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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요약 

 

아띠는 독거노인의 자립을 도와주는 영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기존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서 수동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에서, 독거노인이 스스로 

친구를 만들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회복지사가 아띠 태블릿에 독거노인 가족/친구 정보를 입력하고 독거노인의 

집에 설치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웹 관리자 페이지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독거노인의 정보를 추가/수정합니다. 독거노인이 사용하는 태블릿에서는 

서버에서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정보를 동기화해서 표시합니다. 독거노인은 

간단히 리스트를 확인하고 터치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 수정이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영상통화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독거노인을 등록하고 독거노인의 그룹을 

만들어 매칭시켜 줍니다. 

아띠는 독거노인이 스스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를 독거노인 스스로가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깃 허브 : https://github.com/Atti-k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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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2.1 계획서 

2.2 계획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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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2.1 프로젝트 개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국의 독거노인은 130만 명을 넘어섰다. 그들은 주변의 관심에서 멀

어진 환경 속에서 외로워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인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을 위한 제품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방안

으로 프로젝트 ‘벗’을 고안하게 되었다.  

‘벗’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노인들을 위해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단순한 클릭만으로 사용자는 화상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사

용자는 노인, 가족,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며 각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사용 목적과 능

력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다르게 제공한다. ‘벗’은 노인들의 무료한 일상 속에서 외로움을 해

소해줄 하나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2.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2.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이면서 홀로 사는 가구”를 말한다. 고령화에 따라 노년에 배우자

를 사별했거나 핵가족화에 따른 노후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혼자 살게 되면서 독거

노인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의 수는 전체 노인 인구 

5명 중 1명꼴이며, 20년 후인 2035년에는 4명 중 1명꼴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독거노인은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질병 등으로 인한 고통, 배우자의 사망,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인해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독거노인의 3명 중 1명꼴로 우울증을 

느끼고 있으며, 1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친구가 1명만 있어도 고

독사나 자살은 감소한다. 따라서 ‘벗’은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형성에 도움을 주고 더 깊

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들이 화상 전화로 가족, 사회복지사, 친구와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다면 더욱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벗’의 기능 중 노

인 벗 찾기 서비스는 새로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쉽게 새로운 사람

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2.2.2  화상통화 서비스 현황 

① Qik (음성, 영상통화) 

 내장된 킥(Qik)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무료로 갤럭시 플레이어끼리 음성, 영상통화 할 

수 있다.  

    WiFi가 연결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갤럭시 플레이어 전용으로 갤럭시, 

베가 등 다른 스마트폰과 통화할 수 없다. 

② 페이스타임 

 Wi-Fi 연결 상태에서 무료로 아이팟 터치4, 5세대, 아이폰과 영상통화 할 수 있다. 기존 

영상통화에 비해서 깨끗한 화질, 통화료가 없지만, 아이폰, 아이팟터치 사용자끼리만 영상

통화가 가능하다. 

③ LTE 영상통화 

 LTE 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을 보며 HD급 고화질의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지만 잡음과 끊김 현상이 발생하며 통화료가 비싸다. LTE 스

마트폰 전용 서비스로 3G, WiFi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④ Skype 

 메시지, 음성 또는 영상 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에게 영상통화를 하는 것은 무료이다. 장치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⑤ 페이스톡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WiFi 연결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2.3  독거노인을 위한 시스템 

①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 차 상위 노인을 대상으로 댁내



에 센서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고

독사 방지 등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 출입, 가스유출, 화재를 감지하는 센서를 집안에 설치

해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응급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다. 집안에 설치된 

활동량 감지센서와 출입감지센서의 정보를 분석해, 독거노인의 활동량이 없거나 평소보다 

현저하게 낮을 때 생활관리사가 전화로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독거노

인이 응급호출을 요청하거나 집안에 설치된 화재 또는 가스유출 감지 센서가 작동하면 관

할 소방서로 자동으로 신고되어 소방서에서 응급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사랑의 안심폰 

 장애,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독거 노인의 안전

과 건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혹시 모를 독거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이다. 노인 돌보

미에게 영상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독거 노인에

게는 긴급 Call 기능과 이동감지센서가 부착된 

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노인 돌보미가 전화했을 때 안심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노인의 모습과 방 안의 상황을 살필 수 있고 자동 착신 기능과 이동 감지센서를 통

하여 부재 여부나 귀가 확인 들이 가능하며 버튼만 누르면 노인 돌보미와 통화가 가능해 

유선전화보다 간편하게 전화를 할 수 있다. 

 

독거노인을 위한 시스템은 이 외에는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제공되고 있다. 

대상자를 선정 후 주기적 방문, 안부 전화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 공공 및 지역 내 민간

기관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발굴, 연계 지원, 보건,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생활교

육,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2.2.4  기존 시스템의 한계 

1.2.2를 통해서 기존의 화상통화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화상통화 

시스템은 노인이 이용하기에는 시스템이 복잡하며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정보 또한 노인

의 기준에서는 많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화상통화 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이용하기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 

 1.2.3 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시스템을 알 수 있다.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시스템을 운영할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사의 수는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부족하다. 현재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노인의 수는 2~30명 



정도이며 모든 노인을 방문하기 어려우므로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3 개발 목표 및 내용 

3.1 목표 

 

‘벗’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표는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유지와 확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노인들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므로 스마트폰이나 태블

릿PC가 아닌 독립적인 기기에 프로그램만 담겨있는 형태를 계획했다.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문제로 인해 개발하고 싶은 크기의 기기와 비슷한 크기의 태블릿PC에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하는 형태로 콘셉트와 기술을 나타낸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작은 버튼을 누르

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들을 위하여 큰 버튼을 사용하고, 터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하

여 각 버튼 간의 간격을 넓힌다. 또한, 화상통화를 이용하거나 사람을 추가하는 기능을 간

단하고 직관적으로 제공한다. 

