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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ome 환경에서 멀티센서 기반 
u-Care System 구

☆

Implementation of u-Care System Based on Multi-Sensor 
in u-Home Environment

이 희 정* 강 신 재** 장 형 근*** 정 창 원**** 주 수 종***** 

Hee-jeong Lee Sin-jae Kang Hyung-geun Jang Chang-won Jeong Su-chong Joo

요    약

최근 독거노인의 수가 차 증가함에 따라, 독거노인들의 안 을 한 시스템이 요구되며, 재 일부 련 서비스가 시범운
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실내 치추 기술을 기반으로 독거노인의 행 에 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부분의 시스템들이 고가의 인 라가 요구되는 독거노인에게 부착된 태그나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서
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한 홈 환경의 가의 센서들로 부터 수집된 이벤트 데이터
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시스템의 주요 특징으로 서비스 수행 결과를 웹 라우 를 통해 실시간 모
니터링하고, 련 상황정보를 휴 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호자  헬스 어 련자에게 제공한다.

ABSTRACT

As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has been increasing in the recent years, systems for their safety have been 

required, and some related services or pilot systems have been operating. These systems provide the monitoring service for the 

activities of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with indoor location tracking technology using the various sensors. However, most 

systems provide services on expensive infrastructure such as attached tags and mobile devices. In this point, this paper attempts 

to suggest a system based on low cost sensors to collect event data in home environment. And a main characteristic of the 

system is that people can monitor the results of provided services through web browser in real time and the system can provide 

related context information to guardians and health care managers through SMS of mobile phone.  

☞ keyword : u-Care system, indoor location tracing, context information model, healthcare home service, 유 어 시스템, 

실내 치추 , 상황정보 모델, 헬스 어 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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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사회는 건강에 한 심과 생활수

의 향상으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노인들 에는 배우자나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독

거노인의 비율이 꾸 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 인 

문제가 되고 있다[1, 2]. 이를 해결하기 해 실버

산업에 한 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

인 련시설  정책부족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독거노인에 한 체계 인 리

가 어려운 실정이다[3]. 한 독거노인들은 부

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어 갑자기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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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낙상감지폰, 당뇨폰 

상의 이유나 외부 인 요인으로 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생명에 커다

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노인들의 주 생활공간인 가정에

서의 활동상황을 주기 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

스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재 독거노인의 거주지인 가정

의 실내환경정보를 포함하여 u-Home 환경 기반 

센서를 이용한 웹기반 u-Care System에 해 기술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도어센서  활동감지센서

를 통해 독거노인의 실내 치를 악하며, 휴 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주요상황  상황에 한 

알람서비스를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u-Care System의 국내외 동향에 한 내용을 살펴

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소 트웨어 구조와 서비스 모델에 해 그리고 4

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의 용 를 통해 수행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

후 연구 내용으로 끝맺고자 한다.

2. 련연구

재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로

젝트들이 환경, 의료, 산업, 교통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되며,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로젝트를 해 이기종의 센서정보를 수집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 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4]. 본 장에서는 이기종의 다양한 센서정보

를 활용한 u-Care System의 국내외 황과 재 

시스템의 문제 을 살펴본다.

2.1 국내외 u-Care System의 황

재 국내외의 u-Care System은 기단계이거

나 시범사업단계이며 국내에서는 당뇨폰  낙상

감지폰 등 핸드폰이나 휴 용기기를 이용한 시스

템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인 독거노인 u-Care 

Service 사업 등이 있으며, 국외 사례로는 IBM, 

Phillips, Coco-secom, HoneyWell등에서 u-Care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2.1.1 국내

LG와 헬스피아에서 강남성모병원과 략  제

휴를 맺고 당 측정모듈이 내장된 당뇨폰을 통

해 모바일 당뇨 리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한국

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3축가속도센서를 이

용하여 낙상유무를 정하여 상황을 경보할 

수 있는 낙상감지폰을 개발하 다. 

