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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를 위한 응급 상황 호출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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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system that utilizes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Bluetooth 

and smart phone to improve the function of senior houses. In typical approach, a system in a 

senior house either directly accesses the status of elderly people by its sensor or is alerted by 

elderly people who trigger an emergency bell, derive a decision and take an appropriate action. 

In addition, it is possible for a designated social worker to check the status of senior patients 

through monitoring system connected by UTP(Unshielded Uwisted Pair) cables, but the 

responsible person has to be present to monitor patients' status. However, the new system, 

suggested in this paper, embed Bluetooth function in a blood pressure gauge, thus the smart 

phone receives patients’ health information such as blood pressure through Bluebooth, if any 

abnormal event occurs. Consequently, the smart phone sends SMS(Short Message Service) to a 

responsible social worker or a designated hospital. When this program in the paper becomes a 

reality, an unmanned system that is able to determine suitable actions for certain events will be 

established, even if a social worker were ab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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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국제화, 정보화와 더불

어 진행되는 범세계적 추세이다. 그림 1은 노인인구

와 노인인구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1에

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사회발전의 결과로 1970년대에는 3.1%

에 불과했던 노인의 비율이 2000년에 7.1%로 증가

하여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

입하였다. 이후 노인인구 비율은 2010년 11%이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14% 이상이 되어 고령사회

(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1].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노인 단독 가구

가 증가하고 실버타운 역시 증가하고 고령화의 영

향으로 질환 발병율도 높아질 것이다. 그로인해 원

격 진료 시스템과 연동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연구 

중이며 최근에 구현이 된 기술들도 있다.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기술인 ‘홈비타’ 시스템은 

주택이나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 홈 네트워킹 서

비스의 일종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의 제어가 가능하며 병원과도 연계가 되

어 있어 소변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당뇨 수치를 실

시간으로 확인가능하며 필요시 병원으로 바로 데이

터가 전송되어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 [2].

그리고 LG전자는 ‘LG 홈넷’ 를 통해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혈압계, 혈당계 등 의료 진

단기기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주치의에게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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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삼성 ‘홈비타’

Fig. 1 Samsung ‘Homevita’

으로 전달돼 원격의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하지만 이런 홈 헬스 케어 네트워킹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서버에 연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서

비스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기능들을 

고령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노인 

복지 주택에 실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혈압계에 설치된 블루투스와 대

기질 센서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

여 고령자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

한다. 기존의 시스템과는 다르게 고령자의 혈압상태

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혈압계에 특정한 이

벤트가 발생 시 블루투스를 통해 고령자가 소지하

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스마트폰은 

휴대전화망을 통해 병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에게 데

이터를 자동 송신하여 긴급조취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Ⅱ. 본  론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신체기동력이 떨어지기 때

문에 실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외출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주택의 주거 환경은 

고령자의 사회 환경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노

인 주거 환경은 보통의 주택시설과는 다르게 고령

화에 따른 신체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적합한 다

양한 기능들이 요구가 된다. 특히 의료와 여가 서비

스가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노인 주거 환경의 큰 

특징이며 본 논문에서는 의료복지시설에 초점을 두

어 연구를 하였다. 

1. 노인 주거 환경 선행 연구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

그림 2. GE, 인텔의 ‘의료 솔루션’

Fig. 2 GE, Intel ‘medical treatment 

Solution’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

인복지시설로 구분이 된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은 

의료 기관들과 연계가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가 

항상 거주하며 고령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그들

의 복지 생활을 돕는다.

고령자는 운동시간이 짧고 야간 수면시간이 짧

고 낮잠이나 휴식시간이 길기 때문에 질병 발생률

이 비고령자보다 높다. 또한 여러 가지 신체적 장애

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령자의 건강을 유

지, 관리를 위한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는 주택이어

야만 한다 [4].

특히, 사회복지사가 항시 대기를 하고 있지만 급

작스러운 심장마비나 배변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건강에 의료, IT, 복지를 융합한 기술

이 적용되어 있다 [5].

2. 노인 주택 IT 기술 연구

노인복지시설은 의료와 IT 그리고 복지가 융합

된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하고 그 수요는 앞으

로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기술들

을 개발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삼성의 ‘홈비타’의 경우 특히 

그림 1과 같이 좌변기에 혈당수치 센서를 연결하여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를 통해 혈당수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센서에 연결하게 되면 자동

으로 가족이나 주치의에게 그 데이터를 전송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2].

