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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이다. 인위적 고독사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인 우울증을 의사소통을 통해 예방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황에 따라 독거노인에게 스피커가 먼저 질문하는 형식인 시스템을 제안한다. 음성인식 시스템인 

스피커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의사소통을 증대시키고, 질문뿐만이 아니라 식사 여부, 약 복용 여부 관련 일상 알람도 주기 때

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키워드: 맞춤형 챗봇(customized chatbot), 문자-음성 변환(stt&tts), 질문/응답(question/answer), 

음성인식(voice recognition), 독거노인(senior living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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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독거노인 수도 급증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겪는 생활상 어려움으로는 간호 37.2%, 심리적 

외로움 24.4%, 경제적 불안감이 21.6%를 차지하고 있다[1]. 심화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각한 경우 자살을 결심하는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독거노인은 의사소통할 대상이 없어 더욱 고립감을 

느낄 수 있기에 긍정적이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2].

의사소통하기 위해선 ‘상대방’이라는 인적요소 가 필요하다. 하지

만 독거노인 전용으로 할당된 인적요소는 없기 때문에 독거노인이 

평소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관련 연구로는 독거노인과 가족들 간에 소통을 증가시켜 유대감 

증진을 형성하는 'Hellocom'이 있다. 그리고 알렉사를 내장한 아마존 

AI 스피커인 에코가 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독거노인에게 먼저 

질문하여 의사소통을 유도하는 맞춤형 의사소통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할 시스템은 대상 독거노인의 생활 방식을 반영한 질문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고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하여 독거노인에게 먼저 

질문한다. 스피커를 통해 수집된 독거노인의 음성은 텍스트로 저장하

여 관리자가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3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 및 주요기능, 4절에서

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II. Related Works

[3]에서는 독거노인에게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한

다. 그래서 가족들이 독거노인의 상태를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하여 가족 간 소통 증진에 도움이 되는 ‘Hellocom'을 

제안하였다.

[4]에서는 아마존의 AI 음성비서 스피커 에코는 ‘알렉사’라고 

하는 음성인식 서비스를 내장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화의 과정 안에서 사용자는 에코를 하나의 독립된 

인객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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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ustomized Communication System for 

the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생활 관리사가 관리 사이트에서 담당 노인에 따른 질문을 선택한다. 

스피커는 센서를 통해 상황에 따라 먼저 독거노인에게 질문한다. 

독거노인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으며, 응답은 생활관리사에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제공된다. 사용자가 질문에 정해진 응답을 

했을 경우 이외에 이상 응답을 하거나 무응답인 경우, 상황을 생활 

관리사는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다음 그림 1은 제안 시스템 

개념도를 나타낸다.

Fig. 1. System Concept

담당 노인의 상태(건강 취약, 약 복용, 주거 취약 등)에 따라 

담당 노인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역할에 따라 담당 노인에게 

하는 질문 목록 또한 맞춤형으로 구분된다. 

생활 관리사는 담당 노인의 질문에 대한 응답 여부를 관리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노인이 질문에 대해 정해진 응답을 했을 

경우, 텍스트로 확인한다. 다음 그림 2는 질문에 대한 회원의 응답을 

확인하는 화면이다. 

Fig. 2. Response Message from the Senior

역할로 구분된 담당 노인에게 맞는 질문 목록을 정해진 시간(9시 

~ 22시) 사이에 1시간 간격으로 담당 노인에게 먼저 질문한다. 다음 

그림 3은 회원의 상태에 따라 구분된 질문 목록으로 회원의 응답을 

텍스트로 저장한 화면이다. 

Fig. 3. Answers to questions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독거노인 의사소통하는 데 시간적 한계가 있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거노인에게 먼저 질문하는 형태로 

생활상 느끼는 외로움, 우울증을 줄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향후에는 제안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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