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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독거노인의 생활터전인 주택 내 생존활동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체감지(PIR센서)와 생

활에 적합한 온/습도 점검 및 화재와 가스 유출 같은 위험 요소 등을 다양한 센서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안전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이며 IoT Device는 Arduino를 사용하였

고, Arduino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WIFI를 통해 수신한다. 수신 받은 데이터를 Cloud를 통해 

Raspberry Pi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인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자에게 수집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출력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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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본 논문에서 말하는 독거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한국 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독거노인

의 생활터전인 주택 내에서 노인안전 사고가 60.5%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거노인의 생활터전인 주택 내 생존활

동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체감지와 생활에 적합한 온/습도 점검 

및 화재와 가스유출 같은 위험 요소 등을 다양한 센서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안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독거노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등의 문제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

II. Research contents

1. Design theory

인체감지(PIR센서)와 생활에 적합한 온/습도 점검 및 화재와 가스 

유출 같은 위험 요소 등을 다양한 센서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안전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이

며 IoT Device는 Arduino를 사용하였고, Arduino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WIFI를 통해 수신한다. 수신 받은 데이터를 Cloud를 통해 

Raspberry Pi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인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자에게 수집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도록 

설계하였다.

본 시스템은 인체감지(PIR센서)와 온/습도 센서, 화재감지 센서, 

가스감지센서, 알코올 센서를 제어하는 Arduino를 WIFI를 통해 

통신하였고 이를 Cloud를 통해 Raspberry PI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ndroid App을 

통해 시각화하여 나타내었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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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ystem schematic

III. System implementation

본 실험은 Arduino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각화하는 본 시스템을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3은 본 논문의 IoT Device 프로토타입이다. 프로토

타입 시스템 구성은 수집한 데이터를 WIFI를 통해 Apache서버로 

전송하고 받은 데이터를 PHP를 통해 MySQL에 전송하고 저장하는 

APM(Apache-PHP-MySQL)환경을 구축하여 이용하였다.

Fig. 3. IoT Device prototype

그림 4는 수집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Android App의 프로토 

타입이다. 측정한 데이터 값이 시각화 하여 잘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Android App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구현한 프로토타입은 Arduin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시각화 하는 것을 이해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데이터가 잘 수집되는 것을 확인했고, Arduino와 Android App사이

의 APM환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성대로 원활하

게 이루어졌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Arduino에서 수집한 데이터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유로는 

WIFI통신상의 문제로 확인되며 Arduino WIFI모듈에서 5Ghz가 

아닌 2.4Ghz만 잡히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IoT Device와 공유기의 거리를 고려하여 설계해야겠다는 

것이 추가적인 보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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