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경  목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 , 1인가구는 516만 9000가구로 체 가

구의 28.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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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인가구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60 이상의 노인이다. 그들의 상당수가 경제 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낙후된 주거공간에 거주한다. 노인의 주거공간의 창문은 존재하지 않거나 창문으로써의 역할을 제 로 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우울증, 고독사 등 사회 문제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비상상황에 한 처능력이

히 떨어진다. 본 논문은 낙후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1인가구 60 이상 노인을 상으로 하는 외부 환경 정보 반

화형 창문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본 콘텐츠는 별도의 공간과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 보 형 TV 혹은 PC 모니터를 활용

한다. 노인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직 인 터치센싱을 통해 손을 인식하면 재 외부 환경을 반 하는 날씨 상,

온도 정보를 제공한다. 보다 요한 노인의 비상상황에 비하여 알림소리, SMS 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는 정서 안정을 느낄 수 있고 비상상황에 빠르게 처할 수 있다.

주 어 : 1인가구, 노인, 창문 인터페이스, 외부환경, 비상상황

Abstract The highest percentage of single-person households is older than 60. Many of them live in dilapidated 

residential space because they are in difficult economic situations. The windows of them often don’t exist or don’t 

function properly as windows. As a result, they are suffering from soci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solitude. This 

paper proposes an interactive window interface that reflects external environmental information for older people in 

their 60s or older of one household living in a dilapidated residential space. This content utilizes an inexpensive 

TV or PC monitor that doesn't require extra space and cost. Recognizing a user's hand through intuitive 

touch-sensing technology, which doesn't require much help from older people, this content provides weather videos 

and temperature information that reflect current external environment. Alert notification sound and SMS service are 

provided in preparation for more critical user emergencies. This content enables users to feel emotional stability and 

respond quickly to emer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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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의 노인은 32.8%로, 1인가구의 연령층 가장

높은 비율을 갖는다[1].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

이 겪는 사회 문제가 두되고 있다. 본 콘텐츠는 이런

문제에 처하기 한 방안으로 외부 환경 정보 반

화형 창문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1.1.1 우울  화

1인가구는 동일 연령 다인 가구와 비교해 상 으

로 우울증상을 경험하는것이 2.38배 더 높다[2]. 특히 노

인 1인가구인 독거노인은 우울증의 발병률이 다른 연령

보다 더 높다. 독거노인 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

독거노인 사회활동이 거의 없는 독거노인 비율이

50%, 이웃과의 빈도가 거의 없는 독거노인이 57.3%,

가족과의 왕래가 거의 없는 독거노인이 73.3%로 나타난

다[3]. 독거노인은 사회 활동이 다른 연령 에 비해

히 낮고 창문이 없거나 창문의 기능을 제 로 하지 못

하는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들은

외부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필요로 한다. 본 콘텐

츠는 사용자에게 창문형태의 UI를 활용하여 재 날씨에

맞는풍경의 상을 제공한다. 그 목 은 다음과같다. 첫

째, 사용자에게 외부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주어

정서 안정을 느끼게한다. 둘째, 외부환경정보를제공

하여 재날씨 악을쉽게한다. 셋째, 사용자의낙후된

주거 공간의 실내 분 기를 환한다.

1.1.2 비상상황 처

소방(화재 리와 구조구 )과 련한 독거노인의 안

사고 비율이 매우 높으며, 그 에서도 가정에서 일어

나는 화재와 낙상사고가 가장 큰 비율을차지한다. 노인

은 인지능력이 낮아 화재, 낙상 사고의 험을 인지하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4]. 이로 인한 독거노인의 고

독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이나 가족 개

개의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고독사의 증가 추세에 따른 고독사 방을 한 책이

시 히 요구되는 시 이다[5].

