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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기반의 독거노인을 위한 스마트홈 시스템

(Arduino Based Smart Home System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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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Smart Home System(SHS) is applied in order to provide comfort, energy 

efficient and better security to the residence. Thus, by introducing the SHS in the house of 

elderly people, it is possible to provide a convenient and safe life for old people especially 

living alone. This paper present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low cost but yet flexible 

and secure smart-phone based SHS. The design is based on inter-working between Arduino 

board with Bluetooth and Arduino board with Ethernet shield, and the home monitor/appliances 

are connected to the input/output ports of this board via sensors/relays. In addition, when the 

old man is put on an emergency, the proposed system will automatically notify it the family. 

Therefore, we have implemented an inexpensive and efficient SH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by 

inter-working smart phones, internet server and Arduino micro-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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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최고 수준으로, 

2000년 처음 고령화 사회(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이 7%이상)에 진입한 이후 2017년 고령사회

(동 비율이 14%이상), 2026년 초고령화 사회(동 비

율이 20%이상)로의 빠른 진입이 예상된다[1].

한편 미국은퇴자협회(AARP)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인구의 86%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노년을 보내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AIP(aging in 

place)는 고령화 현상을 해결해야할 사회적과제로 

보는 기존관점에서 벗어나 노화를 인생의 한 단계

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가노인복지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한

다[2, 3]. 이처럼 많은 고령인구가 기존 사회 속에

서 공존하려면 고령자의 건강·안전·사회통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치매노인 및 만성질

환으로 시달리는 독거노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및 그 시스템의 제공이 필

수적이다[4, 5].

최근 각 가정마다 초고속망이 보급되고, 복수개

의 PC와 가전제품들이 다양한 유무선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가정 내부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따라, 

원격지에서 언제어디서나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홈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 되었다

[6-8]. 그리고 이러한 홈네트워크 기술들은 재택 

고령자의 편의와 안전을 극대화 시키는 서비스에 

우선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고령자가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의 영향으로 가스밸브나 현관문을 열어놓는 경

우를 대비하여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가정용 기기

를 확인·조정하는 스마트홈 시스템(Smart Home 

System)이 필요하게 되었다[9-11]. 이때 스마트 

홈의 원격조정을 위해서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인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있다[12]. 하지만 기존의 고

기능과 복잡한 구조의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과 많은 비용이 들었다[13]. 

최근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손쉽게 마이크로컨트

롤러를 동작시킬 수 있는 프로토타입 플랫폼인 아

두이노(Arduino)가 소개되어 가정용 기기의 원격조

정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아두이노는 값이 싸고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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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간편하게 제작을 할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하여, 

다수의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들이고 relay 스위치

를 통해 LED와 모터와 같은 외부 전자장치를 조정

함으로써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14-17].

본 논문에서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독립적인 삶

을 보장하기 위한 원격조정 및 원격확인(모니터링) 

기반의 고령 친화적 스마트홈 시스템을 제안하고 

그것을 블루투스 통신으로 스마트폰과 아두이노 마

이크로컨트롤러 간의 원격조정 시스템으로 실제 구

현하였다. 동시에 웹상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터넷

이 연결되는 환경에서는 언제어디서나 집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편리하게 조정이 가능하며, 고령자가 

위급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및 구현한다.

Ⅱ. 본 론

본 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홈기기를 원격 제어

하는 소규모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기반이 

되는 아두이노를 소개하고 기존기술을 요약한다. 그

리고 제안하는 아두이노 기반의 스마트홈 시스템이 

기존기술 대비 가지는 차별성 및 구체 동작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1. 아두이노 (Arduino)

아두이노(Arduino)는 이탈리아어로 친구라는 뜻

을 가지고 있으며 2005년 이탈리아의 디자인학교에

서 학생들이 제어가 가능한 전자회로 디자인 작품

을 쉽게 제작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만들어 졌다. 특

히, 아두이노는 MCU(Micro Controller Unit) 계열 

중 기존과 다르게 프로그램 저장을 위해 8bit 단일

칩 플레시메모리를 사용한 아트멜 AVR을 기반으로

한 보드를 사용한다[14]. 