노인이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와 가족이 노인의 가족과 친구 리스

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담당 노인의 리스트를 가지게 되며 리

스트의 편집을 통해 노인의 시스템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독거 노인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새로운 사람을 화상통화를 통

해 만날 수 있게 한다. 이때 친구 만들기 참여 노인 리스트는 사회복지사가 관리하게 된다. 

참여 노인을 따로 리스트로 구성하여 화상통화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사회

복지사의 개입으로 노인이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벗’을 이용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 사회복지사, 친구와 얼굴을 보며 통화하는 것을 통해서 노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더욱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3.2 연구/개발 내용 

① 개발은 크게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과 웹에서 스마트 

폰과 영상통화를 시켜주는 웹사이트다. PlayRTC API를 이용해 앱 개발 툴인 android 

studio로 개발한다. 

 

 

② DB 와 Node.js 를 연동해 사용자 간의 관계를 데이터로 저장해 관리한다. 



3.3 개발 결과  

3.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3.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Android Silvermode> 

1. 사용성: 기존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실패했던 Silvermode의 문제점은 여전히 노인들이 사용

하기 어려워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만들기 위해 

많은 기능을 넣지 않고 간단하면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한다. 

 

2. 연결 : LTE 4G로 연결되는 제품이 아니므로 와이파이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3.3.3  시스템 구조 

 

3.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애플리케이

션(로그 

화면) 

회원가입 
사용자들은 각각의 아이디로 

회원가입 한다. 
Web  

 로그인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 인증 후 

서비스 이용 

Web, 

Android 
 

메뉴 가족 등록 한 가족과 영상통화를 한다. Android  

  친구 

등록된 친구와 영상통화를 한다. 

같은 기기를 쓰는 사용자들끼리 

임의로 연결해 영상통화를 한다. 

Android  

 사회복지사 
전담 사회복지사와 영상통화를 

한다. 

Web, 

Android 
 

서버 DB 가입된 사용자의 DB 를 관리한다. MariaDB  

 

 

 

 

3.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① 노인 



간편하게 화상통화를 걸 수 있게 되어, 가족, 친구, 사회복지사와의 관계 유지가 쉽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노인들의 

정보를 태블릿PC를 통해 받아보고, 친구가 되길 원하는 사람에게 화상 전화를 할 수 있

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새로운 관계 형성을 원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것은 ‘벗’이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의 보조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②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1인당 방문하고 관리해야 할 주민 가구 수는 최소 200에서 400가구 정도

로 그 중 독거노인 가구 수는 27명 정도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직접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하기보단 전화로 안부를 묻는 횟수가 많다. 독거노인과 사회복지사 사이의 화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목소리만을 전하는 전화를 넘어 사회복지사와 독거노인이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들의 안부를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독거노인의 가정에 방문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벗’은 사회복지

사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독거노인을 거주지별로 분류해서 제공해 사회복지사가 더욱 쉽게 

서비스를 사용하고 노인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③ 가족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보다 얼굴을 통해 안부를 물을 수 있어서 노인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먼 거리에 살아 왕래가 적은 가족의 경우 ‘벗’을 사용함으로써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준다. 

 

 

 

 

 

 

 

 

 

 

 

 

4 배경 기술 

4.1 기술적 요구사항 

사용자들 간에 화상통화가 가능하게 하려면 WebRTC기반인 PlayRTC를 이용해 화상통화

를 구현한다. 요즘 스마트폰 OS가 크게 안드로이드와 IOS 나뉨에 따라 두 개의 OS에 맞춰 

개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PlayRTC는 각종 기기를 지원하고 빠른 서비스 개발



이 가능하고 고가의 서버구축이 필요 없어 쉽고 빠른 개발이 가능하다.  

 

 

웹 페이지는 node.js를 이용하여 자식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페

이지를 만들고, 안드로이드를 사용해 독거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웹 페이지에

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사용자정보를 저장한다. 사용자 정보는 가족들의 전화번호와 이

름을 저장하고, 이 정보를 독거노인의 계정에 연결하여 설치가 완료된 곳에 자동으로 업로

드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용자 정보를 독거노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사회복지사의 계

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는 화상통화만 연결되면 나머지 기능들은 간단하게 구

현할 수 있다. 

 

 

 

 

 

①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개발 환경 

User(독거노인)가 접근할 사용자 - 가족/친구/사회복지사 

가족&친구 - 앱, 복지사는-웹 

 

Android 개발 환경 준비:  

IDE 준비 – 안드로이드 플랫폼 개발 도구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사용 

PlayRTC Android SDK 준비 

Javascript 개발 환경 준비:  



PlayRTC로 1:1 영상/음성 통화 웹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단한 텍스트 에디터와 간단한 

웹 서버가 필요하다. 웹 서버는 node.js 기반, 정적 웹 서버에는 Harp를 사용한다. 

 

② 프로젝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 

태블릿 PC는 항상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있어야 한다. 노인분들의 태블릿은 처음 로그인

을 한 뒤에는 따로 로그아웃하지 않는 이상 계속 로그인이 되어있다. 