그리고 메디아나에서는 심 도나 압 그리고 

산소포화 농도 등을 포함하는 다기능 환자 

감시장치를 개발하여 매 에 있다. 그리고 최

근 들어 삼성 자 홈비타를 필두로 신축 아 트

에 용하고 있다.

한 정부에서 2008년에 성남시, 부여군, 순창

군 3개 지역에 독거노인 u-Care 서비스사업을 시

범운 하 으며, 2009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서

산시, 문경시, 김제시, 양시, 삼척시, 동해시 등 

6개 지역에 독거노인 u-Care System 구축하여 운

 에 있다[5].

2.1.2 국외

Honeywell HomMed LLC의 자동제어 솔루션[6]

은 측정 장치들이 일정한 시간마다 환자의 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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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기능환자감시장치, 홈비타

(그림 3) Honeywell HomMed LLC의 자동제어 솔루션 

(그림 4) Coco-Secom 서비스, 원격의료서비스개념도

신호를 측정하고 측정데이터를 앙의 데이터 센

터로 송하여 의료 문가에 의해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이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방문간호사를 보내주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 하

고 있다.

일본의 보안업체인 Secom사가 개발한 Coco-Secom 

서비스[7]는 이용자가 험에 처했을 때 GPS네트

워크와 휴 폰을 이용하여 치추 을 통해 험

상황이 경호업체에 달되어 장에 출동하는 서

비스이다. 그리고 IBM 유비쿼터스 컴퓨  연구소

에서는 헬스 어 로비 스 인 라스트럭처 기

술을 이용하여 원격의료서비스를 재택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구 에 있다.

한 필립스 헬스 어 사업부의 경우 환자 텔

모니터링 서비스(PTS)  TV를 이용한 맞춤형 

건강 리서비스인 Motiva를 사용하여 각 가정에

서 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인텔은 헬스 어사업을 지속 으로 확



u-Home 환경에서 멀티센서 기반 u-Care System 구

138 2011. 4

항 목

LG

헬스피아

당뇨폰

ETRI

낙상 감지폰

삼성

홈비타

Secom

Coco-secom

Honeywell

HomeMed 

LLC

Intel

헬스 어 

가이드

제안한 시스템

신체 착용 착용 착용 미착용 착용 착용 착용 미착용

생체정보 수집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실시간 독거노인 상황 

모니터링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실내 환경정보 수집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실내 치추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원격 모니터링

(웹,SMS서비스 등)
미지원 지원 지원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지원

응 상황시 

의료 문가  

외부업체와의 연결

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표 1) u-Care System 비교

(그림 5) Motiva, 헬스 어 가이드

하고 있으며 헬스 어 가이드라고 하는 가정에

서 심장병  고 압환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쉽

게 리하고 체   당 그리고 압 등의 기록

을 인터넷을 통해 의료진에 달 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개발하 다[8,9]. 

2.2 재 u-Care System의 문제

앞서 언 한 국내외 u-Care System은 부분이 

사용자가 휴 폰이나 휴 장치를 항상 휴 하거

나 착용하는 불편함과 함께 실용화하기에는 고비

용 문제 이 있다. 한 련 시스템 부분 독거

노인의 상황 모니터링이 불가능 하거나 미비하여 

보호자인 가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상황 발생 시에만 독거노인의 상황을 

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상

용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비용을 고려하고 독거노인의 실내 치추 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주요상황 발

생 시 보호자에게 알람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3. u-Care System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기존 u-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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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u-Care System 구조

System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독거노인에 

직 으로 센서나 기기를 부착하지 않으며 비

용을 고려한 독거노인의 실내 치추 을 하기 

해서 그 동안 연구하여 특허 등록된 실내 치추

방법과 실시간 멀티 센싱 기술을 이용한다[8]. 

