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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의 위험소리 검출 엔진 설계

A Design of Dangerous Sound Detection Engine of Wearable Device 

for Hearing Impair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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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earing impaired persons are exposed to the danger since they can't be aware of ㅡmany dangerous situations like 

fire alarms, car hones and so on. Therefore they need haptic or visual informations when they meet dangerous situations. In 

this paper, we design a dangerous sound detection engine for hearing impaired. We consider four dangerous indoor situations 

such as a boiled sound of kettle, a fire alarm, a door bell and a phone ringing. For outdoor, two dangerous situations such as 

a car horn and a siren of emergency vehicle are considered. For a test, 6 data sets are collected from those six situations. we 

extract LPC, LPCC and MFCC as feature vectors from the collected data and compare the vectors for feasibility. Finally we 

design a matching engine using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and perform classification tests. We perform classification tests for 

3 times  considering the use outdoors and indoors. The test result shows the feasibility for the dangerous sound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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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난청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숫자 또한 

통상 인구의 3% 정도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다[1]. 청각장애인들

은 소리를 듣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리 정보를 이용하여 실내, 실

외 환경에서의 위험한 상황을 인지 할 수 없어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 특히, 위험상황에서 청각장애인들은 시각정보에 의존 

하게 된다. 따라서 청각장애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몸에 부착

된 센서 또는 휴대용 기기를 통해 위험상황을 시각, 촉각 정보로 

변환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들에게 위험

상황을 빠르게 전달 해줄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의 연구와 개발

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위험상황 감지 기술에 대한 연구에는 

MFCC (Mel 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 특징벡터 기반의 

GMM (Gaussian Mixture Model) 패턴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차 경적, 천둥, 대형자동차, 공사장, UBM(Universial 

Background Model), 총 6가지의 상황 인식을 위한 연구[1],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MFCC)를 기반의 Hidden 

Markov Model(HMM)을 사용한 연구[2], 음향 간의 스펙트럼 특

징의 차이를 이용한 연구[3]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ANN(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의 위험상황 검출 엔진을 설계한

다. 이를 위하여 위험상황을 실내 위험상황, 실외 위험상황으로 나

누고 실내 위험상황에는 물 끓는 소리, 화재경보, 초인종, 전화벨

로 정의하였고 실외 위험상황에는 사이렌, 차 경적 소리로 정의하

였다. 실험데이터는 각 6개의 위험상황별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검

출 엔진 실험을 위해 환경잡음을 조용한방, 골목길, 번화가, 차도 

총 4가지로 정의하고 약 5분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위험상황별 데이터를 환경잡음과 합성하였고 신호처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특징벡터인 LPC, LPCC, MFCC를[4][5][6][7] 

사용하여 위험상황 검출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실험 데이터에 대

한 설명, 3장에서는 특징벡터에 대한 설명과 각 특징벡터의 분리

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4장에서는 실험 구성 및 결과를 보여

주고 5장에서는 결과를 통해 결론을 맺도록 한다.

2. 실험 데이터

2.1 환경잡음 DB

청각장애인들에게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은 실내 환

경과 실외 환경이 있으며, 두 가지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

음이 다르기 때문에 실내 환경과 실외 환경은 별도의 실험이 필

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내 환경으로는 조용한 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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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으며 실외 환경으로는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

를 고려하여 한적한 골목길, 번화가, 차도 3가지로 정의하였다. 

총 4가지 환경잡음은 각각 5분가량 녹음하였으며 16kHz로 샘플

링하고 모노 채널을 사용하였다. 녹음 장비로는 실제 보조 장치

의 음질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휴대용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였다.

2.2 위험상황 소리 DB 

청각장애인들의 주변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 

소리가 다르다. 실내 환경에서는 주전자 물 끓는 소리, 화재경보, 

전화벨소리, 초인종 등이 있고, 실외 환경으로는 차 경적소리, 응

급차량의 사이렌 소리 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내 환

경에서 발생하는 위험 소리는 주전자 물 끓는 소리, 화재경보, 전

화벨소리, 초인종 총 4가지로 정의하였고 실외 환경에서 발생하

는 위험 소리는 차 경적소리, 응급차량의 사이렌 소리 총 2가지

로 정의하였다. 각 위험상황 소리 데이터는 30초 ~ 60초가량 녹

음하였고, 16kHz로 샘플링하고 모노 채널을 사용하였다.