그 후에 서로 화상통화를 할 땐 사용자 간에 서버가 연결되어 있고, 서버가 사용자 간의 

연결을 도와준 뒤에 통화가 가능하다. 

 

 

 

  



 

4.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와이파이 네트워크 연결이 필수다. 하지만 어르신들 집에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가족이나 사회 복지사가 제

품 설치 시 와이파이도 설치해줘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된다. 또한, 사용 중 와이파이의 연결

이 끊긴 경우에는 어르신의 요청으로 사회복지사나 기사가 와이파이의 연결을 도와주고 연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한다. 

두 번째 문제는 가족, 친구, 사회 복지사와 연결을 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등록되어야 하는

데 이 부분도 어르신들이 해내기 힘들다. 그래서 웹에서 가족, 사회 복지사가 등록하면 앱에

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 연락처를 업데이트해준다. 

 

 

4.2.1  하드웨어 

- Tablet PC  

- Android phone 

현실적 제한 요소 : 노인들이 사용하는 테블릿PC 형태의 제품은 항상 Wifi를 통해 인터넷 

연결이 되어있어야 한다.  

 

 

4.2.2  소프트웨어 

- Windows 7OS,  

- Android 4.0 이상 

노인들은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므로 최초 로그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5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이동규 

데이터베이스 설계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 통신 프로토콜 정의 

웹 서버 API 개발 

김보운 
PlayRTC 와 Android Application 연동 

Android Application 개발 

이웅 Android Application Activity Flow 구성 및 개발 

김나윤 
Web page mock-up 작성 

Web page layout 구성 및 개발 

민경민 
Android HTTP Client 개발 

Android Json Parsing module 개발 

유세프 
Web page mock-up 작성 

Web page layout 구성 및 개발 

 

 

6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PlayRTC 10 

안드로이드 개발 10 

웹 개발 10 

서버 개발 5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3 

합 38 

 

 

 



7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7.1  개발 일정 

 
 

  



7.2 일정별 주요 산출물 

 

 

 

7.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개발에 필요한 DOC 수집 

산출물 :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개발 계획서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2016-02-01 2016-03-14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DB 설계서, 프로토콜 정의서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 프로토콜 정의서(Svr to Client) 

2016-03-01 2016-03-20 

1 차 중간 보고 

웹 페이지와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구성 

산출물 : 웹 페이지 mock-up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Github url 

4. Mock-up page url 

2016-03-17 2016-04-07 

2 차 중간 보고 

영상 통화 기능 구현 완료 

사회복지사 관리 페이지 구현 완료 

산출물 : Android Application, Web Page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Github url 

2016-04-08 2016-05-19 

구현 완료 필드 테스트 (사회복지사, 독거노인) 

산출물 : 서비스 사용 설문 결과표 

2016-05-19 2016-05-25 

테스트 2016-05-19 2016-05-25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 최종 보고서 
2016-05-21 

2016-05-26 



이동규 

데이터베이스 설계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 통신 프로토콜 

정의 

웹 서버 API 개발 

2016-03-20 2016-05-10 51 

김보운 
PlayRTC 와 Android Application 연동 

Android Application 개발 
2016-03-20 2016-05-10 51 

이 웅 
Android Application Activity Flow 구성 및 

개발 
2016-03-20 2016-05-10 51 

김나윤 
Web page mock-up 작성 

Web page layout 구성 및 개발 
2016-03-20 2016-05-10 51 

민경민 
Android HTTP Client 개발 

Android Json Parsing module 개발 
2016-03-20 2016-05-10 51 

유세프 
Web page mock-up 작성 

Web page layout 구성 및 개발 
2016-03-20 2016-05-10 51 

 

  



7.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PC 6 대  2016-03-02 2016-05-25  

안드로이드 태블릿 SAMSUNG 2016-03-02 2016-05-25  

웹캠 Microsoft 2016-03-02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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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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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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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

게 영상통화를 시도하면, 애플리케이션은 PlayRTC 서버에 채널 생성을 요청하고 생성된 채널 

ID를 할당 받는다. 채널 ID와 수신자 ID를 “벗” 서버에 전송한다. “벗” 서버는 수신자의 PUSH ID

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고, GCM 서버에 수신자의 PUSH ID와 채널 ID를 전송한다. 수신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채널 ID를 푸시로 받으면, PlayRTC 서버에 받은 채널 ID로 연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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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와 영상통화가 가

능하다. 

 

 

10.2 수행 내용 

-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통신 규격을 맞추기 위해 프로토콜 정의서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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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했습니다. 

 

11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11.1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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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성 향상을 위한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위 서버들이 구현되어 있는 PlayRTC를 사용하기로 결

정했습니다. 

  영상통화 수신 방식을 폴링에서 푸시로 변경하였습니다. Google GCM 서버를 사용하여 웹과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 채널 ID를 전송합니다.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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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합니다. 

- 사용자 테스트 

실제 사회복지사와 독거노인이 사용하고, 불편했던 사항과 개선할 점을 받아 개선할 예정입니다. 