집안 내의 온도센서 습도센서 등은 USN을 이용

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활동감지  문열림 감지 

그리고 가 제품 이용감지는 센서정보 수집을 

해 직  제작한 I/O보드를 이용한다. 이 게 수집

된 센서정보는 웹서비스를 통해 이를 실시간으로 

독거노인의 실내환경  상황정보 모니터링 정보

를 제공하고 휴 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독거

노인의 주요 상황을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본장에

서는 제안한 u-Care System 구조와 구성요소  

지원서비스에 해 기술한다.

3.1 시스템 구조

u-Care System은 독거노인의 거주환경인 실버

아 트를 기 으로 집안내의 온도, 습도센서를 통

하여 실내환경정보를 수집하고 활동감지센서  

도어센서 그리고 On/Off 스 치를 통하여 이동방

향  재 치정보 그리고 가 기기의 이용정보

를 수집하는 물리계층, 물리계층과 응용사이의 통

신을 지원하고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자

별 상황정보로 인식해주는 상황인식계층, 그리고 

웹서비스를 통하여 치정보  상황정보제공을 

지원하는 응용과 알람시 보호자 휴 폰 문자메시

지로 송을 지원하는 응용들이 존재하는 응용계

층으로 구성된다. 물리계층은 독거노인의 실내에 

존재하는 USN기반 환경센서를 통해서 온도정보

와 습도정보를 수집하고 우리가 제작한 I/O 센서

보드와 연결된 활동감지센서, 문열림 감지센서, 

On/Off 스 치를 통하여 실내이동정보를 수집하

여 제공한다.

상황인식계층은 물리계층의 센서  디바이스

들을 리하기 한 Device Manager, 수집된 센서

정보들을 상황으로 인식하기 한 Context Manager

로 구성되며 본 계층에서는 물리 인 장치들을 

Group Manager를 통해 홈 환경의 역별 그룹화 

하고, 사용자 정보를 기 로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사용자별 상황정보로 모델링 한 뒤 

Information Repository를 경유하여 데이터베이스

에 장된다[10-12]. 

응용계층은 웹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며, 독거노

인의 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웹GUI와 휴 폰

을 통한 상황정보를 알람서비스로 제공되며, 특

히, Security에 의해 인증된 사용자에게만 독거노

인의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한다.

3.2 상황정보 모델링

제안한 u-Care System에서 사용하는 상황정보

는 홈 환경에서 수집하는 센싱된 정보를 기반으

로 하며, 독거노인 개인별 상황정보는 다음과 같

다[13].

(그림 7)은 (표 1)의 상황정보 모델링을 시간 흐

름에 따라 나타내고 있다. 외출은 오  09시 55분 

독거노인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후 5분 동

안 실내에서 아무런 감지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귀가는 외출 후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온 경

우이다. 이외에 침입은 독거노인의 치와 다른 

치에서 감지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행 로는 이동으로 독거노인이 구분된 역 즉, 

독거노인이 거실에서 감지되었다가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방에서 감지될 경우 이동의 활동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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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활동 치 시간 센서 개인별설정값 조건

외출 없음 없음 설정시간 문
문 동작 후

5분 
치센서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휴식 N/A 방 즉시 침 센서 N/A 치가 방, 침 에 있을 경우

