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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고령화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령인구의 급격

한 증가는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 및 의료수요를 유발하여 이에 대한 해결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

라의 IT기술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특히 유비쿼터스 분야중 하나인 U-Health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U-Health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 Care시스템 모델에 대해 연구하였다. 노인전용 주거환경의 

Care시스템에 대해 설계하고, 설계한 내용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노인 Care시스템에 대해 연구하였

다. 기존 사회기반모델과 IT기술을 융합한 노인 Care시스템과 모바일기기간의 연동으로 Care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을 제공하여, 기존의 Care 및 의료수요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s our country is currently facing "aging society," people demands for qualitively and quantitatively better social 
welfare services. In particular, the abruptly rapid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requires various welfare services 
and medical care related to the elderly. It is urgent to resolve these demands. Also, IT technology in Korea is 
developing rapidly, and U-Health, a part of the Ubiquitous field is under the actively ongoing researches. In this paper, 
we studied the Elderly care system model suing U-Health technology. We designed the care system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designed specific for the elderly. Additionally, based on that design, we studied the elderly care system 
using the ubiquitous technology. Since this elderly care system combines the existing community-based model and IT 
technology in conjunction with other mobile devices, we may supply a new care service application, thus solving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care and medical services. 

키워드 : 노인 Care, 유비쿼터스, Mobile Device, U-Health

Key word : Elderly Cars, Ubiquitous, Mobile Device, U-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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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유비쿼터스 기술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성과 

안락하고 안전하며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의 기술적

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최적화를 

위한 통신 인프라와 유티쿼터스 기술의 접목이 필수적

이다. 이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홈네트워크 내에 발생하

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홈 네트워크 내에 거주하는 노인과 

행동에 제약이 따르는 사람에게 Care, Safety, Security, 
Self-Sufficiency 등의 다양한 홈네트워크의 노인Care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1].

U-Health를 활용한 노인Care서비스는 주거공간 내 

서비스와 주거공간 외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Care시스템이 지향하는 목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시설물에 설치된 서버와 건축

물이 소속된 도시통합관제센터, 응급의료센터, 각 공공

기관 들의 시설들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2]. 
노인전용 주거시설에서는 일반인이 거주하는 시설과는 

다르게, 고령화에 따른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적

합한 다양한 기능들의 시스템이 요구된다[3]. 
노인주거 환경에서는 응급상황을 대비한 센서 및 응

급호출기능을 가진 휴대용 기기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노인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주거시설에 대한 주거

시간과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

능들은 노인들의 신체적인 특성과 상황을 살펴볼 때, 
응급상황이나 비상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고, 그에 적

합한 대응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U-Health기술을 활용한 노인Care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과 

U-Health 기술을 바탕으로 노인Care주택에 적용 가능

한 기술들에 대해 분석 및 연구를 하였다. 

. 관련 연구

2.1. U-Health 기반 주거환경의 특성 및 서비스 적용

표 1은 주거환경 내에서 U-Health 기술을 활용하여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각각의 주거 타입 

별로 U-Health 서비스 적용에 대한 것을 고찰한 것으로, 

노인Care주택에 적용되는 서비스와 일반 주거형태에 

적용되는 서비스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U-Health 기
술을 활용한 주거환경의 특성은 노인들의 정보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지므로 위기에 대한 대응을 적절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주거환경 내의 방범 역할을 강화

하여 안전을 도모한다[4-7]. 그리고 노인주거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노인들의 신체적인 상황이 실

시간으로 모니터 될 수 있는 체계적인 노인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표 1. 주거유형별 U-Health 기술을 활용한 주거서비스 분석표

Table. 1 Residential service profiles that use housing-type 
specific U-Health technology

주거환경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주거타입별

단독

주택

공동

주택

노인 

주거

동체감시

동작감지

위험감지

원격검침

디지털액자(정보전달)
기상, 도시환경, 교통

알람서비스(약물, 일정 등)

기기제어(원격)-냉난방, 
도어락 등

위치확인 서비스

원격진료 서비스

원격 Care 서비스

화상통화 서비스

영상감시 서비스

안내서비스(위험)

실내환경감지 서비스

(○: 적용, △: 부분적용)

2.2. 노인Care주택에 적용될 U-Health 주거환경 기술

노인Care를 위한 주거환경에 적용될 U-Health 기술

은 IT의 최신 기술들과 접목되어 제공된다[8]. 현재 연

구가 진행되어 표준이 발표되어 있는 스마트 홈 네트워

크 서비스의 기술적인 요소와 추가사항들을 접목시키

게 된다면, 노인Care 향상을 위한 노인전용 주거환경에 

U-Health 기술의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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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Care 전용주거환경 설계

3.1. 노인Care 주거환경의 설계 

노인주거공간을 구성할 때 설계지침은 장애자 설계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

춘 기준들에 의해 설계하게 된다. 주거공간의 구성에서

는 욕실과 침실, 간이주방, 거실로 이루어진다.