3. 특징벡터

MFCC(Mel-Frequenct Cepstrum Coefficient)는 frame내의 

음성 신호에 대하여 계산한 파워 스펙트럼을 청각기의 주파수 반

응도를 모사한 Mel-scale 주파수 도메인에서 DCT(Discrete 

Cosine Transform)를 취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추출하기 위

한 자세한 과정은 아래 순서도와 같다[8].

그림 1 MFCC 추출 순서도

Fig. 1 Flow chart of MFCC extraction 

LPC는 선형 결합에 의해 과거의 신호에서 현재의 신호[n]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전극(All-pole) 모델을 사용하여 식(1)과 같이 

차분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은 입력신호, 

은 예측신호, 는 선형예측계수이며, p는 예측계수의 차수 

이다. 현재신호와 예측된 신호의 예측오차는 식 (2)와 같다.

                           (1) 

                        
                  (2)

식 (3)은 예측신호에 대한 mean square error(MSE) J이며, 예

측신호의 에러를 최소로 하는 선형예측계수를 찾기 위하여 식(3)

을 에 대해 편미분하면 p개의 선형 연립방정식 (4)을 얻을 수 

있다. 식(4)에서       는 입력신호 의 자기

상관함수이기 때문에 식(4)는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선형

예측계수는 식(5)에서의 자기 상관 행렬의 역행렬을 이용하여 구

할 수 있다. 자기상관함수의 역행렬을 구하는 것의 시간 복잡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Levinson- 

Durvin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8].

        
 

                  (3) 

        
 



            (4)  

                       (5)

LPCC는 C(z)의 inverse z-transform으로 정의되고 다음 식(6)

과 같다. 

           


                      (6)  

전극(All-pore) z=가 unit cycle 안에 있고, gain값을 1로 

주면 LPCC ( (n))는 다음 식(7)과 같이 정의 된다.

              


  




 

  

              (7)

LPCC는 recursive에 의해 선형예측계수로부터 구한다[8]. 

recursive 과정은 다음 식 (8)과 같다.

             

  
 

  

 


    

             
 

  




           (8)

3.1 분리도 비교

본 논문에서 쓰이는 MFCC, LPC, LPCC 3가지의 특징벡터들

의 분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Bhattacharyya거리측정을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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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끓는 

소리
사이렌 전화벨 차 경적 초인종

화재 

경보

물 끓는 

소리
0 2.96 2.63 4.6 2.66 2

사이렌 2.96 0 1.87 2.17 2.51 2.79

전화벨 2.63 1.87 0 2.07 2.27 2.75

차 경적 4.6 2.17 2.07 0 4.27 5.06

초인종 2.66 2.51 2.27 4.27 0 1.25

화재 경보 2 2.79 2.75 5.06 1.25 0

표    1 LPC 특징벡터 분리도

Table 1 Separability of LPC feature vector

물 끓는 

소리
사이렌 전화벨 차 경적 초인종

화재 

경보

물 끓는 

소리
0 2.95 4.89 3.35 4.65 3.21

사이렌 2.95 0 6.06 2.82 5.08 4.44

전화벨 4.89 6.06 0 4.82 2.27 2.77

차 경적 3.35 2.82 4.82 0 3.81 3.49

초인종 4.65 5.08 2.27 3.81 0 2.22

화재 경보 3.21 4.44 2.77 3.49 2.22 0

표    2 LPCC 특징벡터 분리도

Table 2 Separability of LPCC feature vector

Bhattacharyya거리 측정은 오류율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하

는 방법으로 각 클래스의 분포가 가우시안 형태를 가질 때 가장 

좋은 평가기준이 된다. Bhattacharyya거리의 식은 다음 식(9)과 

같다. 식에서  ,: 클래스 1,2의 평균, ₁,₂:클래스 

1,2의 공분산이다[9].

    (9)

Bhattacharyya거리가 가장 큰 값이 나온 특징벡터가 클래스 

간의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있다는 의미로, 위험상황 검출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총 6가지의 위험상황 소리 실험데

이터에서 각 15초가량의 소리를 윈도우 크기 150ms 단위로 특

징벡터를 추출하여 각 120개 씩 총 720개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특징벡터들의 분리도를 Bhattacharyya거리를 구하여 비교

하였다. 