취침 없음 방 설정시간
조도센서

침 센서

오후 9시부터 

오  7시까지 

치가 방, 침 에 있으면서 사용자 취침 시간 

상태

식사 감지 주방 즉시
가스밸 센서

활동감지센서
N/A

치가 주방이고 가스밸 가 열려있고

주방에서 활동 

화장실

이용
감지 화장실 즉시

화장실문

화장실변기
N/A 치가 화장실,변기센서가 동작

TV시청 감지 거실 즉시 TV센서 N/A 치가 거실, TV센서가 동작

이동 감지 감지 즉시
활동감지센서

도어감지센서
N/A 도어  활동감지센서에 감지될 경우 치변경

귀가 있음 거실 즉시 문 N/A 외출후 문이 열리고 거실에 치시

실내온도

주의
있음 N/A 계 상황 온도센서

동 기: 10~25

하 기: 15~26
사용자설정 범  과 나 미만시

화재 N/A N/A 즉시

온도센서

조도센서

습도센서

온도:35도이상

조도:350lx 이상

습도:10%이하

온도가 일정수  이상시/습도가 일정수  이하시 

주의, 조도값이 일정수  이상시 경보

침입 감지
방,

화장실,주방
즉시

문센서

거실센서
N/A 사용자의 치와 상 없는 곳에서 감지될 경우

없음 방 즉시 침 센서
오후 9시부터 

오  7시까지 

취침시간이 지나서 30분이상 동작이 감지되지 않

을 경우

(표 2) 상황정보 모델링

고 식사는 주방에서 가스밸 를 열고, 일정 시간 

머무른 경우, 화장실 이용은 화장실에서 변기를 

사용한 경우이다. TV시청은 거실로 이동한 독거

노인이 TV를 ON 시켰을 경우이다. 휴식은 방으

로 이동하여 침  에 있을 때이며, 취침은 설정

된 시간에 형 등을 끄고 침 에서 감지되었을 

때이다. 실내온도주의는 온도센서에 의해 실내온

도가 설정된 온도(동 기, 하 기)를 과한 경우

와 방에서 취침 이던 독거노인이 취침시간을 지

나 30분이 경과 후에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상황으로 본다. 화재는 실내의 온도, 조도 그리

고 습도가 일정수  이상 는 이하일 경우이다.

3.3 시스템 구성요소

u-Care System을 한 물리계층의 구성요소는 

다음 (그림 8)과 같다. 실내환경정보인 온도, 습도

정보 수집을 한 환경센서Ⓐ는 ATMega 128 마

이크로 컨트롤러와 2.4GHz Zigbee 트랜시버인 

CC2420기반이며 Zigbee 기반 Co2  조도센서 등

의 환경정보수집을 한 센서추가가 용이하도록 

센서노드와 싱크노드로 구성하 다[14]. 센서노드

에서는 실내의 온도, 습도 정보값을 일정주기로 

측정하여 싱크노드에 달하고 달된 데이터는 

디바이스 서버로 달된다. I/O 센서 보드 Ⓑ는 

ATMega 128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활동감지센서

Ⓒ, 문열림감지센서Ⓓ, On/Off 스 치Ⓔ등과 연결

할 수 있도록 직  제작하 으며 시리얼 통신 모

듈을 부착하여 외부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한 다양한 사용자  장거리 연결

이 가능하도록 디바이스 서버Ⓕ인 Serial To TCP 

컨버터를 통하여 우리가 제안한 u-Care Syste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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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간 흐름에 따른 상황정보 모델링 

(그림 8) 물리  구성

데이터가 달될 수 있도록 하 다[15].

3.4 지원 서비스

본 논문에서 구 된 u-Care System은 실내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와 거주자인 독거노인의 실내

치추  서비스 그리고 보호자에게 휴 폰 SMS 

서비스를 통해 알람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나

어진다.

3.4.1 실내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실내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는 집안내의 실내공

기상태를 악하기 해 온도센서, 습도센서로부

터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웹 라우 를 통

해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본 서비스의 세부 인 

동작과정은 센서노드가 온도, 습도 정보를 주기

으로 측정하여 싱크노드로 달하면 이를 다시 

디바이스매니 에 달한다. 디바이스 매니 는 

달받은 데이터를 처리과정을 거쳐 데이터베이스

의 각 테이블에 장한다. 실내환경 모니터링 서비

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실내환경 정보를 사

용자 웹 GUI에 표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거

주자의 실내환경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3.4.2 실내 치 추 서비스

실내 치 추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을 모니터링 해주는 서비스로 독거노인이 별도의 

휴 용장치를 부착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일상생

활을 하면 재의 치  이동이력정보를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실내 치추  서비스의 

동작과정을 살펴보면 거주자인 독거노인의 이동 

 기기이용 이벤트 발생시 이를 Context M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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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u-Care System 구성도

에서 사용자에게 가장 합한 상황으로 인식하여 

웹 라우 를 통해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한다.