 

 

 

12 고충 및 건의사항 

- 웹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 신호를 보내는 방법 

현재 고려하고 있는 Google GCM Push가 아닌,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폴

링 방식과 socket.io를 이용한 방식과의 장단점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Web Push 사용성 

Web Push는 Firefox, Chrome의 일부 버전 이상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의 사용자가 많은 국내 특성을 고려하여, Internet Explorer에도 사용 가능한 방

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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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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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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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

게 영상통화를 시도하면, 애플리케이션은 PlayRTC 서버에 채널 생성을 요청하고 생성된 채널 

ID를 할당 받는다. 채널 ID와 수신자 ID를 “벗” 서버에 전송한다. “벗” 서버는 수신자의 PUSH ID

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고, GCM 서버에 수신자의 PUSH ID와 채널 ID를 전송한다. 수신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채널 ID를 푸시로 받으면, PlayRTC 서버에 받은 채널 ID로 연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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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와 영상통화가 가

능하다. 

 

 

14.2 수행 내용 

- 웹 서버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토콜 정의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 웹/모바일 서버의 기능(사용자, 관계, 통화 중계)을 구현했습니다.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사용자, 관계, 통화 송수신)을 구현했습니다. 

 

15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15.1 수정사항 

1차 중간 보고 피드백을 참고하여, 안드로이드에서 웹에 통화 요청시 socket.io를 사용하여 요청을 하도

록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16 향후 추진계획 

16.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 버그 수정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통화 요청 푸시가 왔을 때 비정상 종료되는 버그, 통화 요청 푸시가 

여러 번 오는 경우 등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 사회복지사 관리자 페이지 수정 및 변경 

웹 클라이언트 레이아웃 수정 및 통화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표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 사용자 테스트 

실제 사회복지사와 독거노인이 사용하고, 불편했던 사항과 개선할 점을 받아 개선할 예정입니다. 

 

17 고충 및 건의사항 

- 안드로이드 푸시가 여러 번 오는 경우 발생 

상대가 통화 요청을 하면 푸시로 알림을 주게 되는데 통화 연결 후 푸시가 다시오는 현상이 발

생하고 있습니다. 

 

 

 

 

6. 참고 – 프로토콜 정의서 

Protocol Simple Description 

Base URL : http://52.79.147.144/ ,port 80 

구분 기능 Method URI 

USER 회원가입 PUT /mobile/user 

로그인 POST 

로그아웃 GET 

내 정보 확인 GET /mobile/user/mypage 

프로필 사진 업로드 POST 

CALL 통화 POST /mobile/call 

FAMILY 가족 리스트 GET /mobile/family/:page_num 

FRIENDS 친구 리스트 GET /mobile/friends/:page_num 



FRIENDSHIP 친구 만들기 사업 리스트 GET /mobile/friendship/:page_num 

 

Protocol Detail Description 

구분 : USER 

기능 회원가입 

URI /mobile/user METHOD PUT 

REQUEST 필수 : id, password, name, gender, kind 

선택 : phone, push_id, description, address 

조건 : password(7~15 글자, 하나 이상의 숫자와 특수문자를 포함) 

Response 

// 성공 
{ 
   "status": 0, 
   "message": "success" 
} 
 
// 필수 파라미터 누락 
{ 
   "status": 0, 
   "message": "Null parameter exists" 
} 
 
// 데이터베이스 에러 
{ 
   "status": 2, 
   "message": "Database internal error" 
} 
 
// 아이디 중복 
{ 
   "status": 100, 
   "message": "Join error, duplicated id" 
} 
 
// 비밀번호 확인 
{ 
   "status": 101, 
   "message": "Join error, check password validation" 
} 

 

기능 로그인 

URI /mobile/user METHOD POST 

REQUEST 필수 : id, password 

Response 

// 성공 
{ 



   "status": 0, 
   "message": "success" 
} 
 
// 데이터베이스 에러 
{ 
   "status": 2, 
   "message": "Database internal error" 
} 
 
// 로그인 실패 
{ 
   "status": 111, 
   "message": "Login error, Login fail" 
} 
 

 

기능 로그아웃 

URI /mobile/user METHOD GET 

REQUEST  

Response 

// 성공 
{ 
   "status": 0, 
   "message": "success" 
} 

 

기능 내 정보 확인 

URI /mobile/user/mypage METHOD GET 

REQUEST  

Response 

// 성공 
{ 
   "status": 0, 
   "message": "success", 
   "my_info": [ 
       { 
           "id": "test", 
           "profile_name": "test.jpg", 
           "name": "아인슈타인", 
           "gender": "0", 
           "kind": "0", 
           "phone": "010-1234-5678", 
           "address": null 
       } 
   ], 
   "socialworker_info": [ 
       { 
           "id": "socialworker", 
           "profile_name": "socialworker.jpg", 



           "name": "로자먼드", 
           "gender": "0", 
           "kind": "2", 
           "phone": "010-1234-5678", 
           "address": null 
       } 
   ] 
} 
 

// 데이터베이스 에러 
{ 
   "status": 2, 
   "message": "Database internal error" 
} 

 

기능 프로필 사진 업로드 

URI /mobile/user/mypage METHOD POST 

REQUEST 필수 : profile (form-data) 

Response 

// 성공 
{ 
   "status": 0, 
   "message": "success" 
} 
 
// 데이터베이스 에러 
{ 
   "status": 2, 
   "message": "Database internal error" 
} 
 
// 사진 업로드 에러 
{ 
   "status": 115, 
   "message": "Mypage error, Profile upload fail" 
} 
 

 

구분 : CALL 

기능 통화 

URI /mobile/call METHOD POST 

REQUEST 필수 : receiver 

Response 

// 성공 
{ 
   "status": 0, 
   "message": "success" 