표 1, 표 2. 표 3은 각각 6개의 위험상황 소리에서 LPC 특징

벡터, LPCC 특징벡터, MFCC 특징벡터를 추출한 후에 각 클래스

간의 거리를 Bhattacharyya거리로 나타낸 표이다. 각 위험상황 

소리마다 다른 위험상황과의 거리를 비교 분석 하였다. LPC 특

징벡터의 평균 분리도는 2.79로 나왔으며 MFCC 특징벡터의 평

균분리도는 3.77로 나왔다. 가장 높게 나온 LPCC 특징벡터의 평

균 분리도는 3.79로 나왔다. 이는 LPCC 특징벡터를 사용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각 위험상황 소리간의 거리가 가장 멀다는 의미

로 통계적으로 LPCC 특징벡터가 각 위험상황의 특징을 잘 반영

할 수 있는 특징벡터이다.

물 끓는 

소리
사이렌 전화벨

차 

경적
초인종

화재 

경보

물 끓는 

소리
0 4.74 6.31 4.68 5.55 5.28

사이렌 4.74 0 5.15 2.33 4.61 4.24

전화벨 6.31 5.15 0 3.11 1.67 2.37

차 경적 4.68 2.33 3.11 0 2.57 2.13

초인종 5.55 4.61 1.67 2.57 0 1.83

화재 

경보
5.28 4.24 2.37 2.13 1.83 0

표    3 MFCC 특징벡터 분리도

Table 3 Separability of MFCC feature vector

4. 실험 및 결과

그림 5는 위험소리 검출 실험 구성도이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은 실외 환경에 비해 즉각적인 알림이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해 실외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은 위험상황을 피하기 위

해서 빠르게 알림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10]. 이처럼 실내 환경

과 실외 환경에서 처리하는 것이 다르고 발생하는 위험상황이 다

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실내 환경과 실외 환경 2가지로 나

누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 위험소리 검출 실험 구성도

Fig. 2 Architecture of dangerous sound detection engine 

추출된 특징벡터를 이용하여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위해 ANN 

패턴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신경회로망은 훈련을 통해 각 

퍼셉트론간의 연결 강도를 의미하는 가중치 값을 조정하여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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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입력의 비선형 함수를 유추할 수 있도록 설계된 패턴 인식 

알고리즘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신경회로망은 웨어러블 기

기의 컴퓨팅 환경을 고려하여 구조를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특징벡터를 추출할 때 신호의 성질이 인코딩되기 때문에 

input layer와 hidden layer 사이에 신호의 성질을 인코딩할 수 

있는 전처리 과정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신경회로망 내

의 많은 양의 파라미터를 줄일 수 있다. 최근 많은 신경회로망을 

사용한 연구에서 영상, 음성 파일을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11]. 이와 같이 전체의 영상, 음성 신호를 사용하

게 되면 input layer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hidden layer와의 연

결 파라미터도 복잡해진다. 컴퓨팅 환경이 좋아지고 연결 파라미

터를 줄이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임베디드 환경에서 많은 양의 파라미터는 오버피팅을 일으

킨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신경회로망 구조는 input layer와 

hidden layer, output lay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베디드 환경을 

고려하여 hidden layer는 한 개의 층으로 복잡하지 않게 구성하

였으며, input layer의 입력 뉴런의 개수는 추출한 특징벡터의 차

수와 같이 10개로 정하였다. hidden layer의 뉴런 개수는 6개로 

여러 번 반복하여 실험적으로 결정하였다. 6개의 뉴런 중 하나의 

뉴런은 bias 값을 갖는다. output layer는 6개의 뉴런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뉴런은 6개의 위험상황에 대하여 각각의 클래스 

점수를 출력하게 된다. 신경회로망내의 전체 뉴런의 계수는 학습

과정에서 output layer의 출력의 에러에 따라 오차역전파법

(Back-Propagation)을 사용하여 에러를 최소화하는 계수를 업데

이트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경회로망에서 사용된 활성 함수는 α

=1인 양극 시그모이드를 사용하였고, 계수의 학습 율은 0.6으로 

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검출엔진을 학습시키기 위해 실내, 실외 총 6가지의 위험소리

에 대한 실험데이터에서 각 15초가량의 소리를 윈도우 크기 

150ms 단위로 특징벡터를 추출하여 각 120개 씩 총 720개를 추

출하였다. 이 중 576개는 훈련용으로 나머지 144개는 테스트용으

로 사용하였다. LPC, LPCC, MFCC에 대하여 각각 훈련을 진행하

였으며, 훈련 정확도는 LPC 특징벡터는 99.86%, LPCC 특징벡터

는 99.86% 마지막으로 MFCC 특징벡터는 94.3%의 훈련 정확도

를 보였다.