본 콘텐츠는 화재 경보 알림 서비스, SMS 송 서비

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비상상황에 처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안한다. 노인의 70% 이상은 한 개 이상의 만성질

환으로 인해 주기 으로 병원에 다닌다. 그들이 갖고 있

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성질환이 발생할가능성이 매우

높다[6]. 본 콘텐츠는 노인이 낙상사고 당하거나 성질

환이 발병했을 경우, 그들이 평소 다니는 병원과 119에

SMS를 송하여 그들이 비상상황에 처했음을 알려 그

들이 비상상황에 빠르게 처할 수 있게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외부 환경 정보를 이용해 창문의 여

닫힘, 햇빛 조 등 창문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

다[7]. 이와 달리, 본 콘텐츠는 외부 환경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창문 UI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화

재 경보 알림서비스, SMS 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거

노인의 비상상황에 한 처방안을 제안한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1.2 연  

1.2.1 상생활

본 콘텐츠는 아두이노, VVVV를 통해 작동하는 인터

티 컨텐츠이다. 터치센서가 사용자의 손을 인식하면

조도센서, 온습도센서, 미세먼지센서를이용해외부환경을

악한다. 터치센서는 침 에 부착하여 노인인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직 으로 사용가능하도록 배치

한다. 측정값을 이용해 날씨를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한다.

1 sunny, low-dusty

2 sunny, high-dusty

3 cloudy, low-dusty

4 cloudy, high-dusty

5 rainy, low-dusty

6 rainy, high-dusty

Table 1. Weather Classification

Table 1에서 6가지로 분류한 날씨에 매칭하는 6가지

상을 제작한다. 창문하단에 재 외부 환경에 맞는 아

이콘과 재 온도를 배치하여 사용자가 직 으로 날씨

등의 외부 환경을 악할 수 있게 한다.

1.2.2 비상상황

비상상황에 처하기 해아두이노, VVVV CoolSMS[8]

를 사용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 경보 알림소리

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화재가 발생하 음을 인지하게 한

다. 한편, 독거노인 고독사를 비하기 한 비상상황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사용자가 일정 dB 이상의 소

리를 냈을 경우, 병원과 119에 SMS를 송하여 비상상

황임을 알린다. 둘째, 사용자의 움직임이 주기 으로 측

정되지 않을 경우(3시간 간격으로 측정), 병원과 119에

SMS를 송하여 비상상황임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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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Arduino Sensor

외부 환경 정보를 악하기 해서 라킹 터치 센서

(Toggle Touch Sensor), 조도센서(CDS), 온습도센서

(DHT11), 미세먼지센서(GP2Y1010AU0F)가 필요하다

[9]. 비상상황에 처하기 해서는 불꽃감지센서

(HS-FLAME MODULE), 외선인체감지센서(PIR), 부

(Piezo Speaker)가 필요하다. 의 센서값을 받기 해

아두이노를 아래와 같이 설계했다.

Sensor Arduino Uno PIN

Toggle Touch Sensor

SIG D3

VCC 5V

GND GND

CDS

5V

10kΩ

A1

DHT11

VCC 5V

GND GND

DATA D4

GP2Y1010AU0F

PIN 1
capacitor 220uf

150Ω

PIN 2 GND

PIN 3 D10

PIN 4 GND

PIN 5 A0

PIN 6
D2

D9

10kΩ GND

150Ω 5V

PIR

VCC 5V

GND GND

OUT D12

HS-FLAME
MODULE

VCC 5V

GND GND

DO D7

Piezo Speaker
+ D6

- GND

Table 2. Arduino Uno Pin Map

비, , 바람 등의 외부환경에 처하기 해 투명 아

크릴을 이용하여 덮개를 만든다. 드보드를 아크릴

덮개로 덮어 창문 외부에 고정한다. 이때, 외부환경(비,

등)에 강한 온습도센서를 아크릴 덮개 밖으로 뺀 후

창문 외부에 고정한다.

Fig. 1. Arduino Circuit Diagram

Fig. 2. Arduino Circuit Diagram Implementation

2.2 상생활

2.2.1 Arduino Control

VVVV에서 4개의 RS232노드와 아두이노 포트를 연

결한다. RS232노드는 각각 조도, 온도, 습도, 미세먼지 센

서 값을 받아온다. 받아 온 센서 값을 SpellValue 노드를

이용해 아스키 값으로 변환하여 정수값으로 처리해 데이

터를 비쥬얼라이징한다.

Fig. 3. VVVV node that receives light sensor 

values and dust sensor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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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Touch Interaction

본 콘텐츠는 터치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터 션

을 받는다. 터치센서는 라킹타입을 사용한다. 사용자가

외부 날씨를 확인하고 싶을 때, 터치센서를 터치하면 센

서의 값이 1로 변한다. 그 후 재날씨에 해당하는 상

과 재온도를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날씨정보를 제공한

다. 사용자가 다시 터치센서에 손을 갖다 면 터치센서

의 값이 0으로 변하고 상이 꺼진다.