아두이노 보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 세계

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컴

퓨팅 플렛폼을 채택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둘째, 가격이 저렴하면서 견고

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저비용을 쉽게 접

근이 가능하다. 셋째, 쉴드(shield)라 불리는 다양한 

추가 모듈을 이용해서 기존의 없었던 다양한 기능

을 쉽게 창조하여 구현 할 수 있는 확장성이 뛰어

나다. 이처럼 아두이노는 오픈소스로 쉽게 싸게 하

드웨어를 만들며, USB로 PC에 간단히 연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모듈을 연결하여 필요한 기

(a) (b) (c)

그림 1. 아두이노 시스템의 주요구성품

(a) Uno board (b) Bluetooth module (c) Relay 

Fig. 1 Main component of Arduino system

능으로 확장 가능한 특징을 가진다[14-17]. 

아두이노 시스템의 주요 구성품은 그림 1과 같

이 MCU 역할을 하는 UNO 보드, 무선기기와의 통

신을 관장하는 블루투스 모듈, 그리고 다양한 전기

장치들을 On/Off 할 수 있는 Relay를 들 수 있다. 

추가적으로, 우노보드와 연동하여 인터넷 통신을 하

기위한 Ethernet 쉴드, 와이파이 접속을 위한 WiFi 

쉴드등의 통신관련 쉴드가 있다. 또한 UNO 보드에 

입력 값을 제공 할 수 있는 온도·습도, 조도, 소리, 

움직임, 심장박동, 기울기 감지 센서 등 다수의 센

서가 존재한다[14].

2. 기존 스마트홈 시스템 (Smart Home System)

기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불리던 스마트홈 

시스템은 가정 내부에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홈기기를 원격지에서 제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

다[6]. 스마트폰제어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이 이

동통신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연결된 웹서버 (홈서

버)와 연결된다. 웹서버(홈서버)와 홈기기는 각각 

Zigbee 모듈을 사용하여 무선으로 연결된다[6-8].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웹서버(홈

서버)에 접속하여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홈기기들의 

상태정보를 볼 수 있고 이들을 제어 할 수 있다. 이

처럼 원격으로 홈기기를 제어하는 스마트 홈시스템

을 위해서는 먼저 홈서버를 구축해야하고 동시에 

홈기기가 Zigbee방식으로 홈서버에 연결 되어야 한

다[8]. 거리에 따라 Bluetooth와 WLAN으을 이용

하여 홈서버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9-11]. 

하지만 기존의 홈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홈 시

스템은 현재 대기업 아파트, 고급빌라 등에만 주로 

설치가 되고, 일반 가정집에서는 거의 채택되지 않

고 있다[12, 13]. 그 이유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통신 및 조정시스템을 포함하고, 집의 초기 건축시 

기업주도로 사전 설치되므로 가격이 비싸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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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존 스마트폰제어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6]

Fig. 2 Components of conventional smart phone 

based Home Network System

거주자가 원하는 기능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가격이 싸고 확장성이 

뛰어난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하여, 독거노인의 가정

에서 고령자가 원하는 맞춤식 편의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간단하고 경제적인 스마트홈 시스

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3. 제안하는 아두이노 기반의 스마트홈 시스템

3.1 제안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의 기능 및 동작

제안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크

게 3가지의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고령자의 편의를 위해 집안의 가전제품을 스마트폰

으로 원격 조정하는 생활편의 제공 기능이다. 두 번

째는 고령자가 외출시 건망증으로 궁금할 수 있는 집

안의 문단속, 가스누출 및 가전제품의 상황을 모니터

링 하고 유사시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격조정이 가능

한 안전·보안 관리(원격관리) 기능이다. 세 번째는 독

거노인의 가정에서 갑작스런 질병 및 낙상에 의한 위

급상황을 감지하여 미리 지정된 가족(지인)에게 문자

로 알려주거나 외부인 침입, 가스누출(화재)시 경고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위급(비상)상황 알림 기능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을 

동작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조정하는 것에 상관

없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서버 그리고 아두이노가 상

호 연동하여, 어느 쪽으로 조정 및 모니터링 하더라

도 현재 아두이노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동작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연동기능도 추가하였다.

그림 3. 제안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의 주요기능 

Fig. 3 Main functions of the proposed smart 

home system

3.1.1 생활편의 제공 시스템 (내부 원격조정)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가 집안의 

가전제품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조정

하기 위한 기능을 구현하였다.

- 조명기기의 On/Off

- 공조기(에어컨, 선풍기)의 On/Off

- 창문의 여닫이 기능

- 디지털 도어록 잠금/해제

- 가스밸브 잠금/해제

동작방법은 그림 4와 같이 스마트폰과 아두이노 

Uno-보드(블루투스 모듈장착)를 무선으로 연결

하여 Uno-보드와 유선으로 연결된 relay에 다

양한 종류의 가정용 전자제품을 연결하여 스위

치처럼 제어한다.