위험소리 검출 실험데이터로는 6가지의 위험상황마다 20초 

~30초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을 위해 실내 환경에서 발

생하는 주전자 물 끓는 소리, 화재경보, 전화벨소리, 초인종소리

는 조용한 방에서 녹음한 실내 환경잡음과 5db, 10db, 15db, 

20db로 합성하였다. 실외 환경에서 발생하는 차 경적소리, 응급

차량의 사이렌 소리는 번화가, 골목길, 차도 3가지 환경잡음과 각

각 5db, 10db, 15db, 20db로 합성하였다. 위험소리와 환경잡음을 

합성한 실험데이터에서 LPC, LPCC, MFCC를 추출하고 각각 

ANN 분류기를 사용하여 패턴분류를 진행하였다. 약 1초가량의 

분류 결과 중 66%이상이 같은 출력 값을 가질 때 해당 부류로 

분류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어느 부류도 66%이상 넘지 못하

는 경우 없음(none)으로 분류 하였다. 

4.1 실내 환경 실험 결과

실내 환경 실험은 실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소리와 

조용한 방의 환경잡음을 합성하여 상황별 위험소리 검출을 실험

하였다.

5db 10db 15db 20db

물 끓는 소리 77.27 86.36 95.45 95.45

전화벨 60 63.33 73.33 80

초인종 56.67 60 70 76.67

화재 경보 63.16 89.47 94.74 94.74

표    4 LPC 특징벡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

Table 4 Accuracy result for indoor situation using LPC 

feature vector

표 4는 LPC 특징벡터를 사용하여 상황별 위험소리 검출한 실

험 결과이다. 5db에서는 평균 64.27%의 검출 율을 보였으며, 

10db에서는 74.8%, 15db에서는 83.38%, 20db에서는 86.71%의 

검출 율을 보였다. 20db에서 주전자 물 끓는 소리의 경우 최대 

95.45%의 검출 율을 보였으며, 초인종 소리의 경우 76.67%로 비

교적 검출 율이 낮게 나왔다.

5db 10db 15db 20db

물 끓는 소리 100 100 100 100

전화벨 36.67 53.33 80 80

초인종 44.74 94.74 100 97.34

화재 경보 57.89 63.16 94.74 94.74

표    5 LPCC 특징벡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

Table 5 Accuracy result for indoor situation using LPCC 

feature vector

표 5는 LPCC 특징벡터를 사용하여 상황별 위험소리 검출한 

실험 결과이다. 5db에서는 평균 59.82%의 검출 율을 보였으며, 

10db에서는 77.80%, 15db에서는 93.68%, 20db에서는 93.02%의 

검출 율을 보였다. 주전자 물 끓는 소리의 경우 5db에서 20db까

지 100%의 검출 율을 보였으며, 전화벨소리의 경우 20db에서 

80%, 5db에서 36.67%로 비교적 검출 율이 낮게 나왔다.

5db 10db 15db 20db

물 끓는 소리 81.82 86.36 86.36 81.82

전화벨 26.67 73.34 76.67 80

초인종 44.74 78.95 100 100

화재 경보 52.63 89.47 94.74 94.74

표    6 MFCC 특징벡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

Table 6 Accuracy result for indoor situation using MFCC 

feature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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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은 MFCC 특징벡터를 사용하여 상황별 위험소리 검출한 

실험 결과이다. 5db에서는 평균 51.46%의 검출 율을 보였으며, 

10db에서는 82.03%, 15db에서는 89.44%, 20db에서는 89.13%의 

검출 율을 보였다. 초인종 소리의 경우 20db에서 최대 100%의 

검출 율을 보였으며, 전화벨소리의 경우 20db에서 80%, 5db에서 

26.7%로 비교적 검출 율이 낮게 나왔다.

그림 3 실내 환경 실험 결과

Fig. 3 Accuracy comparative experiment result of various 

SNR for indoor situation

그림 3은 실내 환경 실험에 대한 결과이다. 5db에서 64.27%로 

LPC 특징벡터가 가장 검출 율이 높았으며 10db에서는 MFCC가 

82.03%, LPCC가 15db, 20db에서 각각 93.68%, 93.03%로 가장 

검출 율이 높았다. 평균적인 검출율은 LPCC가 81.08%로 가장 높

았으며, MFCC가 78.01%, LPC가 77.29%로 비교적 낮게 나왔다. 