3.4.3 휴 폰 SMS 서비스

휴 폰 SMS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특이상황을 휴 폰을 통하여 보호자 는 헬스

어 련자에게 안내해주는 서비스로 설정된 휴

폰 번호에 독거노인의 특이상황  주요상황 등

을 이벤트 발생시 제공해 다. 제안한 u-Care 

System에서 휴 폰으로 발송해주는 상황은 설정

에 따라 독거노인의 행 와 응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용자설정에 따라 시간별 이동내역 

 실내환경정보 등 부가 으로 제공한다. 

4. u-Care System 구

4.1 구 환경

본 시스템에서 사용된 논리 인 컴포 트들은 

부분 C# 언어를 이용하여 구 하 고 웹서비스

는 ASP.NET을 이용하 다. 한 인터넷을 통하여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Windows Server 2008

을 기본 OS로 하 으며, IIS 7.0를 이용하여 최종

으로 웹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 다. 끝으로 센

서로부터 수집된 수  데이터  고수  상황

정보를 리할 Database는 MS SQL Server 2008을 

사용하 다.   

시스템의 수행성을 검증하기 해 실험실에 환

경센서와 활동감지센서, 문열림감지센서, On/Off

스 치를 설치하 고, 센서들의 동작상태를 수집

해주는 제작된 I/O 센서보드를 설치하 다. 한 

데이터를 범용 으로 수집하기 하여 시리얼통

신을 TCP/IP로 변환해주는 디바이스 서버를 이용

하 다. 수집된 센싱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디바이스매니 에 달된다. (그림 9)는 구 된 

u-Care System의 구성도이다. 

4.2 구 결과

본 에서는 제안한 u-Care System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의 수행과정을 각 결과 화면을 통해 확

인한다. 데이터 수집부분은 디바이스 서버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디바이스 매니 에서 수집되며, 

디바이스 서버의 Mac Address 인증을 통하여 각 

홈 환경을 디바이스 매니 에서 구분한다. (그림 

10)은 홈 환경으로부터 1000msec 주기 단 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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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센서 데이터 수집화면 

Ⓐ
Ⓓ

Ⓑ Ⓒ
Ⓔ

(그림 11) u-Care System 웹GUI 

벤트가 발생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사용자 모니터링 부분은 웹을 기반으로 구 하

여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본 시

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근성을 고려

하여 모바일 기기  사양의 PC환경  다양한 

웹 라우 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

링 부분을 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구 하 다.

웹 GUI의 구 상황을 살펴보면 독거노인의 실

내환경 정보인 온도  습도는 변화할 때 마다 실

시간으로 Ⓐ에 표시되며 클릭하면 팝업형태로 일

일온도  습도 변화 그래 , 월간 온도  습도

변화 그래 를 통하여 독거노인의 실내환경 정보

를 일단 , 월단 로 세분화 하여 확인 할 수 있

도록 하 다. 

실내 치 모니터링 부분은 Ⓑ부분에 표시되며 

실내평면도를 기 으로 이해하기 쉽게 재 치

를 이미지 에 사람모양 아이콘을 치시켜 표

하도록 구성하 다. 한 Ⓒ부분에 재 이동이력

을 실시간으로 표 하도록 하 으며 Ⓒ를 클릭할 

경우 이  이동이력정보가 팝업형태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 다. 한 Ⓓ부분에 재 수집되어지는 

센싱 정보가 출입문 상황, 공간  활동상황, 가

제품상황으로 구분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

도록 하 으며, 공간별 방문횟수가 일일기 으로 

표시되도록 구성하 다. 이 게 발생되어지는 이

벤트정보가 상황으로 인식하여 표 되는 부분은 

Ⓔ에서 표 하 다. 그리고 웹GUI에서 모니터링 

시 응 호출버튼을 클릭하면 휴 폰 문자메시지

를 통하여 등록된 보호자에게 응 메시지를 송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3)과 같이 수행결과 확인을 한 시나리

