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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장치와 앱을 사용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범죄 예방 어플리케이션과는 다르게 스마트폰에서 물리적인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음성으로 이벤트를 발생시켜 자신의 위치정보를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로 SMS를 보내고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사

이렌을 자동으로 동작시킴으로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키워드: 스마트폰(Smart phone), 아두이노(Arduino),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I. 서 론

요즘 사회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원룸촌은 어두운 

지역이 많고 CCTV 또한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또한 가로등이 있지만 꺼진 가로등도 심심치 않게 보

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도움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갑작스럽거나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전화나 문자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갑작스럽고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 스마트폰을 

꺼내어서 전화나 문자로 도움을 청하기보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미리 등록된 특수한 음성을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자신

의 위치정보를 자신이 미리 지정한 번호로 sms로 보냄과 동시에 

자신의 폰으로는 사이렌 소리를 발생시키게 하여 범죄자가 놀라서 

도망가게 하거나 도움 문자를 받도록 지정된 사람에게 도움을 받

을 수 있게 함으로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와 스마트폰 앱

을 구현하였다. 

II. 본 론

1. 시스템 구조 

그림1은 범죄 예방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이다. 시
스템은 크게 1)제어 및 경보 발생 장치, 2)송신측 스마트폰, 3)수
신측 스마트폰으로 구성된다. 먼저 1)제어 및 경보 발생 장치는 제

어 모듈, 블루투스 모듈, 음성인식 모듈로 구성된다. 음성인식 모

듈은 계속해서 주변의 소리를 받으면서 등록된 신호로 판단되는 

소리가 입력되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등록된 소리와 일치된다고 

판단되면 이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 장치를 통해 인식결

과를 송신측 스마트폰에게 보낸다. 송신측 스마트 폰은 개발된 앱 

프로그램이 동작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블루투스로부터 인식

결과를 수신하는 기능과, 자신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기능과, 인
식결과에 따라 등록된 번호로 자신의 위치 정보 등 알람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과 알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대상 전화번호를 등록

하는 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위기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등록된 번호로 알람 메시지가 전송됨과 동시에 자

신의 스마트폰에는 사이렌 소리을 발생시켜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멈추고 도망가게 하거나 보호자에게 통보되어 도움을 얻을 수 있

게 된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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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 및 경보 발생 장치

2.1 음성인식모듈

사용된 음성인식 모듈은 아두이노 보드와 잘 호환되는 기종으

로 EasyVR Shield[1]를 사용하였다. 이 음성인식 모듈은 자신의 

특정 목소리를 녹음하여 인식시켜두면 인식시켜 둔 소리와 동일하

다고 판단되는 소리가 입력될 경우 특정한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

다. 따라서 이 음성인식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 비상(위험)시에 스

마트폰을 꺼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버튼을 누르는 복잡한 

행위를 대신하여 목소리라는 보다 단순하며 용이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위험에 보다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2.2 제어 모듈

제어보드는 Arduino-Mega[2] 보드를 사용하였으며 이 모듈은 

음성인식 모듈로부터의 인식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그 결과

를 이 장치에 연결된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2.3 블루투스 모듈 

블루투스 모듈은 JMOD-BT-1[3]을 사용하였으며 제어모듈에 

연결되며 제어모듈에서 취합하여 보내주는 시리얼 형태의  음성인

식 결과 데이터를 자신의 스마트폰(송신측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블루투스 장치를 통해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3. 송신측 스마트폰 앱

개발된 스마트폰 앱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으로 개발하였으

며 음성인식 모듈에서 인식한 결과 신호를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보내오면 스마트폰에 내장된 블루투스 장치를 통해 수신하여 수신

된 정보가 위험을 알리는 신호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벤트가 발

생된다. 이벤트가 발생되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GPS를 이

용하여 생성된 자신의 위치 정보와 도움 요청의 문구를 미리 지정

하여 둔 핸드폰 번호로 전송한다. 또한 전송과 동시에 자신의 스마

트폰에서는 사이렌과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플래쉬가 작동하

도록 설계하였다. 그림2는 송신측 스마트폰에서 동작되고 앱의 초

기 화면이다. 제어 및 경보발생 장치와의 블루투스 셋업을 위한 버

튼과 보호자 번호를 등록하는 버튼, 경보 사이렌을 끄는 버튼, 시
험용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버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 안드로이드 폰에서 실행된 앱의 

화면

III. 결 론

개발된 장치와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과 음성인식 모듈을 조

합하여 음성만으로도 편리하게 앱을 실행 시킬 수 있다. 그러나 

EasyVR의 음성 인식률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발된 

범죄예방시스템은 위험한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

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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