따른 

청각장애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4]. 노인성 청각 장

애는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해 청력손실의 

진행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혈압계, 혈당

계, 체중계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언

제, 어디서나 청력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청각검사 

기기의 보급이 필요하다. IoT 기반의 헬스케어 디바

이스로 개발 된다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가정, 병원

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측정된 생체정보

는 헬스케어 플랫폼과 연동되어 이용자의 건강관리

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신 등은 PDA와 이어폰으로 구성되는 PDA 기반

의 청력검사기를 제안하였다[5]. 그러나 PDA는 제

품 모델에 따라 음향특성이 다르므로 같은 음압 입출

력 시스템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력검사에 적합한 

음압을 출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각각 제품별 출력 음압 보정이 반드시 필요한 문

제점이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

서 스마트폰 기반의 청력검사기에 관한 연구들도 수

행되고 있다. 그러나 청력검사 앱이 iOS 및 Android

등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의존성을 갖다는 문제와 

앞서 제기된 PDA기반 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

는다는 단점이 있다. 박 등은 스마트폰 제조사별 출

력오차를 실험한 결과 삼성이 LG보다 높음을 관찰

하였으며, 모델에 따라서는 같은 주파수 순서로 

ANSI 표준보다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제조회사별 

보정을 위해서는 초기 화면에 스마트폰 제조회사를 

선택하여, 음압 보정 파라미터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6]. 그리고 이 등은 청각 테스트 전 조정 과정을 거쳐 

모바일 세트를 보정을 할 수 있지만 정상 청력을 가

진 사람을 대상으로 먼저 검사를 진행하여 조정하는 

주관적인 방식의 청각검사 앱을 개발하였다[7]. 따라

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청각 검사기의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의존성과 소프트웨

어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용 컴퓨터(PC, personal com-

puter), 개인용 정보 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기기 간을 상호 호

환성 있게 통신할 수 있는 있는 크로스 플랫폼을 활

용한 IoT 기반의 순음청력 검사기를 구현하였다. 이

를 위하여 제조사 및 제품별 하드웨어 차이에 따른 

음압 보정이 필요한 하드웨어 의존성 문제를 근본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 순음발생 부분을 하드웨어적으

로 분리하여 별도의 IoT 디바이스로 구성하여 블루

투스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하는 전체적

인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순음 청력검사

기기는 하드웨어 의존성 문제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의존성 문제도 동시에 고려해야하므로 Windows,

Linux, MacOS, Windows CE, Android, iOS 등 다양

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공존할 수 있도록 개발함에 

따른 비용문제도 고려하여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

프트웨어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

폼에 적용이 가능한 크로스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여 순음청력 검사 GUI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구현된 GUI를 5가지 플랫폼에 동작함을 확인하였으

며 제안된 방법으로 개발한 보드와 GUI를 연동한 통

합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2. 시스템 설계 및 구현

2.1 시스템 구조 설계

제안된 시스템의 구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

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IoT 기반의 헬스케어 디바이

스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제어되고 측정된 헬스 정

보는 인터넷을 통해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전송되어 

관리된다. 즉, 블루투스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에서 

제어 가능한 형태의 독립적인 디바이스 형태로 설계

하여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정이나 병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PC, PDA, 스마트

폰의 하드웨어 의존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순음발생장치는 하드웨어적으로 분리하여 IoT 기반 

순음청력검사기 내부에 구성하고 스마트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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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소프트웨어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Windows, Linux, MacOS, Android, iOS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크로스 플랫폼을 사용하여 GUI를 개발

해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Fig. 1과 

같이 블루투스 통신부와 오디오코덱, GUI를 탑재한 

스마트폰 및 이를 제어하는 CPU로 구성되는 전체적

인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였다.

Fig. 1과 같이 제안된 시스템 구조는 기존의 다양

한 IoT 헬스케어 디바이스들처럼 블루투스를 사용

하여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GUI를 통하여 제어된다.

