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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난 2년간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의 모든 분야가 저발전을 이루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사람간의 모임제

안, 간격유지로 연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특히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UX Design을 

통한 코로나 19 사회에서 사람들의 사회적거리두기 방법 분석을 통해 정부거리 지침에 맞는 간격을 유지 할 수 있는 

거리유지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거리유지 장치 개발을 위해 초음파거리감지센서와 배터리, 충전방

식, 거리표시방식, 등의 UI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LED의 색상의 변화로 거리를 표현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거리유지 장치의 외형을 3D로 디자인하고 3D 프린터를 통해 프로토타입을 출력하여 초음파거리감지

센서, 네오픽셀모듈, 그리고 아두이노 설치를 통해 장치를 개발하고, 이것을 테스트 하여 코로나 19로부터 사회적거리

두기의 실천을 돕는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주제어 :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경보기, 거리감지센서, 승압기

Abstract  In the past two years, all sectors of society have been underdeveloped and suffered a 

significant damage due to COVID-19. In particular, people who were working in many areas of 

research were unable to do anything due to restrictions on meetings with people and social distanc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ocial distancing device that allows users to maintain the 

di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 guidelines through an analysis of people's social 

distancing methods in the COVID-19 society through UX Design. In order to develop the social 

distancing device, the distance is expressed by changing the color of LED based on research related 

to UI design such as ultrasonic distance sensor, battery, charging method, distance display method, etc.

The outer form of the social distancing device is designed using 3D, the device is developed by 

installing ultrasonic distance sensor, neo-pixel module and Arduino after printing a prototype using a 

3D printer, and this device is tested to develop a final product that helps the social distancing practice 

amid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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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약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사회적거리

두기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끝이 없이 계

속 되어 가고 있으며, 정확한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이 없다. 매번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1~2m를 떨어져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

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거리두기 장치를 제안하고 개

발 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D 프린터와 초음파거리감지 센서, 네오픽셀, 3.7V 

배터리, 승압기, 배터리 과충전 방지모듈 등을 이용하여 

경보기 장치를 제작 하였다. 본 장치는 휴대를 목적으로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충전에 용이하게 제작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프로토타입을 실제 테스트하여 실험하고, 

앱을 개발 하여 데이터를 축적하여 자신의 데이터를 관

찰 할 수 있게 하는 것 까지가 연구의 범위이다. 이러한 

장치는 개인이 휴대할 수도 있지만, 카페나 음식점에서 

단체로 사용하여 국가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며 사회적 거

리두기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기본 데이터로 활용한다면 

정확한 사회적 거리두기 데이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라고 기되된다. 

2.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펜테

믹 상태에 빠져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거

리두기’ 지침에 따라 최근까지 3인 이상의 모임을 자제 

하고 있으며 1~2m 거리 두기 지침을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거리두기 지침이 실제로는 카페나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잘 지켜지기가 어렵다. 이러한 시

점에서 본 연구는 휴대용 ‘거리두기 경보기’ 장치를 개발 

휴대하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1~2m의 거리두기를 유

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2.1 현재 국내의 코로나 19 상황

Fig.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코로나 19 환

자의 감염자 수는 현재 일일 약 5,000명을 넘고 있는 현

실이다. 이렇게 일일 감염자 수가 많은 가운데 우리는 실

제로 실천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꼭 필요한 상황

이다. 

Fig. 1. COVID 19 [1]

하지만, 카페나 식당에 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1~2m 의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자리를 앉아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고 있거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흔

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확히 1~2m를 유지 할 

수 있는 현실적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이 다른 사

람과 1~2m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자는 정확히 1~2m를 떨어져 

있을 수 있는 휴대용 사회적 거리두기 경보기를 개발 하

였다. 

3. 사회적 거리두기 경보기

3.1 사회적 거리두기 경보기의 구성 

사회적 거리두기 경보기는 초음파거리감지 센서, 네오

픽셀, 3.7V 배터리, 승압기, 과충전 방지모듈, 토글스위

치, 아두이노 네오나르도 소형장치로 제작하였다. 