오를 작성하여 u-Care System의 수행성을 검토하

다. 의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오  7시 정

각에 기상하여 10분 뒤 화장실을 이용한다. 화장

실을 이용 후 오  7시 30분에 주방에서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휴식을 취한 뒤 오  10시에 노인정

으로 외출을 한다. 이때 할머니의 외출을 u-Care 

System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외출 사실을 알려 다. 외출 후 귀가하면 귀가내

용을 문자메시지로 보호자에게 발송한다. 오후 6

시 30분에 TV를 시청하고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

다가 방으로 이동하여 오후 9시 30분부터 취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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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온도, 습도, 조도 그래

(그림 13) 수행결과 확인을 한 시나리오

는 형태로 하루를 보낸다. 시나리오상 계 은 여

름이며, 오  거주지 실내온도는 21도에서 외출 

후 귀가 시 온도가 27도이다. 이때 집안 온도에 

한 기 값을 넘는 상황으로 보호자에게 문자메

시지를 발송한다.

이 게 처리된 이동경로  상황을 (그림 14)와 

같이 이력으로 리되며 (그림 15)와 같이 주요 

상황으로 외출과 귀가 그리고 실내온도에 한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보호자  헬스 어 련자

에게 송한다.

와 같은 수행결과로부터 u-Care System이 독

거노인의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휴 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호자
(그림 14) 이동이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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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시나리오 수행결과 SMS 수신 

에게 독거노인의 주요상황을 안내하여 항상 독거

노인의 재 상황을 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수

행됨을 확인하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 기존 u-Care System의 문제 인 휴

성과 실용성 부분을 보완하여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u-Care System을 제안하 다. 그리고 제안

한 시스템의 수행성을 검증하기 해 실험실에 

센서  디바이스 서버를 설치하여 시나리오를 

통한 수행결과를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로 우리

가 제안한 u-Care System을 통하여 독거노인의 실

내 치추   재 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웹을 

통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독거노인의 험상

황정보에 처가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제안한 시스템을 보다 더 렴한 비용으

로 센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I/O 보드에 

ethernet 모듈과 온도, 습도 센서를 추가하여 제작

하고 독거노인 가정에 설치하여 테스트를 진행할 

정이며, 한 소방방재청의 u119 서비스와 연동

하여 응 상황 발생 시 소방방재청으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제 독거노인 

가정에 용 시 발견된 문제 을 보완 개선해 나

갈 정이다. 그리고 사용자별로 보다 세분화한 

상황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사용자별 맞춤형 상

황인식에 한 연구  재 증하고 있는 다양

한 운 체제의 스마트폰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확장을 진행할 정이다.

참 고 문 헌 

[1] 윤 한, “USN 기반의 독거노인 안 망 시스

템” 2009 한국컴퓨터종합학술 회 논문집, 

Vol.36, No.1(D), 2009.06. pp.100-104.

[2] 박찬용, 임 호, 박수 , 김승환, “유헬스 어 

표 화 기술동향”, 자통신동향분석 제 25

권 제 4호, 2010.8, pp.48-59.

[3] 석재은, “독거노인의 실태와 정책과제” 월간 

복지동향, 제 102호, 2007.04. pp.37-40.

[4] Vaidya, D. Peng, J. Yang, L. Rozenblit, J.W., 

“A framework for sensor management in 

wireless and heterogeneous sensor network”, 

12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Workshops Engineering of Computer-Based 

Systems, 2005. ECBS 05., April 2005, 

pp.155-162.

[5] 이 , “국내 u-Health 시범사업 추진 황 

 시사 ”, 정보통신정책 제 20권 21호 통권 

451호, pp.25-45. 2008.