하드웨어 의존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순음 발생장치는 하드웨어적으로 분리하였다. 즉 

PC, PDA, 스마트폰 내부의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하

지 않고, IoT 디바이스로 이동하여 배치하고, 스마트

폰의 제어 명령패킷을 받아 동작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제조사별 제품별 음압 보정을 해야 하는 하드웨

어 의존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독립적인 블루

투스 이어폰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순음청력검사기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2.2 IoT 기반의 순음청력검사기 개발보드의 구현

제안된 시스템 구조에 따라 Fig. 2와 같은 IoT 기

반의 순음청력검사기 개발보드를 구현하였다.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메인 프로세서는 주변회로를 제어

함과 동시에 고속음향 신호처리가 가능한 직접 메모

리 접근(DMA, direct memory access) 기능을 가지

며 IoT 디바이스에 적합한 소형 패키지 형태이어야 

함으로 오디오 코덱, 블루투스 칩과 디지털 통신 가

능한 인터페이스가 있고 2.3V∼3.6V 저전력에서 사

용 가능한 PIC32MX470을 사용하였다[8]. 메인 프로

세서의 주요 사양은 Table 1과 같다.

PIC32MX470에 적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MPLAB X IDE v3.20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순음청력검사에 사용되는 순음 생성은 식 (1)과 같이 

sin() 함수를 사용하여 주파수 , 샘플링율(sampling

rate)  , 음의 강도  ,  번째 샘플을 파라미터로 

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PCM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 sin
  (1)

생성된 PCM 데이터는 I2C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Fig. 1. System architecture.

Fig. 2. Development board of IoT-based pure tone au-

diometer.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PIC32MX470[8]

Specification Value

Core MIPS32 M4K

Clock frequency 120 MHz

Performance 150 DMIPS

Power Consumption 0.5 mA/MHz

Operating Voltage 2.3 V to 3.6 V

Architecture 32-bit

Flash Memory 512 KB

SRAM Memory 128 KB

CODEC Interface (I2S, AC97)

A/D Channel 28

SPITM 2

I2CTM Compatible 2

Debug JTAG, compressed trace

Dimensions 9 × 9 × 0.9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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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코덱으로 전달되고 오디오코덱 내부의 D/A

Converter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다. 변환

된 신호는 오디오코덱(ASAHI KASEI, AK4642EN)

내부의 증폭회로를 통하여 이어폰으로 순음이 출력

된다. 블루투스 모듈과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위해 

차동 입력을 받아 증폭하는 MAXIM의 MAX97220

앰프를 사용하였다.

스마트폰과 연결하기 위한 무선 통신은 블루투스 

모듈(Bluecreation, BC127)을 사용하였다[9]. BC127

은 듀얼모드를 지원하고, 저전력에 소형 폼펙트로 

IoT 디바이스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블루투스 4.2

Class 2 모듈이다. 다양한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지원

하며 특히 Android, iOS 연동에 필요한 SPP, IAP,

IAP2, HFP, A2DP, AVRCP 프로파일 등을 지원하며 

호환성이 높아 사용하였다.

2.3 크로스 플랫폼을 활용한 GUI 설계 및 구현

Fig. 3은 IoT 기반 순음청력검사기 GUI을 위한 

통합 소프트웨어 구조를 나타내며 앱 구조는 GUI와 

BT Manager 모듈로 나누어 설계하여 재활용성을 

높였다. BT Manager 모듈은 블루투스 제어와 관리

를 담당한다.

BT Manager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BT 연결과 

해제를 위한 connectionBtService(), disconnectBt

Service(), 명령 패킷을 만들어 전달하는 sendMessage

(), 에러를 처리하는 clearBtConnectionErrorType()

등이 있다. BT Manager는 블루투스를 제어하기 위

해 Qt Framework에서 지원되는 Qt Bluetooth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사용하거나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네이티브 플랫폼 종류에 따

라 블루투스 제어를 위한 네이티브 API를 직접 사용

하였다. Qt Bluetooth API는 다양한 플랫폼에 제공

되는 블루투스 네이티브 API를 통합하여 Qt Frame-

work에서 제공하는 API이다.