3.1.2 안전(보안) 관리 시스템 (외부 원격관리)

고령으로 인한 치매, 건망증의 영향으로 외출시 

집안의 문단속 및 가스밸브 잠금등의 내용이 궁

금하게 되는데, 외부에서 집의 문단속 및 가스

밸브 잠금상황, 가전제품 동작여부를 확인 가능

한 서비스이다. 만약 문단속 및 가스밸브 잠금

에 이상이 있을 시에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문

을 잠그고 가스밸브를 닫을 수 있다.

- 외부에서 집의 문단속, 가스밸브 잠금 확인 

가능

- 외부에서 집의 안전(보안) 장치 조정가능

  원격조정을 위한 아두이노 Uno(Master)과 인

터넷 연결을 위한 Uno(Slave)와 ethernet 

shield 결합을 연결하여 외부에서 홈기기의 모

니터링 및 원격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3.1.3 응급(비상)상황 알림 시스템

독거노인이 주간에 일정시간 이상 집에서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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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을시 움직임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가족

(보호기관)에게 비상연락을 취한다. 또한 주인

이 외출시 외부의 침입으로 움직임이 감지되거

나 가스 누출시 주인의 스마트폰에 외부인의 침

입 및 화재의 경고 메시지를 전송한다.

- 독거노인의 갑작스런 건강의 이상으로 쓰러지

거나 움직이지 못할시, 일정시간(12hour)이 

경과하면 응급상황으로 인식하여 가족이나 

보호기관에 자동알림 메시지 전송

- 외출시 외출모드로 지정하였는데 원치 않는 

외부의 침입이 있으면 비상상황(도둑)이 있음

을 주인(독거노인)에게 알려주는 기능 가짐

- 외출시 가스가 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가스

(온도)센서가 동작하여 주인에게 화재경보를 

자동으로 전송함 

3.1.4 스마트폰, 인터넷 서버, 아두이노 컨트롤

러간의 실시간 연동 시스템

스마트폰에서 홈 가전기기를 조작하거나 인터넷

으로 조정한 경우 모두에 대해 스마트폰, 인터

넷 서버, 아두이노 컨트롤러가 연동하여 동일한 

동작과 모니터링결과를 보여주도록 상호 연동하

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 아두이노 Uno-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Relay

와 가정 전자기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속

이나 인터넷서버를 이용한 접속시에 홈기기 

및 보안장비(문단속, 가스밸스)의 On/Off 상

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줌

3.2 제안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의 구성

제안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이 크

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Relay에 묶여 원

격조정 신호를 전송하거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

아들여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하는 Input/output 블록

이 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과 다양한 단말기로부

터 제어정보를 받아들여 아두이노 보드에서 처리하

는 Micro-controller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무선

이나 유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아두이노보드에 

접근하는 Networking 블록이 있다.

3.3 제안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의 동작방법

제안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고령친화적인 스마

트홈 시스템의 동작시나리오들 중에서 아두이노 기

반의 센서를 통하여 위급상황 및 긴급상황에 대비하

여 경고메세지를 전송하는 경우의 동작방법을 순서

대로 설명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4. 제안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의 블록도 

Fig. 4 Block diagram of proposed system

그림 5. 홈 센서를 통한 위급 및 긴급상황의 경고 

메세지 발송시스템의 동작 흐름도  

Fig. 5 Flow chart of sending emergency 

message from home sensors

먼저 사용자는 스마트홈 앱을 설치한 후 응급상

황시 연락할 가족 및 친구의 전화번호를 등록한다. 

사용자가 집안에 있는 경우, 움직임센서는 일정시간

(12h)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사용자가 갑작스

런 병증으로 쓰러진 응급상황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면 아두이노와 인터넷서버가 연

동하여 미리 등록된 전화번호로 응급상황이 발생함

을 알린다.

만약 사용자가 외출을 한 경우, 움직임 센서는 

예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면 외부인의 침입으로 

간주하고 사용자에게 긴급상황(도둑)임을 알린다. 추

가로 가스 센서를 부착하여 가스가 누출되면 사용자

에게 가스가 누출되어 위험함을 메시지를 보내서 알

린다. 이때 사용자인 독거노인 이외에도 미리 전화번호

를 등록한 가족에게도 긴급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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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마트홈 구현을 위한 아두이노 HW 연결도  

Fig. 6 HW connection diagram for smart home 

system implementation

 (a)           (b)             (c)

그림 7. 제안하는 애플리케이션 화면  

Fig. 7 Screen shot of the proposed Apps 

(a)Main page, (b)Bluetooth, (c)Internet

 Ⅲ. 제안하는 스마트 홈 시스템의 

구현 및 실험

본 장에서는 다중 센서와 아두이노 장치 및 스

마트폰을 연결하여 만성질환과 치매로 고생하는 고

령자의 재택사회복지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두

이노 기반의 스마트홈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였다. 

