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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디어 배경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1. 아이디어 배경 



1. 아이디어 배경 

경기일보(2018-01-07) 중 티브로드 뉴스(2018-03-21) 중 



1. 아이디어 배경 

청각장애인은 초인종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청각장애인은 아이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청각장애인은 화재 경보음을 들을 수 없다. 

청각장애인은 주거침입자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청각장애인들은 모든 소리의 발생근원지를 알 수 없다. 

1. 아이디어 배경 

그들에게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소리를 시각화하는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은 



2. 제품 개요 

Sound cam이 대신 귀가 되어주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로 이를 확인한다. 



2. 제품 개요 

sound cam을 통해 관측된 소리를 시각화해서 보여준다. 

손목 착용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소리가 날 시 진동으로 알림을 준다. 



2. 제품 개요 

이미지 : www.smins.co.kr 

소리를 가시적으로 표현해주는 장치 
청각장애인의 귀 역할을 한다. 
 

Sound cam(음향 카메라) 

↑방사형으로 표시. 

이미지 : www.smins.co.kr 



2. 제품 개요 

이미지 : Naver 포스트 

: sound cam 

감지 

Sound cam에서 감지한 위치를 

디스플레이로 표시해준다. 



2. 제품 개요 

내장된 GPS로 현재 위치를 확인하여 119로 

자동 접수가 된다. 

이미지 : 연합뉴스 

경보음 감지, 화재감지기로 전송 받은 정보를 

토대로 화재임을 이용자에게 알린다. 



+ 추가 가능한 기능 

 의사소통 



2. 제품 개요(추가 가능한 기능)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음성인식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음성인식을 활용, 상대방의 말을 디바이스가 표시해준다. 



2. 제품 개요(추가 가능한 기능) 

 문자인식 
안녕하세요. 

이를 통해 수화 및 구화와 같은 훈련을 받지 못한 이들도 

펜과 종이가 없이 대화가 가능해진다. 

필기인식을 활용 터치 펜으로 쓴 문자를 출력 



3. 제품구조 

제품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구현 



3. 제품구조 

전원버튼 

C type 충전 단자 

음성인식 버튼 

플렉시블 터치 디스플레이 

스피커 

마이크 

터치 펜 

<접이식 터치 펜> 



4. 구현 방법 

본 제품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함 



제품 구현 방법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유연성이 있으며, 파손의 

위험이 적음 

 

손목에 착용이 가능 

 
 
 

 
 

소리를 적외선 카메라로  

포착하여 디지털 영상으로 

보여주는 센서의 기능 

 

소리가 나는 위치와  

소리의 크기를 정밀하게 표현 

 

청각장애인의  

귀가 되어 주는 장치 

 
 

Sound Cam 

이미지 : www.hellot.net 이미지 : www.smins.co.kr 



제품 구현 방법 

 
 

디바이스와 cam 사이의  

통신을 관장 

 

집안 내부에서 활성화되어 

자동으로 cam과 연결  

화재발생시 위치를 확인한다.  

블루투스 GPS 

이미지 : www.instructables.com 이미지 : www.itware.co.kr 



제품 구현 방법 

문자를 기입하면 그 모양을 분석해 하나의 문자로 인식한다.  
추가 활용으로 언급된 기술 

AI를 이용하거나, 미리 기록해 둔 음성 패턴과 비교하

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문자로 전환 

필기인식 
음성 인식 

이미지 : www.kbench.com 

이미지 : www.claudion.com 



집의 의미 

모든 사람이  

어디서든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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