Qt Bluetooth API는 Qt 플랫폼의 지속적인 업그

레이드를 통하여 각 Qt 버전에 따라 Android (Qt

5.3), Bluez5(Qt 5.4) 및 OS X(Qt 5.5)를 포함하도록 

확장되고 있지만 iOS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API는 

없는 상태이다.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 건강 및 환

경 센서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Qt는 블루투스 

Fig. 3. GUI softwar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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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Enabled 장치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의 모든 Qt 블루투스 플랫폼에서 BLE(bluetooth low

energy)를 지원하도록 확장되고 있다[10]. 크로스 플

랫폼을 사용하더라도 버전에 따라 모든 플랫폼에서 

완벽하게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네이

티브 API를 활용한 추가적인 구현 노력이 필요하다.

GUI 모듈은 Qt에서 제공하는 독자적인 개발언어

인 QML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QML은 HTML과 

유사한 Markup Language형식이며 문법은 CSS와 

닮았다. 주로 QML과 Javascript API를 섞어서 GUI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 4는 순음청력검사를 위해 개발된 GUI 화면을 

나타낸다. 순음청력검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청력검사 방법들 중에서 하강법[11,

12]을 사용하여 250Hz, 500Hz, 1000Hz, 2000Hz, 4000

Hz, 8000Hz 6개의 주파수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중도난청에 해당하는, 60dB

HL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였고,

60dB HL∼20dB HL 까지 5dB 간격으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측정결과 또한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Subtlety, Sensi-

tive, Nomal hearing, Mid hearing loss, Severe

hearing loss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3. 실험 및 결과

3.1 통합 시험

구현된 순음청력검사기의 전체적인 통합 테스트

를 위해서 Fig. 5와 같은 전기음향 시험 블록도를 구

성하였다. 구성도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GUI에서 순음청각검사를 위한 자극음 발생 명령패

킷이 블루투스를 통해 IoT 기반의 순음청력검사기 

개발보드로 전달되면 해당 주파수의 순음이 발생된

다. 발생된 순음은 더미헤드(dummy head)의 외이도 

내부에 위치한 프로브 마이크로폰(probe micro-

phone, ER-7C) 팁에 전달된다. 전달된 순음은 오실

로스코프로 측정된다.

스마트폰 GUI를 통한 전체적인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Fig. 6과 같은 통합 시험 환경을 구성하였다.

적용된 순음청력검사방법은 하강법이며, 각 주파

수(250Hz, 500Hz, 1000Hz, 2000Hz, 4000Hz, 8000Hz)

에 대하여 오른쪽 귀와 왼쪽 귀의 청력역치를 측정한 뒤

Fig. 7과 같이 그래프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 GUI screen shot of pure tone audiometry.

Fig. 5. Electroacoustics test block diagram.

Fig. 6. Integration test of IoT based audiometry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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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순음 주파수 실험

순음청력검사를 위한 자극신호로 사용되는 순음

주파수는 주로 100∼8000Hz 사이의 주파수를 사용

한다. 순음 주파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실로스코프

(Tektronix, MSO4034)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스

마트폰에서 블루투스를 통해 전달되는 명령패킷에 

따라 IoT 기반의 청각 검사기 개발보드에서 순음 주

파수를 발생하도록 하여 100Hz, 500Hz, 800Hz, 1000

Hz, 1600Hz, 2500Hz, 8000Hz의 주파수에 대해 테스

트한 결과를 Fig. 8에서 보였다. 각 주파수별로 한 

주기의 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10ms, 2ms, 1.25ms,

1ms, 628μs, 400μs, 125μs로 측정되어 순음청력검사

에 사용될 자극신호로서 다양한 주파수 발생이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3.3 최대출력음압 실험

순음청력검사에서 자극음은 최대 120dB SPL 이

상 발생되어야 하므로 주파수 500Hz, 800Hz, 1000

Fig. 7. GUI screen shot of pure tone audiometry.

100Hz 500Hz

800Hz 1000Hz

1600Hz 2500Hz

8000Hz

Fig. 8. Result of pure tone frequenc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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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 1600Hz, 2500Hz 순음신호를 발생시키고 오디오

코덱과 증폭기를 통한 최대 출력음압을 측정하였다.