미국의 General Electric(GE)의 홈 헬스 사업부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회사인 인텔의 디지털헬스그룹과 

합병하여 GE의 Quiet Care와 인텔의 Hearth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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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ontinua Health Alliance

Fig. 3 Continua Health Alliance

Reader 등 각 회사의 의료 관련 솔루션을 통합하여 원

거리 건강 검진 진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6].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두 회사가 개발 

중인 이 프로그램은 주거 공간에 일정한 거리마다 움직

임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각 센서는 고령자의 평소 활

동 패턴을 저장하고 비정상 조건의 패턴이 감지가 되면 

경고의 메시지를 중앙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며 서버

는 외부망을 통해 병원이나 보호자에게 경고 메시지가 

보내지게 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주택에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외출을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그림 3의 필립스는 Continua Health Alliance

를 통해 시스코,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삼성 등 

약 40개의 Promoter 멤버와 180개 이상의 Contributor 

멤버들이 가입된 회사를 중심으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Continua Health Alliance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시스템, 개인을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 주택 내부 

센서를 통한 건강관리 시스템 등 3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7].

 이 솔루션의 강점은 거의 모든 이벤트에 대해 

반응할 수 있으며 통신 환경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사용함으로 인해 단선의 경우에도 대비가 

되어 있다. 뛰어난 성능을 가졌지만 2011년 기준으

로 250여명의 회원만 가입한 상태이다. 회원이 적

은 이유는 아래의 4가지 단점을 들 수 있다. 

첫째, 고령자 중심의 솔루션이지만 학습능력이 

부족한 고령자가 모든 시스템을 이해하기에는 어려

운 면이 있다.

둘째, 너무 많은 기업이 협력으로 인해R&D에 

대한 투자를 서로 미루고 각 기업이 인적 자원을 

최소화 하여 최대의 이득을 창출하려고 한다.

셋째, 가격이 고가이며 정부의 지원 정책이 미비

하다. 

그림 4. 구현된 손목 시계형 혈압계

Fig. 4 Watch St. Hemadynamometer

넷째, 미국 기업 중심이다. 삼성이나 노키아에서

도 협력관계로 개발하고 있지만 미국의 환경에 맞

추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여러 솔루션을 살펴봤을 때 노인 주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해야하며 사용하기 

쉬워야하며 실시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

을 수 있다 [8].

Ⅲ. 구현 및 성능 평가

 

기존에는 위급상황 시 고령자가 직접 응급버튼

을 눌려야 하거나 혹은 의료복지시설 내부 망에서

만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담당자

가 부재중일 때는 어떠한 조취로 취할 수 없는 시

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와 같이 손목 시계형 혈압

계를 항상 착용하며 스마트폰이 블루투스 간 통신 

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스마트폰을 중점으로 개발한 이유는 최근에 스

마트폰은 거의 항상 소지하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

에 다른 송수신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

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을 보이게 된다.

블루투스가 탑재된 손목 시계형 혈압계를 통해 

고령자의 혈압이 떨어지거나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벤트가 발생될 경우나 대기질 센서를 통해 나 메탄 

등이 증가될 경우  환자의 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블루투스를 통해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통해 휴대전화망을 통해 사회복지사나 

보호자가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상 상태를 

전송하게 된다. 

그리고 대기질 센서는 벽에 부착식으로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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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혈압 센서 순서도

(a) Hemadynamometer Flow Chart

(b) 대기질 센서 순서도

(b) Air Quality Flow Chart

그림 5. 프로그램 순서도

Fig. 5 Program Flow chart

여 고령자의 배변활동 등의 이상이 있을 때 블루투

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순서

도이다.

1. 시스템 구현

혈압계에서 사회복지사에게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은 그림 6와 같다. 

개발에 사용한 하드웨어는 Hmote2420을 이용

하였으며 블루투스 동글을 직접 연결을 통해 혈압

계나 대기질 센서에서 전기적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림 6. 전송 과정

Fig. 6 Transfer process

그림 7. MSP430의 ‘com port‘

Fig. 7 MSP430 ‘com port’

(a) 송신 알고리즘

(a) Transmission Algorithm

(b) 수신 알고리즘

(b) Reception Algorithm

그림 8. 블루투스 통신 알고리즘

Fig. 8 Bluetooth Transfer Algorithm

블루투스 동글에서 인식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송하

는 방식을 사용 한다 [9].