그리고 그 유용성 및 실현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6은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아

두이노 하드웨어간의 연결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과 같이 두 개의 아두이노 보드 ①과 ②는 각각 홈

기기의 조정과 인터넷접속 및 센서측정을 위해 마

스터(Master)와 슬레이브(Slave)로 연결되어 있다. 

마스터 우노보드 ①은 ③의 블루투스모듈로 스마트

폰에 연결되며 ④의 릴레이를 통해 홈기기의 

On/Off 스위치를 제어한다. 팬에 릴레이가 3개 연

            (a)                   (b)

그림 8. 블루투스로 연결된 아두이노기반의 

스마트홈 시스템의 구현 

Fig. 8 Implemented SHSbased on Arduino 

with Bluetooth

(a) SHS with Bluetooth (b) SHS on Smart 

phone

결된 것은 저속, 중속, 고속의 속도조절을 위해서이

다. 가스밸브를 잠그기 위해서는 ⑦의 모터모듈이 

추가로 필요하다. ②의 슬레이브 우노보드에는 인터

넷 접속용 Ethernet shield와 2개의 센서(가스, 움

직임)가 묶여 있다. 

1.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정용 기기의 원격조정

시스템 구현

본 절에서는 고령자의 편의를 위하여 스마트폰

을 이용하여 집안의 생활기기 들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림 7의 (a)는 제안하

는 스마트홈 시스템 앱의 메인화면이다. 여기서 집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b)의 블루투스 연결화면이 

나타나서 집안의 기기들을 원격조정 할 수 있다. 만

약 메인화면에서 인터넷 아이콘을 누르면 인터넷서

버에 접속하여 (c)의 화면과 같이 외부에서도 집안

기기들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버

튼을 통해 원격 조정할 수 있다.

 그림 8은 블루투스를 통해 집안의 기기들을 원

격 조정하는 아두이노 기반의 스마트홈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한 모습이다.

2. 스마트폰(컴퓨터)으로 외부에서 인터넷에 접

속하여 집의 상황(문단속, 가스밸브개폐, 가정

용기기 동작)을 원격 관리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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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9. 인터넷으로 연결된 아두이노기반의 

스마트홈 시스템  

Fig. 9 Implemented SHS based on Arduino with 

Internet connection

(a) SHS with Internet (b) SHS on Smart phone

        (a)                     (b)

그림 10. 움직임 센서를 이용한 고령자의 위급상황 

알림 서비스 구현  

Fig. 10 Implementation of emergency alert 

service for the old(user) on smart phone

(a) Emergency alert service (b) Motion sensor

본 절에서는 고령자의 편의를 위하여 외부에서

도 스마트폰(이동단말기)이나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

속하여 집안의 보안 및 생활기기 들을 모니터링하

고 원격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림 

9는 그림 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부에서 인터

넷 서버와의 접속을 위한 Ethernet 쉴드와 고령자

의 위급상황(낙상, 심장마비로 움직임 없음)을 감지

하기 위한 움직임센서를 포함하는 스마트홈 시스템

의 구현모습이다. 

        (a)                     (b)

그림 11. 가스센서를 이용한 외출시 가스누출 알림 

서비스 구현  

Fig. 11 Implementation of emergency alert 

service for gas leakage on smart phone

(a) Emergency alert service (b) Gas sensor

그림 9의 (b)와 같이 외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홈기기들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화면상에 모든 기기들이 Off로 되어 

있어서 모든 상황이 정상임을 알 수 있다.        

3. 홈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독거노인)의 응

급상황 및 외출시 긴급상황(도난, 화재, 가스누

출)발생시 경고 메세지 자동 전송 시스템

본 절에서는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된 움직임센

서와 가스센서의 입력을 받아서 그림 3의 구조와 

그림 5의 동작순서에 따라 경고메세지 자동 전송 

서비스를 구현한 시스템을 소개한다. 