최대출력음압레벨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력단에 소

형 스피커(Knowles, GQ-30783)을 연결하고 발생된 

순음은 더미헤드(dummy head)의 외이도 내부에 위

치한 프로브 마이크로폰(probe microphone, ER-7C)

팁에 전달되도록 하였다. 전달된 순음의 최대 출력전

압(VOp-p)의 음압레벨이 몇 dB SPL인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프로브 마이크로폰을 사

용하였다. 프로브 마이크로폰의 특성은 94dB일 때 

50mVrms 값을 가지므로, 기준전압(VBp-p)는 식(2)

에 의해 약 141.42 mVp-p로 계산된다. 오실로스코프

로 측정된 주파수별 최대 출력전압(VOp-p)은 Fig.

9 및 Table 2와 같다.

식(3)에 의하여 94dB SPL에 상응하는 기준전압

(VBp-p) 대 출력전압(VOp-p)의 비로 출력전압이 

몇 dB SPL인지 변환한 결과 최대 출력 음압 레벨 

목표치인 120dB SPL 이상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 (2)

   log

   (3)

3.4 소프트웨어 의존성 실험

소프트웨어 의존성 극복을 목적으로 크로스 플랫

폼을 사용하여 개발된 GUI을 실험하기 위하여 5종류

의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Windows 시스템의 경우 

소프트웨어는 Windows 7 64bit를 사용하였고 하드

웨어는 AMD Fx(tm)6100 Six-Core 3.30GHz, 8GB

RAM를 사용하였다. Mac 시스템의 경우는 MacOS

Sierra 10.12.4와 MacBook Pro Interl Core i7 2GHz,

8GB RAM을 사용하였으며, Linux 시스템의 경우에

500Hz 800Hz

1000Hz 1600Hz

2500Hz

Fig. 9. Maximum pure tone output test result.

Table 2. Maximum puretone output test result

Frequency (Hz) 500 800 1000 1600 2500

VOp-p(V) 4.04 4.12 4.20 3.88 5.00

Maximum puretone (dB SPL) 123.11 123.28 123.45 122.76 1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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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ubuntu 16.04 LTS 64bit와 Intel Core i5-3550

3.3GHz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iOS 시스템의 경

우에는 iOS 9.0과 iPhone 6S를 사용하였으며, An-

droid 시스템은 Android 5.1와 LG G4를 사용하였다.

Windows, Linux, MacOS, Android, iOS, 시스템에

서 동작하는 GUI 화면을 캡처영상을 Fig. 10에서 보

였다. 화면 상단을 보면 플랫폼별 확인이 가능하며 

개발된 GUI가 각 플랫폼에 동작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시스템 마다 블루투스 칩셋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부 호환 문제는 추가적인 튜닝작업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코드는 재사용이 가능하며 문제없이 동작

하였다. 향후 GUI 개발은 Windows, Linux, MacOS,

Android, iOS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난청인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추가적인 검사 방법의 개발도 

가능하며 본 논문에서 구현한 개인용 검사 기능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기능까지 구현

이 가능하다.

4. 결  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사물인터넷 기술이 

활성화 되면서 헬스케어를 위한 다양한 IoT 기반의 

헬스케어 디바이스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

적인 흐름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크로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플랫폼 호환성을 높이고 하드

웨어 차이로 발생하는 음압레벨 보정이 필요없는 IoT

기반의 순음청력검사기를 구현하였다. 지금까지 순

음청력검사는 병원이나 보청기 판매점에서 주로 이

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청각검사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으로도 많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개발된 앱은 순음발생시 스마트폰의 하드웨

어적 의존성이 있어 다양한 스마트폰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우며 각 하드웨어에 따른 보정이 필수

적이다. 또한 스마트폰에 적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다양하여 각 플랫폼별로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여야 하므로 개발비용이 상승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Windows MacOS Linux

iOS Android

Fig. 10. GUI screen shot of various S/W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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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구현된 순음청력검사기는 난청인의 

나이, 난청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검사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GUI들의 개

발이 가능하다. 특히 유아의 경우 자극 음에 대한 응

답이 어렵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검사방법

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게임적인 요소를 적용한 새

로운 검사방법의 개발도 가능하다. 또한 구현된 IoT

기반의 순음청력검사기를 사용하여 하드웨어 지식

이 부족한 앱 개발자들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한 

순음청력검사용 앱 개발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는 IoT 기반 

헬스케어 디바이스 개발 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의존성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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