} 
 

구분 : FAMILY 

기능 가족 리스트 

URI /mobile/family/:page_num METHOD GET 

REQUEST  

Response 

// 성공 
{ 
   "status": 0, 
   "message": "success", 
   "family_list": [ 
       { 
           "id": "family1", 
           "name": "맥그리거", 
           "profile_name": "family1.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id": "family2", 
           "name": "골프로킨", 
           "profile_name": "family2.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id": "family3", 
           "name": "김동현", 
           "profile_name": "family3.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 
 
// 데이터베이스 에러 
{ 
   "status": 2, 
   "message": "Database internal error" 
} 
 

 

구분 : FRIENDS 

기능 친구 리스트 

URI /mobile/friends/:page_num METHOD GET 

REQUEST  

Response 

// 성공 
{ 
   "status": 0, 
   "message": "success", 
   "friend_list": [ 
       { 
           "id": "test4", 
           "name": "워즈니악", 
           "profile_name": "test4.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id": "test5", 
           "name": "엘론머스크", 
           "profile_name": "test5.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id": "test6", 
           "name": "리치", 
           "profile_name": "test6.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id": "test7", 
           "name": "마틴파울러", 
           "profile_name": "test7.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id": "test8", 
           "name": "세르게이브린", 
           "profile_name": "test8.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 
 
// 데이터베이스 에러 
{ 
   "status": 2, 
   "message": "Database internal error" 
} 

 

구분 : FRIENDSHIP 

기능 친구 만들기 사업 리스트 

URI /mobile/friendship/:page_num METHOD GET 

REQUEST  

Response 

// 성공 
{ 
   "status": 0, 
   "message": "success", 
   "friendship_list": [ 



       { 
           "id": "test10", 
           "name": "래리페이지", 
           "profile_name": "test10.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id": "test2", 
           "name": "KFC", 
           "profile_name": "test2.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id": "test5", 
           "name": "엘론머스크", 
           "profile_name": "test5.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id": "test9", 
           "name": "빌게이츠", 
           "profile_name": "test9.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 
 



// 데이터베이스 에러 
{ 
   "status": 2, 
   "message": "Database internal err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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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요 

18.1 프로젝트 개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국의 독거노인은 130만 명을 넘어섰다. 그들은 주변의 관심에서 멀

어진 환경 속에서 외로워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인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을 위한 제품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방안

으로 프로젝트 ‘벗’을 고안하게 되었다.  

‘벗’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노인들을 위해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단순한 클릭만으로 사용자는 화상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사

용자는 노인, 가족,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며 각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사용 목적과 능

력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다르게 제공한다. ‘벗’은 노인들의 무료한 일상 속에서 외로움을 해

소해줄 하나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18.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8.2.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이면서 홀로 사는 가구”를 말한다. 고령화에 따라 노년에 배우자

를 사별했거나 핵가족화에 따른 노후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혼자 살게 되면서 독거

노인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의 수는 전체 노인 인구 

5명 중 1명꼴이며, 20년 후인 2035년에는 4명 중 1명꼴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독거노인은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질병 등으로 인한 고통, 배우자의 사망,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인해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독거노인의 3명 중 1명꼴로 우울증을 

느끼고 있으며, 1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친구가 1명만 있어도 고

독사나 자살은 감소한다. 따라서 ‘벗’은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형성에 도움을 주고 더 깊

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들이 화상 전화로 가족, 사회복지사, 친구와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다면 더욱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벗’의 기능 중 노

인 벗 찾기 서비스는 새로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쉽게 새로운 사람

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18.2.2  화상통화 서비스 현황 

⑥ Qik (음성, 영상통화) 

 내장된 킥(Qik)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무료로 갤럭시 플레이어끼리 음성, 영상통화 할 

수 있다.  

    WiFi가 연결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갤럭시 플레이어 전용으로 갤럭시, 

베가 등 다른 스마트폰과 통화할 수 없다. 

⑦ 페이스타임 

 Wi-Fi 연결 상태에서 무료로 아이팟 터치4, 5세대, 아이폰과 영상통화 할 수 있다. 기존 

영상통화에 비해서 깨끗한 화질, 통화료가 없지만, 아이폰, 아이팟터치 사용자끼리만 영상

통화가 가능하다. 

⑧ LTE 영상통화 

 LTE 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을 보며 HD급 고화질의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지만 잡음과 끊김 현상이 발생하며 통화료가 비싸다. LTE 스

마트폰 전용 서비스로 3G, WiFi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⑨ Skype 

 메시지, 음성 또는 영상 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에게 영상통화를 하는 것은 무료이다. 장치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⑩ 페이스톡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WiFi 연결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8.2.3  독거노인을 위한 시스템 

③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 차 상위 노인을 대상으로 댁내



에 센서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고

독사 방지 등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 출입, 가스유출, 화재를 감지하는 센서를 집안에 설치

해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응급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다. 집안에 설치된 

활동량 감지센서와 출입감지센서의 정보를 분석해, 독거노인의 활동량이 없거나 평소보다 

현저하게 낮을 때 생활관리사가 전화로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독거노

인이 응급호출을 요청하거나 집안에 설치된 화재 또는 가스유출 감지 센서가 작동하면 관

할 소방서로 자동으로 신고되어 소방서에서 응급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사랑의 안심폰 

 장애,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독거 노인의 안전

과 건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혹시 모를 독거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이다. 노인 돌보

미에게 영상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독거 노인에

게는 긴급 Call 기능과 이동감지센서가 부착된 

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노인 돌보미가 전화했을 때 안심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노인의 모습과 방 안의 상황을 살필 수 있고 자동 착신 기능과 이동 감지센서를 통

하여 부재 여부나 귀가 확인 들이 가능하며 버튼만 누르면 노인 돌보미와 통화가 가능해 

유선전화보다 간편하게 전화를 할 수 있다. 

