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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 으로 공공기 , 쇼핑몰, 백화  등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들은 다양한 편의시설 

(화장실, 모유수유실, 놀이방 등)들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이

러한 편의시설을 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편의시설들의 부분이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  약자를 한 시설이지만, 실제 이용 상자들은 언제 어떤 편의시설

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한 정보를 악하기 어려워 해당 공간의 활용률을 극 화 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해당 편의시설의 사용가능 여

부를 인식  감지하고 이를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시설 사용 정보를 실시

간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편의시설의 활용률을 극 화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통해, 

해당 편의시설의 활용률 증가  기시간 감소 등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그림 1) 화장실 불편 “연세춘추”

1. 서론

  최근 사물인터넷(IoT) 개념을 도입한 연구가 각 분야에

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여러 아

이템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

는 편의시설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한 방안을 생각해 보

았다.

(그림 2) 화장실 설치 비율

   

  그림 1의 제목은 기사에서 추출해온 것으로 많은 여성

들이 화장실, 수유실 등의 편의시설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이러한 불편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림 2는 화장실 설치 비율[1]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아직까지 여성화장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

고 아래와 같이 여성  유아 련 이용시설 설치 비율도 

살펴보았지만 사정이 좋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설들의 치를 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곳

으로 몰리는 상 한 동반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집

화 상을 방지하고 좀 더 시설이용에 효율성을 주기 

해서 본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

(그림 3) 여성  유아 련 이용시설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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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연구

2.1 치 정보 알림

(그림 4) 치요청 원리

   

  의 그림 4는 치요청을 표 한 것이다. 이때 보게 되

면 치정보는 각 기기의 GPS모듈을 설치함으로써 GPS

에서 각각의 치정보를 웹으로 보내고 그러한 정보를 

Data Base에 장을 한다. 각각의 기기들은 고유 식별번

호를 갖고 있음으로써 그러한 식별번호 순으로 나열하고 

별하여 장소 하나하나의 정보를  수 있다.

2.2 아두이노 압력센서

(그림 5) 아두이노 도면

   

   의 그림 5는 화장실 이용공간에 쓰일 아두이노 도면

이다. 의 기기에는 압력센서가 쓰이게 되는데 압력센서

와 터치센서 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다. 

(그림 6) 터치센서

   그림 6과 같이 터치센서는 약간의 힘을 받아도 값을 

출력하는데 있어서 오차가 없었다. 그러나 터치센서는 물

이나 리와 같은 이물질들이 센서에 감지가 되면 값을 

출력하는 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아이템을 설치 할 

화장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들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다

양한 변수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터치센서는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 된

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림 7) 압력센서

  그림 7은 사용된 압력센서이다. 압력센서의 장 은 터치

센서의 비해 오작동 할 수 있는 변수들을 감소 시켜 다. 

그러나 압력센서 같은 경우에는 터치센서 보다 내구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입력받은 압력을 정 하게 받아오지는 

못하 다.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기 해서 압력센서 에 

고무를 만들어 어서 최 한의 내구성과 값의 오차를 

여나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잠 장치부분에 

부착하여 잠김, 열림 등의 정보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3. 시스템 설계

(그림 9) 웹 구

  

 본 논문에서 하려하는 시스템을 용해 보았다.[3] 아래 

그림 8와 같이 각각의 기기들은 항상 정보를 주게 되어 

있다. 잠 장치가 열려있을 때는 닫힐 때까지 열려있다는 

신호를 한번 주고 잠 장치가 닫  있을때는 열릴 때까지 

신호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정보를 한번 으로써 

실시간으로 신호를 연속해서 주지 않아도 되게 된다. 그러

한 신호들은 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기기의 고유 식별번

호를 가지고 보내지게 된다. S011이라고 한다면 그건물 

내부에 있는 화장실  S(South)남 쪽의 01(1층)에 있는 

화장실  1(첫번째)칸의 정보를 보내주게 된다. 이러한 시

스템을 이용하여 화장실에 용하게 된다면 형마트, 공

항, 휴게소등에 치한 화장실이나 수유실들 을 이용할 시

에 보다 편리한 방면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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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동작 시나리오

   그리고 이번에는 이러한 기기들의 정보를 보내는 곳을 

설계를 했다. 와 같이 페이지를 구 했을 때 HTML5와 

PHP를 사용하 다. 보다 서버구축을 하는동안 통신에 문

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해서 다. 그리고 웹의 내부에 

들어가면 다음 지도 API를 쓰고 해당하는 장소를 보여주

고 그에 따른 장소의 정보를 주는 것을 확인해 보았다. 결

과를 보게 되면 아래처럼 지  설치한 구역을 보여주게 된

다. 그리고 터치했을 시에 이제 상세한 정보를 주게 된다.

(그림 10) 핸드폰 상의 화면

  

4. 결론

   본 시스템에서 제안한 편의시설 이용 시스템 기술은 

사람의 편의시설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데 목 을 

둔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보다 세세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달해 으로써 사람들의 혼선을 일수 있고 한

쪽으로 몰리는 병목 상 한 사람들이 그 장소에 한 

정보를 얻어 단하기에 스트 스를 이고 생길 수 있는 

불이익들을 최 한 축소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숨

어있는 경제시장을 찾는데 노력 이다. 연구 성과물로써 

생기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제한 인 장소를 둘 수밖에 

없다. 형 백화 이나 몇몇 휴게소는 와 비슷한 솔루션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 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용될 수 있

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로  발 시켜 보다 다양한 생활측

면을 담당하게 되어 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주게 되리

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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