2.2.3 Video Composition

소스 상은 Table 1에 매칭되는 6개의 상으로 구성

된다. 6개의 상은 공통 으로 도시의 빌딩 스카이라

인들을 Masking 효과로 본뜬 이어를 갖고 있다. 도

시 스카이라인들의 피사체를 선택한 이유는본 콘텐츠의

사용자인 낙후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40%

이상이 도시의 쾌 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것을 원하

기 때문이다[10]. 도시의 스카이라인 이어의 상 에

빗방울 상 소스, 미세먼지 상 소스를 삽입하여 다양

한 외부 환경 정보를 제공한다.

Fig. 4. Masking and Layer Effects

상 하단의 앙에는 아이콘을 배치했다. 맑은 날은

태양, 흐린 날은 구름, 비오는 날은 우산, 미세먼지가 심

한 날은 방독면 등 총 네 가지의 아이콘으로 구성된다.

아이콘은 추상 이고 단순한 미니멀리즘의 형태라 사용

자가 직 으로 재 날씨를 빠르게 악할 수 있다

[11]. 이 아이콘들을 조합하여 여섯 가지 상에 맞는 아

이콘을 상 하단에 삽입했다.

2.2.4 Current Temperature Text Out

VVVV에서 온도를 나타내는 텍스트 값을 상 하단

의 우측에 삽입하기 해 Text (EX9) 노드를 사용한다.

Transform 노드를 이용하여 텍스트의 X좌표, Y좌표, 크

기값을 지정한다. Group 노드를 사용해 상 상 에 텍

스트를 출력한다.

Fig. 5. Video played on a sunny, high-dusty day 

and a rainy, low-dusty day

2.2.5 Video Out

재 외부환경에 따라 다른 상을 재생하기 해조

도센서, 습도센서, 미세먼지 센서를 이용하여 날씨를 6가

지(Table 1 참고)로 분류한다.

Condition Light Hum Dust
Weather

Criteria 200(lux) 90(%) 1.0(V)

1 >= < < sunny, low-dusty

2 >= < >= sunny, high-dusty

3 < < < cloudy, low-dusty

4 < < >= cloudy, high-dusty

5 < >= < rainy, low-dusty

6 < >= >= rainy, high-dusty

Table 3. Weather Classification Criteria

VVVV에서 boolean 노드를 사용하여 해당 센서가 설

정한 범 의 값을넘으면 1, 넘지 않으면 0으로 설정한다.

AND노드는 4개의 input값을 갖도록 설정한다. 3개의

input은 Table 3의 조건들과 연결한다. 나머지 하나의

input값은 2.3. Touch Interaction의 boolean노드와 연결

한다. 사용자가 터치센서를 터치해야 재 외부 환경에

맞는 상이 재생된다.

AND노드에서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덱스

0∼5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고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

하지 못하면 –1값을 갖는다. 그러므로 6가지의 날씨 값

(Table 3) 에서 하나의 날씨 값이 0∼5 사이의 인덱스

값을 갖게되면 나머지 5가지의 날씨값은 모두–1 인덱

스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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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VVV node that sets video output index

Switch노드를 사용해 상들을 Table 3의 순서 로

설정한다. Max노드를 이용해 인덱스 최댓값을 Switch노

드와 연결한다. Switch노드의 output과 Filestream노드

의 상 input과 연결하면 설정한 인덱스의 최댓값에 연

결된 상이 재생된다[12].

Fig. 7. VVVV node played on a cloudy, low-dusty 

day (index : 2)

2.3 비상상황

2.3.1 화재

앞의 2.2는 터치센서가 사용자의 손을 인식해야 상

이 재생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노인은 인지능력이 낮기

때문에 화재에 빠르게 응하지 못한다[13]. 그래서 사용

자의 인터 션 없이 불꽃감지센서와 먼지센서가상시 작

동하도록제작했다. 화재가 발생하 을 때, 불꽃감지센서

가 불을 감지하거나 연기가 비정상 으로많이 발생하여

먼지센서의 값이 4V이상 일 때, 피에조 부 가 울린다.