 

독거노인을 위한 시스템은 이 외에는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제공되고 있다. 

대상자를 선정 후 주기적 방문, 안부 전화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 공공 및 지역 내 민간

기관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발굴, 연계 지원, 보건,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생활교

육,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18.2.4  기존 시스템의 한계 

1.2.2를 통해서 기존의 화상통화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화상통화 

시스템은 노인이 이용하기에는 시스템이 복잡하며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정보 또한 노인

의 기준에서는 많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화상통화 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이용하기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 

 1.2.3 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시스템을 알 수 있다.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시스템을 운영할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사의 수는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부족하다. 현재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노인의 수는 2~30명 

정도이며 모든 노인을 방문하기 어려우므로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9 개발 내용 및 결과물 

19.1 목표 

 

‘벗’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표는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유지와 확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노인들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므로 스마트폰이나 태블

릿PC가 아닌 독립적인 기기에 프로그램만 담겨있는 형태를 계획했다.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문제로 인해 개발하고 싶은 크기의 기기와 비슷한 크기의 태블릿PC에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하는 형태로 콘셉트와 기술을 나타낸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작은 버튼을 누르

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들을 위하여 큰 버튼을 사용하고, 터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하

여 각 버튼 간의 간격을 넓힌다. 또한, 화상통화를 이용하거나 사람을 추가하는 기능을 간

단하고 직관적으로 제공한다. 

노인이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와 가족이 노인의 가족과 친구 리스

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담당 노인의 리스트를 가지게 되며 리

스트의 편집을 통해 노인의 시스템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독거 노인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새로운 사람을 화상통화를 통

해 만날 수 있게 한다. 이때 친구 만들기 참여 노인 리스트는 사회복지사가 관리하게 된다. 

참여 노인을 따로 리스트로 구성하여 화상통화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사회

복지사의 개입으로 노인이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벗’을 이용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 사회복지사, 친구와 얼굴을 보며 통화하는 것을 통해서 노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더욱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19.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19.2.1  연구/개발 내용 

③ 개발은 크게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과 웹에서 스마트 폰과 영

상통화를 시켜주는 웹사이트다. PlayRTC API를 이용해 앱 개발 툴인 android studio로 개발한

다. 

 

 

④ DB 와 Node.js 를 연동해 사용자 간의 관계를 데이터로 저장해 관리한다. 

 

19.2.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화상통화 -> 완료 

친구만들기 -> 변경,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의 노인들만 친구 추천 

방식으로 제공하려 했었으나,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해당 지역의 모든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 참여 노인을 리스트에 제공한다. 

독거 노인 리스트 관리 -> 완료 

독거 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리스트 관리 -> 완료 

독거 노인 친구 리스트 관리 -> 완료 



 
19.2.3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Android Silvermode> 

3. 사용성: 기존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실패했던 Silvermode의 문제점은 여전히 노인들이 사용



하기 어려워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만들기 위해 

많은 기능을 넣지 않고 간단하면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한다.  

 달성 : 최소한의 버튼과 최소한의 클릭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노인들

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4. 연결 : LTE 4G로 연결되는 제품이 아니므로 와이파이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미달성 : 와이파이의 문제는 제품의 개발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5. 영상통화이기 때문에 원활한 영상통화를 위해서는 인터넷 속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네트워

크 환경에 따라 품질이 변할 수 있으며 화상 통화를 사용할 경우 최소 300Kbps 이상 충족

해야 한다. 

 

 

19.2.4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19.2.5  활용/개발된 기술 

 PlayRTC – WebRTC 의 영상/음성/데이타 전송 규격을 브라우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과 모

든 화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플랫폼 입니다. 

 Google cloud messaging - 개발자가 서버에서 자신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

를 전송하게 해주는 무료 서비스이다. 서버에서 가져와야 할 새로운 데이터가 있음을 안드로

이드 어플리케이션에 알리는 적은 용량의 메시지이거나, 최대 4KB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메

시지일 수 있다. 따라서 메신저와 같은 앱은 메시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 

 Bootstrap – 부트스트랩은 동적인 웹 사이트 및 웹 응용 개발을 위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이다. 입력 창, 버튼, 네비게이션 및 기타 구성물, 각종 레이아웃 등을 HTML 및 CSS 기반의 

디자인 템플릿으로 제공하며, 추가적인 자바스크립트 확장들도 포함한다.  

 Android JSON Parser - Json은 XML보다 더 간략화 된 데이터의 구성이다. 이는 단순한 유니

코드 텍스트 파일로 가독성이 좀 떨어지나 어느 환경이든 적용이 가능하다. 

 jQuery – 브라우저 호환성이 있는 HTML 속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이며 클라이언트 사이

드 스크립트 언어를 단순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Html5 css3 JS 

 NGINX – 웹 서버 소프트웨어로, 가벼움과 높은 성능을 목표로 한다. 웹 서버, 리버스 프록시 

및 메일 프록시 기능을 가진다. 

 nodeJS – 확장성 있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특히 서버 사이드)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

어 플랫폼이다. 작성 언어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며 Non-blocking I/O와 단일 스레드 이벤

트 루프를 통한 높은 처리 성능을 가지고 있다. 내장 HTTP 서버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

어 웹 서버에서 아파치 등의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동작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웹 

서버의 동작에 있어 더 많은 통제를 가능케 한다. 