각 센서의 그림 7와 같이 MSP430의 UART0번 

포트에 연결하여 시리얼 통신을 하며 Baud rate는 

9600으로 설정 한다 [9, 10].

Hmote2420에서 혈압계, 대기질 센서에 연결된 

블루투스 동글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요구 메시

지의 블루투스 데이터 패킷 구조는 그림 8 (a)와 같

고 수신 부분의 알고리즘은 그림 8 (b)와 같다. 그

림 8 (b)의 출력 command 값이 고령자의 건강상

태에 이상이 생길 정도의 데이터 값이 출력될 경우 

위험 신호를 블루투스 장치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 한다 [11].

블루투스 동글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퀵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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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블루투스 확장보드와 센서의 연결

Fig. 9 Bluetooth expansion board and Sensor 

Connect

어와 멀티 페어링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퀵 페어란 별도의 연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으로 주변의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해 주는 기능이

며 멀티 페어링은 두 개 이상의 스마트폰과 연결이 

가능하여 모든 연결된 장치에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혈압계에 연결된 블루투스 장치에서 스마트폰으

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소스이다. 데이터를 주기적으

로 스마트폰으로 보내게 될 경우 필요 없는 데이터

가 축적되고 또한 배터리 수명도 단축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혈압이 급작스럽게 떨어질 경우나 급격하

게 올라갈 경우를 이벤트로 간주하여 데이터를 송

신하게 설계하였다 [12].

대기질 센서는 고령자의 배변으로 인해 평소의 

대기 상태보다 탄소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질 경우 

혈압계와 동일한 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송신 한다 

[13].

프로그래밍이 끝나면 그림 9과 같이 혈압계, 대

기질 센서에 블루투스 외부 확장보드를 연결한다. 

확장보드는 항상 사용자의 스마트폰과 통신을 하게 

된다면 배터리 문제와 필요 없는 데이터까지 송수

신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 저

그림 10. 블루투스 확장보드와 

스마트폰의 연결

Fig. 10 Bluetooth expansion board 

and Smart Phone Connect

그림 11. 저혈압 발생

Fig. 11 Low blood pressure 

Occur

장된 이벤트에만 동작하게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

어, 혈압이 급속하게 떨어질 때는 사망의 위험이 있

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진 순간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14].

이후 스마트폰과 확장보드를 설계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한다. 혈압계와 대기질 센서를 동시에 연결

해야 하기 때문에 각 블루투스 Mac 주소를 확인한 

후 스마트폰과 확장보드 간의 통신 상태를 점검을 

한다. 통신 상태 점검은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OS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림 10과 같이 확

인 버튼만 누르면 된다 [15].

2. 성능 평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혈압계나 대기질 센서

에서 항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 시 전송을 하게 된다.

그림 11과 같이 혈압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혈

압계에서 블루투스 확장보드로 신호를 보내고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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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블루투스 확장보드와 스마트폰의 통신

Fig. 12 Bluetooth expansion board and Smart 

Phone Communicate

투스 확장보드는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

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된다.

이 후에 그림 12와 같이 고령자의 스마트폰은 자동

으로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SMS가 수신된다. 취소

버튼을 만들어 실수도 역시 경고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 하였다. 

Ⅳ. 결   론

 

기존 시스템과의 차별화를 둔 점은 고령자의 학

습이 없더라도 쉽게 건강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것,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나올 수 있게 하는 점, 복

지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고령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질 경우 알람을 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무선 통신을 사용하는 

그림 3의 Continua Health Alliance 과 비슷하지만 차

별화를 위해 고령자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사용자라 

할지라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직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지사에게 직접 연결

함으로 인한 비용 절감 등 Continua Health Alliance의 

단점을 최대한 극복하였다.

고령자의 건강 상태는 갑작스럽게 변할 때가 많

다. 노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사회

복지사가 항상 고령자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

재중일 경우에도 경고 문자를 통해 응급 상태에 대

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최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와 확장성이 뛰어나며 저가인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기존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추구하는 실시간성과 사

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나타나며 가격적인 측면에

서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는 단점

이 있기 때문에 혈압계와 대기질 센서 자체에 통신 

모듈을 연결시켜 스마트폰을 통한 연락이 아니라 

바로 연락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여 고령자의 건

강 상태만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동의 아

래 이벤트의 발생 위치까지 전송하게 된다면 더욱 

뛰어난 시스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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