4.2 사이렌 소리에 대한 실외 환경 실험 결과

실외 환경 실험은 실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소리와 

실외 환경잡음인 번화가, 골목길, 차도의 잡음을 합성하여 상황별 

위험소리 검출을 실험하였다. 실외 위험소리로는 응급차량의 사

이렌 소리와 차 경적 소리 2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7 사이렌소리에 대한 LPC 특징벡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

Table 7 Accuracy result for siren using LPC feature vector

5db 10db 15db 20db

번화가 55 80 95 100

골목길 60 65 70 85

차도 50 75 80 95

표 7은 LPC 특징벡터를 사용하여 실외 환경별 사이렌 소리를 

검출한 실험 결과이다. 5db에서는 평균 55%의 검출 율을 보였으

며, 10 db에서는 73.34 %, 15db에서는 81.67%, 20db에서는 

93.34 %의 검출 율을 보였다.

5db 10db 15db 20db

번화가 60 85 90 100

골목길 60 65 75 85

차도 45 80 80 95

표    8 사이렌소리에 대한 LPCC 특징벡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

Table 8 Accuracy result for siren using LPCC feature vector

표 8은 LPCC 특징벡터를 사용하여 실외 환경별 사이렌 소리

를 검출한 실험 결과이다. 5db에서는 평균 55%의 검출 율을 보

였으며, 10db에서는 76.67%, 15db에서는 81.67%, 20db에서는 

93.3%의 검출 율을 보였다.

표    9 사이렌소리에 대한 MFCC 특징벡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

Table 9 Accuracy result for siren using MFCC feature vector

5db 10db 15db 20db

번화가 15 15 25 30

골목길 10 25 20 25

차도 10 15 30 35

표 9는 MFCC 특징벡터를 사용하여 실외 환경별 사이렌 소리

를 검출한 실험 결과이다. 5 db에서는 평균 11.67 %의 검출 율을 

보였으며, 10 db에서는 18.33%, 15db에서는 25 %, 20 db에서는 

30 %의 검출 율을 보였다.

그림 4 사이렌 소리에 대한 실외 환경 실험 결과

Fig. 4 Accuracy comparative experiment result of various 

SNR for siren

그림 4는 사이렌 소리에 대한 실외 환경 실험에 대한 결과이

다. 5db, 15db, 20db에서 LPC, LPCC 특징벡터가 각각 55%, 

81.67%, 93.33% 가장 검출 율이 높았으며 10db에서는 LPCC가 

76.67%로 가장 검출 율이 높았다. 평균적인 검출 율은 LPCC가 

76.67%로 가장 높았으며, LPC가 75.83%, MFCC가 21.25%로 낮

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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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차 경적 소리에 대한 실외 환경 실험 결과

Fig. 5 Accuracy comparative experiment result of various 

SNR for car horn

4.3 차 경적 소리에 대한 실외 환경 실험 결과

표   10 차 경적 소리에 대한 LPC 특징벡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

Table 10 Accuracy result for car horn using LPC feature 

vector

5db 10db 15db 20db

번화가 60.87 69.57 91.30 91.30

골목길 86.96 86.96 91.30 91.30

차도 73.91 82.61 82.61 86.96

표 10은 LPC 특징벡터를 사용하여 실외 환경별 차 경적 소리

를 검출한 실험 결과이다. 5db에서는 평균 73.91%의 검출 율을 

보였으며, 10db에서는 79.71%, 15db에서는 88.42%, 20db에서는 

89.86%의 검출 율을 보였다.

표   11 차 경적 소리에 대한 LPCC 특징벡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

Table 11 Accuracy result for car horn using LPCC feature 

vector

5db 10db 15db 20db

번화가 73.91 91.30 95.65 95.65

골목길 91.30 91.30 95.65 95.65

차도 73.91 86.96 91.30 95.65

표 11은 LPCC 특징벡터를 사용하여 실외 환경별 차 경적 소

리를 검출한 실험 결과이다. 5db에서는 평균 55%의 검출 율을 

보였으며, 10db에서는 10db에서는 89.86%, 15db에서는 94.20%, 

20db에서는 95.65%의 검출 율을 보였다.