피에조 부 의 알림소리를 통해 사용자가화재가 발생하

음을 인지할 수 있다.

2.3.2 고독사

독거노인을 고독사의 험에서 보호하기 해 응 상

황을 두 가지로정의한다. 그에 따른순서도는 아래와 같

다.

Fig. 8. Flow Chart of 2 solitary deaths case

첫째, 사용자가 90dB 이상의 소리를 발생시켰을 때의

상황이다. VVVV와 연결된 스피커에서 90dB 이상의 소

리를 감지했을 경우, 병원과 119에 SMS를 송하여 비

상상황임을 알린다.

둘째, 사용자의 움직임이 주기 으로 측정되지 않을

때의 상황이다. PIR센서는 인체에서 방출되는 9.4µm ∼

10,4µm 장의 외선을 검출하여사람의 치를인식한

다[14]. 아두이노에서 PIR센서가 사람의 움직임 인식하

을 때의 값이 1, 그 지 않을 때의 값이 0으로 설정한

다. 1분에 한 번씩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도록

하여 3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측정한다. 평균값 측정까지

의 과정은 아두이노에서 이 지고 그 이후의 SMS 송

은 VVVV에서 이 진다. VVVV에서 PIR센서의 평균값

을 가져온다(2.2.1 참고). PIR센서는 주변 온도와의 차이

를 감지하는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오차범 가 존재한

다[15]. 그래서 오차범 를 고려하여 기 값을 0이 아닌

0.3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평균값이 0.3 이하일 경우, 사

용자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단하여 병원과 119에 SMS

를 송한다.

이를 구 하기 해서는 우선, CoolSMS사이트에서

재 연결된 IP 주소를 설정한다.

Fig. 9. CoolSMS IP Setting

사용자 번호를 발신번호로 설정하고 병원과 119를 수

신번호로 설정한다. CoolSMS에서 설정한 IP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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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IP의 PHP서버와 통신한다. PHP서버에서 설정된

수신번호로 SMS를 송한다. 이를 해 VVVV에서 필

요한 노드들은 아래와 같다.

Fig. 10. VVVV node that receives IP value

Fig 10의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AND노드의 첫 번째

INPUT값에 연결된 노드는 OR노드와 연결된 boolean노

드이다. OR노드와 연결된 노드는 다음과 같다.

VVVV node Condition Value

boolean
(Input1)

If the sound is greater than 90
dB

True 1

False 0

boolean
(Input2)

If the average value of the
PIR sensor for 3 hours is not
above than 0.3

True 1

False 0

Table 4. VVVV node connected with OR node

Fig. 11. VVVV node sending SMS

OR노드와 연결된 두 개의노드 하나의 노드이상이

True일 경우, SMS가 송된다. 송할 SMS 내용은

Split노드의 OUTPUT2와 연결된 노드에서 변경가능하

다. Fig. 11의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SMS 메시지

내용이다.

3. 결론

본 콘텐츠는 1인가구 노인에게 외부 환경에맞는 상

을 제공하여 그들이 정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우울

증을 완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노인인 그들이 주로 겪는

비상상황을 두 가지로 분류해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한다. 첫째,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알림소리를 통해화재

가 발생하 음을 알린다. 둘째, 노인을 고독사의 험에

서 보호하기 해 그들이 특정 dB이상의 소리를 내거나

움직임이 없을 경우, SMS 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의 디지털 창문은 심미 인 용도로 사용자가 원

하는 풍경을 제공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외부 환경 정보

를 활용하여 창문을 제어하는데 그쳤다[16]. 하지만 본

콘텐츠는 이 둘을 목시켜 외부 환경 정보에 맞는 풍경

의 상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보다더

요한 독거노인인 사용자가 겪을 수 있는 비상상황에

한 처방안을 제안한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

화되어있다.

한편, 본 콘텐츠는 사회 약자인 노인을 사용자로 설

정했기 때문에 비교 렴한 아두이노 센서를 사용하여

제작비를 최소화했다. 그래서 사용자의 손을 이용한 다

양한 인터 션 기능을 구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

지만 leap motion, kinetic 등의 센서를 사용하면 다양한

사용자의 손 움직임을 인식할수 있다. 따라서 의센서

들을 활용하면 보다 더 발 된 인터 티 콘텐츠를 기

획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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