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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제품들  환경센서를 이용한 서비스로, 사용자가 어가 필요한 거동 불

편자  인지능력 하 노약자의 기 귀상태를 매번 체크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 용변 유

무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본 방법은 아두이노에 부착된 환경센서를 통해 기 귀의 습

도, 온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받아온다. 서버에서는 이 값들을 알고리즘을 통해 일정한 범

를 두어 각각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만든다. 이 게 서버에서 가공된 값은 안드로이드로 송해 다. 
안드로이드에서는 가공된 값을 통해 상황별 이미지(activity)을 통해 보여 다. 한 알림기능을 사용해 

실시간 체크를 가능하게 하므로 써 사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 아두이노 기반 온습도 센싱 모듈 

1. 서론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제품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을 통

해 사용자가 직  이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1][2][3]. 본 논문에서는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기

귀에 부착한 센서를 통하여 거동불편자  인지능력 하 

노약자의 체온과 습도등을 감지하여 보호자 는 간병인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

표로, 사물인터넷 제품들  환경센서를 이용한 서비스로, 

사용자가 어가 필요한 거동 불편자  인지능력 하 노

약자의 기 귀상태를 매번 체크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알림

을 통해 용변 유무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아두이노에 부착된 환경센

서를 통해 기 귀의 습도, 온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버

에 수신한 후, 서버에서는 환경 인자에 한 임계값을 두

어 각각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만든다. 이 게 서버에서 

가공된 값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폰으로 송해 다. 

스마트폰에서는 가공된 값을 통해 상황별 이미지(activity)

을 통해 서비스 수요자에게 피드백한다. 한 알림기능을 

사용해 실시간 체크를 가능하게 하므로 써 사용자에게 편

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스마트 실버 어 디펜더 서비스 랫폼의 제안

   본 논문에서 스마트 실버 어 디바이스, M2M( 는 

IoT)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미들웨어, DB서버, 정보처리 

모듈,  사용자 벨 어 리 이션등으로 벨화를 최종 

목표로 두고, 본 연구에서는 개발  구  범 를 디바이

스  사용자 벨 어 리 이션에 을 두었다. 

센싱 정보 기반 상태 결정 모듈을 통해, 측정한 온도, 습도 

센싱 값들을 블루투스 통신으로 받아오고 그 값들을 통해

여 스마트디펜더 교체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클라이언트 

측에 필요정보만을 송하기 하여, 온습도값의 변화치에 

한 Thershold (한계치)를 두어, 주어진 Thershold 이상

의 상태에서만 클라이언트로 정보 달하게 함. 한, 그림 

3과 같이 Android 기반 사용자 벨 Application 개발하여 

센싱정보 기반  상태 결정 모듈에서 가공한 값들을 안드로

이드에서 상황별 이미지(activity)을 활용하여 사용자 인지

성을 최 화 시켰다.

3. 결론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 그림 2와 같이 스마트 실버 어 디바이스, 

M2M( 는 IoT)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미들웨어, DB서버, 

정보처리 모듈,  사용자 벨 어 리 이션등으로 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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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향후 개발 추진 IoT 랫폼 기반 실버 어 스마트 디펜더 서비스 구성도

(그림 3)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

를 최종 목표로 두고, 본 연구에서는 개발  구  범 를 

디바이스  사용자 벨 어 리 이션을 개발하 다. 향후 

Hard Type 환경 센서를 일회용 Soft Type 환경 센서로의 

용을 진행 할 것이며, 지속  연구 개발을 통하여, 개인 

Privacy 보호를 한 통신 정보 보안  상태정보 보안에 

한 기능 개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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