[6] Honeywell HomMed, http://hommed.com/

Products/New_Features_April_2009.asp



u-Home 환경에서 멀티센서 기반 u-Care System 구

146 2011. 4

◐  자 소 개 ◑

이  희  정  
2001년 원 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학사)

2010년 원 학교 학원 컴퓨터공학과 졸업(석사)

2007년～ 재 선진시스템(주) 시스템개발  근무 

심분야 : 데이터베이스, 분산컴퓨 , u-Care System,  etc.

E-mail : hjlee@sunjinsys.co.kr

강  신  재
2007년 원 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학사)

2007년～ 재 선진시스템(주) 시스템개발  근무 

심분야 : 소 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 Healthcare, u-Care System,  etc.

E-mail : sjkang@sunjinsys.co.kr

[7] SECOM, http://www.secom.co.jp/english/

cocosecom/

[8] 북 학교 헬스 어기술개발사업단 “기술 

 시장 정보분석 사업”, 헬스 어기술개발

사업단 최종보고서, pp.30-78.

[9] 정병주, “u-Healthcare 서비스의 황과 과

제,” 유비쿼터스 사회연구시리즈 제10호, 한

국 산원,  2005.12.16, pp.1-18.

[10] 주수종, 김남균, 장재호 “실내 치 추 방법 

 시스템” 특허청 특허등록, 2007.4.06. (등

록번호: 10-0707146)

[11] Chang-Sun Shin, Myoung-Suk Kang, Chang- 

won Jeong, and Su-Chong Joo, “TMO-Based 

Object Group Framework for Supporting 

Distributed Object Management and Real-Time 

Services”, LNCS, Vol. 2834, 2003. 9, 

pp.525-535, 

[12] 이충섭, 윤 민, 정창원, 주수종, “헬스 어 

홈 서비스를 한 이기종 센서 정보 구축  

리” 한국정보과학회 학술지, Vol.33, No.2 

(A), 2006.10.20.-21, pp.210-213.

[13] 이충섭, 윤 민, 신창선, 주수종 “헬스 어 

홈서비스 지원을 한 정보 리 시스템”, 한

국인터넷정보학회 학술지, 제6권 2호, 200611. 

04-05,pp.93-97.

[14] 윤 민, 류한철, 정창원, 주수종, “상황정보 

서비스를 한 이기종 센서정보 리” 한국

인터넷정보학회 학술지, 제9권 1호, 2008.05. 

30-31, pp.357-361.

[15] 이희정, 정창원, 주수종, “u-Home 환경에서 

공기청정유지시스템 구 ”, 한국인터넷정보

학회학술지, 제 10권 제 1호, 2009.05.22-23, 

pp365-370.



u-Home 환경에서 멀티센서 기반 u-Care System 구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12권2호) 147

◐  자 소 개 ◑

장  형  근
2010년 원 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학사)

2010년～ 재 원 학교 학원 컴퓨터공학과 석사과정

심분야 : 분산컴퓨 , 유비쿼터스 응용 서비스,  etc.

E-mail : jjling@wku.ac.kr

정  창  원
1993년 원 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학사)

1998년 원 학교 컴퓨터공학과(석사)

2003년 원 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박사)

2004년∼2006년 북 학교 학술연구교수

2006년∼ 재 원 학교 기 자 정보공학부 박사후 연구원

심분야 : 분산객체 컴퓨 , 유비쿼터스 컴퓨 , 멀티미디어 서비스, LBS.

E-mail : mediblue@wku.ac.kr

주  수  종
1986년 원 학교 자계산공학과 졸업(학사)

1988년 앙 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석사)

1992년 앙 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공학박사)

1993년 미국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Post-Doc.

2002년∼2004년 미국 UC at Irvine, Visiting Professor.

2007년∼2009년 원 학교 정보 산원 원장

2009년∼2010년 UC at Irvine, Dept of EECS, Visiting Professor

1990년∼ 재 원 학교 기 자  정보 공학부 교수

심분야 : 분산 실시간 컴퓨 , 분산객체모델, 시스템 최 화,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E-mail : scjoo@wk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