 MariaDB – 오픈 소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이다. MySQL과 동일한 소

스 코드를 기반으로 하며, GPL v2 라이선스를 따른다. 오라클 소유의 현재 불확실한 MySQL

의 라이선스 상태에 반발하여 만들어졌으며, 배포자는 몬티 프로그램 AB(Monty Program AB)

와 저작권을 공유해야 한다. 이것은 MySQL과 높은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MySQL 

APIs와 명령에 정확히 매칭하여, 라이브러리 바이너리와 상응함을 제공하여 교체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마리아 DB에는 새로운 저장 엔진인 아리아(Aria)뿐만 아니라, InnoDB를 교

체할 수 있는 XtraDB 저장 엔진을 포함하고 있다. 

 Redis – 데이터 구조 서버이며 휘발성이면서 영속성을 가진 key-value 형 스토어 이다.  

 Ununtu - 컴퓨터에서 프로그램과 주변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운영체제 중 하나이

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처럼 리눅스 커널에 기반한 운영체제로 모바일과 데스크톱PC, 서버

에도 우분투 운영체제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19.2.6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긴 하였지만 처음 사용하는 노인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사용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나 동사무

소 등 여러 기관에서 어르신을 위한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 속도가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외진 곳에 사는 독거 노인의 경우 인터넷 속도를 보장하

기 어려워 화상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19.2.7  결과물 목록 

결과물 목록 기술문서 유/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무 

웹 무 

안드로이드  

- 회원가입 

- 로그인 / 로그아웃 

- 사람 리스트 

- 화상 통화 

웹 

- 회원가입 

- 로그인 / 로그아웃 

- 화상 통화 

-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리스트 관리 

- 노인의 친구 목록 관리 

19.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④ 노인 

간편하게 화상통화를 걸 수 있게 되어, 가족, 친구, 사회복지사와의 관계 유지가 쉽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노인들의 

정보를 태블릿PC를 통해 받아보고, 친구가 되길 원하는 사람에게 화상 전화를 할 수 있



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새로운 관계 형성을 원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것은 ‘벗’이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의 보조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1인당 방문하고 관리해야 할 주민 가구 수는 최소 200에서 400가구 정도

로 그 중 독거노인 가구 수는 27명 정도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직접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하기보단 전화로 안부를 묻는 횟수가 많다. 독거노인과 사회복지사 사이의 화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목소리만을 전하는 전화를 넘어 사회복지사와 독거노인이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들의 안부를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독거노인의 가정에 방문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벗’은 사회복지

사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독거노인을 거주지별로 분류해서 제공해 사회복지사가 더욱 쉽게 

서비스를 사용하고 노인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⑥ 가족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보다 얼굴을 통해 안부를 물을 수 있어서 노인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먼 거리에 살아 왕래가 적은 가족의 경우 ‘벗’을 사용함으로써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준다. 

 

20 자기평가 

현재 사회복지사는 수십명의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방문 할 때마다 일일이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벗’은 사회복지사의 방문 효과를 낼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일지기능이 

없어서 사회복지사는 독거노인과의 영상통화 후 따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일지기능을 추가한다면 즉각적으로 일지를 작성해 더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구현될 것이다. 

또한 처음에 원했던 건 벗 사용자의 친구와 친구만들기 사업 참여자를 분리하여, 

독거노인이 친구만들기 사업 참여자의 정보를 보고 친구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독거노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친구와 친구만들기 사업 참여자를 모두 

포함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벗을 사용하는 노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친구와 사업 

참여자가 섞여 원하는 상대에게 전화를 거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21 참고 문헌 

참고한 서적, 기사, 기술 문서, 웹페이지를 나열한다.: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

도 
저자 



1. 서적 Do it! HTML5 + CSS3 웹 표준의 정석 
이지스퍼블리

싱 
2013 고경희 

2 서적 Step by step 안드로이드 앱 개발 인피니티북스 2011 
장용식 외 

2 인 

 

 

 

 

 

22 부록 

22.1 사용자 매뉴얼 

 사용법 

설치 가이드, 따라하기 등 포함 

1. 로그인 

회원 분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로그인 합니다. 

비회원 분들은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합니다. 

 

 

 

 

 

2. 회원가입 

본인의 정보를 입력 후 회원가입을 마칩니다. 

 

 

 

 



 

 

3. 전화걸기 

전화를 원하는 상대를 클릭하면 바로 상대와 화상전화가 

연결됩니다.. 

 

  



22.2 테스트 케이스  

 

대분류 소분류 기능 테스트 방법 기대 결과 
테스트 

 결과 

안드로이

드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한다. 

1) 회원가입을 누른다. 

2)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성별, 

독거노인/가족/사회복지사 

정보를 입력한 후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다. 

3) 틀린 정보가 입력되면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라는 메세지를 

띄운다. 

회원 가입이 

된다.  
성공 

안드로이

드 
로그인 

로그인을 

한다.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른다. 
로그인된다.  성공 

안드로이

드 
화상전화 

전화를 

건다. 

1)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속해있는 버튼을 누른다. 

2) 사람을 누르면 통화가 간다. 