3.1.1 Arduino Nano

아두이노는 소형화를 위해 BLE Nano Ardunino를 

사용하였다. 

Fig. 2. BLE Nano Ardui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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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거리감지 센서에서 두 개의 핀과 네오픽셀에서 

한 개의 I/O핀을 사용하고,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하여 

스마트폰과 통신을 하게 하여 정보를 거리 정보를 스마

트폰으로 보낼 수 있게 디자인 하였다. 스마트폰의 앱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에서 거리두기 경보기의 정보를 누적

하여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3.1.2 HC-SR04

Fig. 3. HC-SR04 [3]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감

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초음파거리감지 센서는 방사형으

로 감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페나 음식점 같은 

곳에서 앞 쪽에서 오는 사람을 감지하기에 용이한 장치

로 판단 하였다. 

3.1.3 NEO PIXEL

아래 Fig. 4의 네오픽셀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

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시각적으로 타인이 나에게 다

가오는 것을 시각적으로 판단하기에 적합한 장치이다. 만

약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있다면 초록색 

불을 들어오게 하고 타인이 1~2m 안쪽으로 자신과 가까

이 들어오게 되었다면 불빛의 색을 변화 시켜 자신과 타

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로부터 안전 하지 않다는 것을 시

각적으로 인지 시켜 줄 수 있는 장치이다. 타인이 1~2m 

안쪽으로 들어올 때 네오픽셀은 무지개 빛을 내게 된다. 

3.1.4 승압기

Fig. 5. DC-DC Step Up Converter 

booster power Supply 

Module [5] 

배터리의 소형화를 위하여 3.7V 1,000mAh의 리튬배

터리를 사용하였다. 아두이노를 구동하기 위해 5V로 배

터리를 승압해야 함으로 위의 Fig. 5의 승압장치를 사용

하여 3.7V를 5V로 승압하였다. 위의 승압장치는 28V까

지 승압이 가능한 장치이다. 

3.1.5 배터리충전모듈(보호회로)

배터리의 충전과 배터리의 과 충전방지를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모듈을 사용하였다. 아래 모듈은 배터리의 

과 충전을 방지하고 USB 전원 선을 통해 배터리를 충전 

할 수 있어 외부로 USB 단자를 연결 할 수 있도록 디자

인 해 주었다. 

3.1.6 배터리

배터리는 3.7V 1,000mAh의 리튬베터리를 사용하였

다. 위의 승압기와 배터리충전 모듈을 이용하여 충전과 

승압을 하였다. 배터리는 프로토타입 작업을 할 때 일반 

적으로 많이 쓰이는 배터리이다. 

Fig. 6. Battery protect & Battery protect [6], [7]
Fig. 4. NEO PIX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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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형 디자인

사회적 거리두기 경보기의 디자인은 휴대가 가능하며 

네오픽실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으며 초음

파 거리감지 센서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 되었

다. 초기에는 아래 그림 Fig.7의 3D [8] 프린트에서 볼 

수 있듯이 초음파 거리감지 센서와 네오필셀이 같은 면

에 들어가게 디자인이 되었다 하지만, 네오픽셀이 너무 

짧게 들어가 디자인을 변경하였다. 

Fig. 7. Maintain Distance Design

최종 디자인은 아래 Fig. 8과 같이 디자인되었다. 3D 

프린트를 위해 디자인 프로그램은 Shpr3D [9]를 이용하

였다. 양쪽에는 충전모듈을 위한 홀과 전원을 토글스위치

를 달 수 있는 홀 있으며 가운데는 초음파거리감지 센서

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뚫었다. 필라멘트는 ‘eSun’[10]

사의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출력 하였다. 

Fig. 8. Maintain Distance Design Main [11]

양쪽 상단에는 토글스위치 홀과 USB 충전 홀을 가지

고 있어 Fig. 9의 Top을 조립했을 때도 본 거리유지 장

치를 충전 할 수 있게 디자인 되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밑면이 네오픽셀이 붙을 면이며 

2mm의 흰색 필라멘트 3D 프린트로 프린트되어 네오픽

셀의 색을 비추게 된다. 

