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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청각 장애인들은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는 소리를 인지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운드를 시각화하는 

웨어러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시스템의 음성 인식 센서가 음성을 인식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에 전송된 메시지를 확인하고, 

기상 · 재난 메시지를 웨어러블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여 청각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키워드: 청각장애인(hearing-impaired), 웨어러블(wearable), 음성 인식(Voice recognition)

I. Introduction

장애인용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체

할 수 있는 감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청각장애인용 디바이

스는 주변의 청각적인 요소를 진동으로 소리의 발생 방향을 제공한다

[4]. 본 논문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청각적인 요소를 진동보다 뚜렷한 

시각적인 요소로 바꾸는 디바이스를 설계한다. 시스템은 청각장애인

들이 시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탐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기상, 재난 정보를 제공하

여 청각장애인들이 정보를 텍스트로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1][2].

II. Design of the Wearable System

1.System Architecture

그림 1은 사운드 시각화 웨어러블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이며, 

음성 인식 센서를 연결한 감지부와 LCD와 진동 모터를 연결한 표시부, 

재난 정보를 받아오는 모바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표시부는 웨어러블 밴드 형태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지부와 표시부, 모바일부는 블루투스로 상호 

연결되어 있어 감지부 내의 센서로 사용자의 상황을 연산하고, 표시부

에서는 상황을 웨어러블 밴드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모바일부를 

블루투스와 연동시켜 실시간 재난 경보를 표시부에 출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림 2는 시스템의 전체 흐름도이다. 음성인식 모듈에서 소리를 

인식하면 학습된 소리(경적, 이름 등)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학습된 

소리라고 판단된 경우 시스템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블루투스를 통해 

표시부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모바일 부는 재난 정보 API를 통해 

새로운 값이 있으면 모바일에서 메시지를 팝업해주고 표시부에서는 

블루투스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한다. 표시부에서는 블루투스를 감시

하고 있다가 데이터가 수신되면 진동 모터에서 진동이 울린 후 디스플

레이에 소리, 재난 정보에 관한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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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quence Diagram

2. System Implementation

그림 3은 시스템을 옷에 부착한 초기 모델이다. 음성 인식 모듈이 

목 뒤에 장착되어 후방에 소리를 인식할 수 있고, LCD와 진동 모터가 

손목에서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Fig. 3. Prototype of the System

그림 4는 시스템의 음성 인식 알고리즘이다. 음성이 인식되면 

recognize()를 호출하고, 정의 된 음성과 동일한지 판단한다. 동일하면 

모바일부의 블루투스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Fig. 4. Voice Recognition Algorithm

그림 5는 재난안전데이터 포털의 재난정보 API 정보이다. 모바일부

에서 HTTP통신을 통해 URL에 REST 요청을 보내 JSON 응답 

받은 것을 문자열에 저장한다. 모바일에서는 상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전송된 데이터는 사용자의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에서 간략

하게 확인할 수 있다.

Fig. 5. Disaster API Implementation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한 청각장애인의 일상 속 

위험을 감지하는 웨어러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V3 모듈을 이용해 

인식한 소리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위험과 안전 신호를 구분하게 

해주었고 재난 정보 API를 활용해 재난, 긴급 문자를 웨어러블 밴드에

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현재의 디바이스를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재설계할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제안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집된 데이터 셋을 머신 러닝에 적용시켜 소리에 

대한 인식률을 높일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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