그림 10은 독거노인이 집안에서 일정시간 움직

임이 없을 때 움짐임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미리 

지정된 전화번호의 가족에게 위급상황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자동 전송하는 모습이다.

그림 11은 사용자가 외출 시에 집안에 있는 가

스 센서가 가스누출을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긴급 

상황임을 알리는 서비스를 구현한 모습이다. 온도센

서나 움직임센서를 활용하면 집안의 화재나 도둑의 

침임을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다.

제안시스템은 위급상황을 스마트폰에 알리는 기

능을 간단하고 쉽게 구현하기 위하여, pushingbox

와 pushbullet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18, 19]. 

pushingbox는 클라우드 알림서비스의 일종으로 이

메일, 트위터, 그리고 미리 지정된 행위에 대한 경

고를 울리는 디지털 알람서비스이다[18]. 한편 

pushbullet은 스마트폰, PC간 필요한 정보교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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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ushingbox와 pushbullet 앱을 이용한 

위급 및 긴급상황 메시지 전송의 동작 흐름도

Fig. 12. Flow chart of sending emergency 

message using pushingbox and pushbullet 

applications

위한 텍스트 및 파일의 전송 서비스 앱이다[19]. 

pushingbox와 pushbullet을 이용하여 위급상황

시 지정된 사용자의 스마트폰에게 특정 메시지를 

보내는 절차를 흐름도로 나타내면 그림 12와 같다.

먼저 고령자의 가족들은 pushbullet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한다. 앱에 로그인할 때 구글 아이

디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때 access token(접속토

큰)이 부여 된다. pushingbox는 앱에서 부여받은 

access token을 등록함으로써 연락할 가족 스마트

폰의 pushbullet과 연동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 

알람으로 보낼 메시지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devide ID를 할당 받는데, 이 ID를 필요한 소스코

드에 삽입하면 특정조건이 일어날 때마다 지정된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최근 널리 사용되는 2가지 프로그램(앱)

을 도입하게 되면 제안시스템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안시스템을 쉽게 구현함으로써 

독거노인의 가정에 빠르게 전파하는데 매우 경제적

인 대안이 될 것이다.

4. 스마트폰, 인터넷, 아두이노 보드의 연동을

통한 실시간 스마트홈 통합관리 시스템

본 절에서는 앞에서 구현하였던 아두이노 기반

의 고령 친화적 스마트홈 시스템에서 스마트폰(내부 

그림 13. 블루투스(가정내), 인터넷(외출중), 

아두이노 시스템의 연동 구현  

Fig. 13. Inter-working among smart phone on 

Bluetooth, Internet and Arduino based Home 

appliance

블루투스 접속), 스마트폰(외부 인터넷접속), 아두이

노보드에 연결된 홈기기의 동작이 연동함을 보인다. 

그림 13과 같이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집안의 불

을 켜거나 외부에서 인터넷서버에 접속하여 원격으

로 불을 켤 경우에, 스마트폰(내부 블루투스 접속), 

스마트폰(외부 인터넷접속),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

된 조명등의 동작이 모두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하는 아두이노 기반의 스마트

홈 시스템을 독거노인의 가정에 설치하게 되면 만

성질환으로 시달리는 고령자에게 홈기기에 대한 편

리한 원격조정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외출을 하는 

경우, 외부에서도 집안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격

조정 할 수 있으므로 건망증 및 치매의 영향으로 

문단속이나 가스밸브의 잠금을 잊은 경우에도 간단

하게 인터넷만 접속하여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을 보였다. 특히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

제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고령자

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제공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고령자의 편리학고 독립적인 가

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블루투스를 통해서 아두

이노와 스마트폰 간에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아두이노와 연결된 홈기기들을 제어

를 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현해 보았다. 

추가로 외출시 인터넷을 통한 홈서버의 접속을 통

해 자신의 집의 상황을 원격 모니터링 및 유사시 

원격 조정이 가능함을 보였다. 특히 독거노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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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상황(낙상, 심장마비)을 감지하여 가족에게 긴급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외출시 외부인의 침입과 화재

위험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함을 보였다.

앞으로는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한 생활 편의 및 

긴급상황 알림서비스에 보태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추가로 구축하여 독거노인을 위한 통합적인 아두이

노 기반의 스마트 홈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아두이노 기반의 고령 친

화적 스마트홈 시스템을 독거노인의 가정에 적용한

다면 기존 홈네트워크 대비 적은 비용으로 고령 친

화적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다양한 쉴드

(shield)를 활용하여 확장한다면 개개인의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를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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