Fig. 9. Maintain Distance Design Top [12]

위의 Fig. 9은 부품은 넣은 뒤 닫을 수 있는 뚜껑 형식

으로 디자인 되어 있다. 

최종 부품을 넣은 모형은 아래 그림 Fig. 10과 같다. 

Fig. 10. Maintain Distance Inside 

각각 양쪽으로 충전할 수 있는 포트와 토글스위치가 

있으며 가운데 초음파거리감지 센서, 그리고 밑 부분에는 

네오픽셀, 승압기가 납땜 되어있다. 

최종 디자인은 아래 Fig. 12와 같이 디자인 되었다. 

오른쪽의 토글스위치를 이용하여 전원을 on/off 할 수 

있으며 휴대할 때는 전원을 off 하여 가방 같은 것에 휴

대 하고 다닐 수 있는 소형 사이즈로 디자인 되었고 네오

픽셀은 윗부분에 장착되어 있어 사용자와 피사용자 모두

가 볼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있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고 다니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

고 전원을 on 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의 거리를 감지

하여 색으로 거리를 나타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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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aintain Distance 

5. 거리유지 경보기의 동작

UX Design을 위해 두 가지 UX 테스트를 진행하였

다. 

첫 번째는 부저를 이용한 청각적 표현이고 두 번째는 

네오 필셀을 이용한 시각적 표현이었다. 

첫 번째로 부저를 이용한 청각적 표현의 경우 공공장

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방해를 초래 하였다. 

두 번째 네오픽셀을 이용한 시각적 표현의 경우 공공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해 요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네오픽셀을 

이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경보기를 제작하기로 결정하

게 되었다. 

5.1 1m 안에 사람이 없을 경우

1m 안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윗부분에 

Fig. 12와 같이 불이 들어온다.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왔을 경우 자신과 1m 안에 타인

이 없다는 뜻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부터 안전하다는 것

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Fig. 12. Maintain Distance Rainbow light

5.2 1m 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

만약 1m 안쪽으로 타인이 가까이 온다면 본 장치는 

아래 그림 Fig. 13과 같이 무지개 빛을 내면서 반짝 거리

게 된다. 무지개 빛을 내며 반짝 거리게 되면 본 장치를 

휴대한 사람과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모두가 빛의 변화

를 인지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안으로 가깝게 들

어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정확히 지킬 수 있게 된다. 

Fig. 13. App Design Connection

6. App 디자인

App개발의 경우 ‘BLExAR’을 참고로 진행하였다. 유

로 App으로 BLE Nano Ardunino를 블루투스로 연결 

할 수 있게 해 주며 입력과 출력 장치를 제어 해 줄 수 

있는 앱으로 제작 되어 있다. 이 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앱을 개발, 디자인 하였다. 

아래의 Fig. 14는 블루투스를 연결 하는 모습이다. 앱

에서 자체적으로 블루투스를 검색 할 수 있게 디자인 되

어있다. 

위의 기능은 ‘BLExAR’ App에서 기본으로 제공 하는 

기능을 사용하였다. 

Fig. 15은 시간별로 자신이 노출된 거리의 위험도를 나

타내 준다. 그리고 월별로도 얼마나 위험한 거리에 많이 

노출되었었나를 통계로 나타내 주는 그래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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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pp Design Data Visualization

Fig. 15. Maintain Distance Green light

7. 결론

본 거리유지 경보기는 코로나 19 사회에서 유용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 할 수 있는 장치이다. 질병관리

청에 따르면 [13] 다섯 가지의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하여 

우리나라에도 위·중증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오

미크론’[14] 같은 경우 전파력이 강하여 국내에 유입되어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개발품인 가젯1)은 누구나 휴대하

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흥

미를 유발 할 수 있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또한 이러한 개발품이 카페나 음식점

에 대량으로 인스톨되어 관리되어 질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 정

1) 전자기기 [15]

확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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