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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벗’ 프로젝트의 목표는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유지 및 확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노인들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므로 스마트폰이나 태블

릿PC가 아닌 독립적인 기기에 프로그램만 담겨있는 형태를 계획했다. 하지만 빠른 프로토

타입 개발을 위해, 목표한 기기와 비슷한 크기의 태블릿PC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형태

로 콘셉트와 기술을 나타낸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노인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화면을 구성한다. 사용

하는 노인의 가족, 친구 등의 정보는 사회복지사가 관리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담당 노

인의 리스트를 가지며, 각 독거노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노인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해당 정

보를 동기화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독거 노인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새

로운 친구를 화상 통화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친구 만들기 사업 참여 노인의 리스트는 사

회복지사가 관리한다. 사회복지사가 정보를 관리하여 노인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사용한다. 

“벗”은 독거노인이 가족, 사회복지사, 친구와 간단히 통화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며, 독

거노인이 느끼는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더욱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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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벗”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간의 영상통화와 웹과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간의 영

상통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영상통화 플랫폼으로는 SK Telecom에서 제공하는 PlayRTC를 

사용한다.  

 

-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벗” 서버에서 사용자의 가족, 친구, 사회복지사 정보를 요청하고 리스트에 저장한다. 

타인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면, 애플리케이션은 PlayRTC 서버에 채널 생성을 요청하고 

생성된 채널 ID를 할당 받는다. 채널 ID와 수신자 ID를 “벗” 서버에 전송한다. “벗” 서

버는 수신자의 PUSH ID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고, GCM 서버에 수신자의 PUSH ID

와 채널 ID를 전송한다. 수신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채널 ID를 푸시로 받으

면, PlayRTC 서버에 받은 채널 ID로 연결을 요청한다. 연결이 승인되면 송신자와 P2P 

연결이 되고, 영상통화를 한다. 

“벗” 서버에 사용자의 가족, 친구, 사회복지사 정보를 요청하고 리스트에 동기화한다. 

- 웹 

영상통화 연결은 위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하다.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독거노인들을 그룹으로 관리하고, 독거노인의 개인 정보와 지인 

리스트를 관리한다.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 그룹에 포함된 사용자는 다른 참여 사용

자와 영상통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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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 내용 

-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통신 규격을 맞추기 위해 프로토콜 정의서를 작성하고 관리

하고 있습니다. 

- 웹 서버와 안드로이드가 동시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더미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 사회복지사가 사용하는 웹 페이지의 Mock-up을 구현 완료했습니다.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과 PlayRTC 서버를 연결하고, 1 대 1 영상통화 테스트를 완료

했습니다.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수정 전 계획서에 영상통화 시그널링, TURN, STUN 서버를 직접 구현하는 것으로 했지만, 

노인의 서비스 사용성 향상을 위한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위 서버들이 구현되

어 있는 PlayRTC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상통화 수신 방식을 폴링에서 푸시로 변경하였습니다. Google GCM 서버를 사용하여 

웹과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 채널 ID를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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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설계 수정 

사회복지사 테이블에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및 정보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사용자 테이블에 PUSH ID 컬럼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 Push 기능 구현 

Google GCM 서버에 서비스를 등록하고, Web, Android에 api key를 설정합니다. 

- 사회복지사 웹 페이지 구현 

작성된 Mock-up을 기반으로 웹 페이지를 구현합니다. 

- 프로토콜 정의서 추가 작성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프로토콜이 추가/수정/삭제될 경우 프로토콜 정의서를 수정합

니다. 

- 사용자 테스트 

실제 사회복지사와 독거노인이 사용하고, 불편했던 사항과 개선할 점을 받아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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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 웹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 신호를 보내는 방법 

현재 고려하고 있는 Google GCM Push가 아닌,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

습니다. 폴링 방식과 socket.io를 이용한 방식과의 장단점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Web Push 사용성 

Web Push는 Firefox, Chrome의 일부 버전 이상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

다. Internet Explorer의 사용자가 많은 국내 특성을 고려하여, Internet Explorer에도 사

용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