표  12 차 경적 소리에 대한 MFCC 특징벡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

Table 12 Accuracy result for car horn using MFCC feature 

vector

5db 10db 15db 20db

번화가 26.09 56.52 82.69 100

골목길 78.26 95.65 100 100

차도 60.87 78.26 95.65 100

표 12는 MFCC 특징벡터를 사용하여 실외 환경별 차 경적 소

리를 검출한 실험 결과이다. 5db에서는 평균 55.07%의 검출 율

을 보였으며, 10db에서는 76.81%, 15db에서는 92.75%, 20db에

서는 100%의 검출 율을 보였다.

그림 5는 차 경적 소리에 대한  실외 환경 실험에 대한 결과

이다. LPCC 특징벡터가 5db, 10db, 15db에서 각각 79.71%, 

89.86%, 94.2%로 가장 검출 율이 높았으며, 20db에서는 MFCC

가 100%로 가장 검출 율이 높았다. 평균적인 검출율은 LPCC가 

89.86%로 가장 높았으며, LPC가 82.97%, MFCC가 81.16%로 비

교적 낮게 나왔다. 

3. 결론 및 토의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난청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듣

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내, 실외 환경에서의 

위험한 상황을 인지 할 수 없어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 따

라서 위험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소리 정보를 청각장애

인들에게 전달 해줄 수 있는 보조기기의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ANN(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이용한 청

각장애인을 위한 위험상황 검출 엔진을 설계한다. 이를 위하여 

위험상황을 실내 위험상황, 실외 위험상황으로 나누고 실내 위험

상황에는 물 끓는 소리, 화재경보, 초인종, 전화벨로 정의하였고 

실외 위험상황에는 사이렌, 차 경적 소리로 정의하였다. 검출 엔

진 실험을 위해 환경잡음을 조용한방, 골목길, 번화가, 차도 총 4

가지로 정의하고 약 5분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위

험상황별 데이터를 환경잡음과 합성하였고 신호처리 분야에서 가

장 많이 쓰이는 특징벡터인 LPC, LPCC, MFCC를 사용하여 위험

상황 검출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LPC, LPCC, 

MFCC 특징벡터간의 분리도 비교 실험에서 LPC 특징벡터의 평

균 분리도는 2.791269로 나왔으며, MFCC 특징벡터의 평균분리도

는 3.771626으로 나왔다. 가장 높게 나온 LPCC 특징벡터의 평균 

분리도는 3.789018로 나왔다. 이는 LPCC 특징벡터가 위험소리 

검출에 가장 적합한 특징벡터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

험을 위해 실내 환경에서 발생하는 4가지 위험상황과 조용한 방

에서 녹음한 실내 환경잡음과 5db, 10db, 15db, 20db로 합성하

여 실험하였고 실외 환경에서 발생하는 2가지 위험상황과 번화

가, 골목길, 차도 3가지 환경잡음과 각각 5db, 10db, 15db, 20db

로 합성하여 실험하였다. 검출정확도는 LPCC 특징벡터가 5db, 

10db, 15db, 20db에서 평균 86.52%로 가장 높았으며, LPC 특징

벡터는 81.84%의 검출 율을 보였다. 반면, MFCC 특징벡터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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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렌 소리 검출 율이 평균 21.25%밖에 되지 않아 63.84%의 검

출 율을 보였다. 사이렌 소리를 제외한 MFCC의 검출 율은 

85.15%로 두 번째로 높은 검출 율을 보였다. 

LPC 특징벡터를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알고리즘인 Levinson 

Durbin 알고리즘의 경우 O()의 시간복잡도를 가지고 있으며

[12], LPCC 특징벡터를 추출하는 것 또한 LPC 특징벡터를 기반

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O()의 시간복잡도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MFCC 특징벡터를 추출할 때 퓨리에 변환이 사용되기 때문에 O

() 이상의 시간복잡도를 갖게 된다. 여기에서 은 윈도우 크

기이며, 윈도우 크기가 커질수록 MFCC는 시간복잡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임베디드 환경에서는 LPC, 

LPCC 특징벡터가 더 적합하다. 

향후, 청각장애인을 위한 위험 검출 엔진을 실제 웨어러블 기

기에 적용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각 특징벡터의 검출 시간 및 검

출 정확도 실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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