3.2. U-Health 기술 기반 노인주거건축물의 설계

노인주거 건축물의 설계에 들어가는 U-Health 기술

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관제센터와 종합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실시간 주거상황과 노인들의 모든 상황

들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노인들은 다

양한 도시적 U-Health 서비스를 주거환경 내에서 받게 

된다.  노인주거공간의 다양한 도시적 U-Health 서비스

에 따라 노인들도 연령이 증가하여 각각의 시기와 본인

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표 2. 노인들의 주거환경 별 U-Health 기술

Table. 2 Analysis of services that use U-Health technology 
to build environment-specific housing for the elderly

유형별 내 용 제공서비스

기본형

- 기본적인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

- 방범 / 안전 / 원격제어 

/ 안내(정보) / 
위급감지

- 동체감시(방범)
- 동작감지(안전)
- 원격검침

- 기기제어(원격)
- 위치확인

- 위험안내

- 실내환경감지

- 화상통화

- 조명제어

- 디지털액자

건강

관리형

- 기본형에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

- 헬스케어

- 원격 Care
- 원격진료(선택)
- 알람서비스

- 디스플레이 

(건강정보제공)

여가

선호형

- 기본형에 여가서비스 

강화

- 엔터테인먼트

- 디스플레이확대

- 홈씨어터(옵션)

간호

보호형

- 중환자가 아닌 가벼운 

간병을 요하는 노인

- 알람서비스

- 원격진료

- 원격 Care
- 영상감시서비스

3.2.1. 노인주거건축물의 Care 서비스 

노인주거환경의 핵심이 되는 서비스가 기반이 되는 

주거 설계 가운데서 각 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다양한 

구조의 건축설계가 존재한다. 기존 대다수의 주거환경

과는 달리 노인별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건강, 여가, 간
호 필요성 등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표 2는 노인들의 주거환경 별 U-Health 기술을 활용

한 서비스 분석 내용이다. 

3.2.2. 노인주거건축물의 공간 설계 

그림 2는 노인주거공간에서 기본적인 U-Health 서비

스내용이다.

그림 1. 노인주거건축물의 공간 설계 

Fig. 1 Space design of a residence building for the elderly 

그림 1의 설계 내용은 조명제어, 알람서비스, 기기제

어, 원격진료, 화상통화, 영상감시, 헬스케어, 디지털액

자, 원격 검침, 동작감지 등이 있다. 노인주거건축물의 

설계에 있어서 표 2와 같은 U-Health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노인주거공간의 구성에도 차이가 있고, 노인이 원

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각 실의 배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한다. 공통적으로 노인의 안전과 편의개념으로 기본적

인 설계의 전제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공간에서 각각의 실별에 따른 세부내용으로는 

그림 3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노인주거를 설계해야 되

며,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가지는 것이 

주거설계의 핵심 요소인 만큼 각 실이 고유 기능을 유

지하면서 유기적인 관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욕
실만 놓고 보더라도 욕실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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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건강체크 등의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지게 된다.

3.3. 노인전용 주거건축물의 서비스를 위한 설계

U-Health 기술이 적용된 노인주거는 노인의 신체적

인 기능의 퇴화에 맞추어 다양한 U-Health를 활용한 

Care에 관한 기술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림 4는 

앞의 연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노인Care주택에 U- 
Health 서비스를 적용하였을 때, 주거 설계에 적용되어

지는 U-Health 관련 기기 및 내용이다. 기존의 노인Care
주택과 비교하면 주거공간의 제공과 아울러 주거 내에

서 U-Health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좀 더 주거안정성과 

노인신체기능의 퇴화로 예상되는 안전에 대한 문제들

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 노인Care주택의 U-Health 서비스 설계

Fig. 2 Design of U-Health services for the elderly care 
housing

. 노인Care 시스템 구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노인 Care 시스템 구현에서 노

인주거환경에서의 각 주거시스템의 설정과 건축물 내·
외부의 감시, 응급의료와 긴급출동 서비스의 환경에 대

해 구현하였다.  개발환경은 표 3과 같다.

표 3. 시스템 개발 환경

Table. 3 System development environment

구성 내용

개발 언어 Android 2.3.3

개발 툴 Android Studio 0.2.9

사용 언어 Java, XML

네트워크 Wi-Fi, Bluetooth(2.4Ghz) 

개발 환경

CPU : Intel i7
RAM : 8GB
OS : Windows7, Windows XP

노인 Care 시스템 구현에서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어하고자 하는 기기에 대해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불러와 각 기기로 신호를 보내 제어하는 구성이

고,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시스템 구성도

Fig. 3 System configuration

노인 Care 시스템 구현에서 스마트단말의 메인화면

은 그림 4와 같이 4개의 부분으로 되어있다. 첫 번째 

“Camera”부분은 실내와 실외의 영상에 대해 실시간으

로 전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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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템에서 실내영상은 거실과, 침실, 화장실의 

영상에 대해 전송이 가능하고, 실외는 건물 주변의 화

면을 전송한다. 

  

그림 4. 노인Care 시스템 구현 메인화면과 카메라의 속성화면

Fig. 4 Main screen of implementation of the elderly care 
system and camera screen

그림 5는 “Camera” 부분에서 영상을 전달받은 화면

의 영상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침실과, 거실, 화장실과 

건물 외부 영상 등 노인들의 활동 가능한 공간들에 대

해 스마트단말을 이용하여 실시간 영상의 전송 및 수신

이 가능하다.

그림 5. 카메라의 동작화면

Fig. 5 Camera screen

그림 6의 주거환경 내 시스템 제어부분에서는 형광

등, 가스, 현관도어락, 수도 등의 제어가 가능하다. 

. 결  론

최근 고령인구의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직

접적인 주거 생활의 지원은 구체적인 대안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현재 U-Health를 활용한 노인 Care 서비

스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

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그림 6. 시스템 제어 화면

Fig. 6 System control screen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

회에서의 U-Health 기술을 비롯한 IT기술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 Care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U-Health에서 홈 네트워크 기기의 특성과 노인전용주

거환경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살펴봄으로

써 U-Health 기술을 반영한 노인 Care주택 설계 내용을 

연구하였다. U-Health의 Care 주거시스템은 생활이 불

편한 사람이나 노인들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생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

으로 의료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의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든지 상황정보에 따

른 분석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 주거환경에서의 공

간 별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제어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노인 Care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질 높은 주거 및 건강관리 서

비스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시스템 설계 및 구현을 필요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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