3)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화상통화를 할 수 있다. 

양쪽 모두 

원활한 화상 

통화를 한다. 

성공 

안드로이

드 
화상전화 

전화를 

받는다. 

1) 통화가 온다.  

2) 통화 버튼과 거부 버튼이 있다. 

3) 원하는 버튼을 누른다. 

통화 버튼을 

누르면 화상 

통화 화면으로 

넘어간다. 

거부 버튼을 

누르면 전화가 

끊긴다. 

성공 

안드로이

드 
로그아웃 

로그아웃을 

한다. 

1) 로그아웃 버튼을 누른다. 

2) 로그인 화면이 나온다. 
로그아웃 된다. 성공 

웹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한다. 

1) 회원가입을 누른다. 

2) 정보를 입력한 후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다. 

3) 틀린 정보가 입력되면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라는 메세지를 

띄운다. 

회원 가입이 

된다. 
성공 



웹 로그인 
로그인을 

한다.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른다. 
로그인된다.  성공 

웹 

  
독거노인 
관리 

노인 

목록을 

관리한다. 

독거 노인 목록을 추가, 삭제, 수정 

할 수 있다. 

변경사항을 

적용한다. 
성공 

웹 

친구만들
기 사업 
참여자 
관리 

목록을 

관리한다. 

 사업 참여자 노인 목록에서 기존 

노인을 삭제할 수 있다. 

새로운 노인을 추가할 수 있다. 

변경사항을 

적용한다. 
성공 

웹 화상전화 
전화를 

건다. 

4)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속해있는 버튼을 누른다. 

5) 사람을 누르면 통화가 간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화상통화를 할 수 있다. 

양쪽 모두 

원활한 화상 

통화를 한다. 

성공 

웹 화상전화 
전화를 

받는다. 

4) 통화가 온다.  

5) 통화 버튼과 거부 버튼이 있다. 

원하는 버튼을 누른다. 

통화 버튼을 

누르면 화상 

통화 화면으로 

넘어간다. 

거부 버튼을 

누르면 전화가 

끊긴다. 

성공 

웹 로그아웃 
로그아웃을 

한다. 
로그아웃 버튼을 누른다. 

웹페이지가 

로그아웃 된 

상태로 변한다. 

성공 

 

 

 

 

 

 

 

 

 

 

 

 









 

 

 

 



제 5 장 

 

회의록 
 

 

 

 

  



팀  미 팅  회 의 록 

팀명 아띠 차수 1 차 

일 시 2016년  2월  15일  월요일    18시 00분 – 20시 00분 (  2시간  분) 

장 소 신촌 시간공방 

참석자 이동규 김보운 이웅 김나윤 민경민 유셰프 

불참자 X 

안 건 주제 선정 

회의내용 

 

각자 생각해 온 주제 공유 

 자취생을 위한 레시피 어플 

자취생을 위한 간단한 재료의 레시피 소개& 레시피 콘테스트& 가공제

품 투표 

 회사의 레시피 어플 

제조자, 판매자, 구매자 등급을 나누어 볼 수 있는 레시피에 권한을 부

여 함. 서로 다른 레시피를 열람. 

 전자 영수증 

NFC를 이용하여 pos에서 소비자의 핸드폰으로 영수증 전송하는 프로젝

트 

결과물 

전자 영수증 프로젝트로 주제 선정 

NFC를 이용한 전자 영수증 구현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각자 조사하기 

 



팀  미 팅  회 의 록 

팀명 아띠 차수 2 차 

일 시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18시 00분 – 20시 00분 (  2시간  분) 

장 소 신촌 시간공방 

참석자 이동규 김보운 이웅 김나윤 민경민 유셰프 

불참자 X 

안 건 전자 영수증의 기술적 요인 

회의내용 

 

NFC태깅을 이용한 전자 영수증의 기술적 실현 불가능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pos에서 결제 시 개인정보 보호로 고객의 구입금액

만 알 수 있을 뿐 상세한 결제정보를 받아 볼 수 없다. 

 

OCR을 이용한 전자 영수증의 기술적 실현 한계 

OCR은 아직 한글 인식이 미흡하고 사용자가 적을 것이라는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주제 변경 결정 

결과물 

각자 주제 생각해오기 

 



팀  미 팅  회 의 록 

팀명 아띠 차수  3차 

일 시 
    2016 년   2 월   29 일  월 요일        5 시 00 분 – 7시 00분 (  2시

간  분) 

장 소 7호관 알고리즘 랩실 

참석자 이동규, 이웅, 김보운, 김나윤, 민경민, 유셰프 

불참자  

안 건 주제 선정 

회의내용 

 

새로운 주제를 정하기 위해 팀원이 각자 생각해 본 주제를 다른 팀원들에게 

소개. 

- Smart mirror 

사용자에게 거울에 여러 정보를 알려준다. 음성인식을 통해 시스템 

사용 가능 

- 레시피 

소비자와 상점, 본사로 권한을 나누어 레시피에 접근 가능하도록 만

들고자 하였다.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각 상점 별 레시피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고민해본 결과 이미 출시된 어플리케이션이 많기 때

문에 제외 

- 병원 예약 

미국의  Zocdoc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병원 예약 시스템을 만들고

자 하였다. 현재 한국의 병원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병원의 위치를 제

공할 뿐 더 이상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병원 예약 시스템은 웹

으로만 제공하고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면 차별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 하였다. 

 

결과물 

 

병원 예약 시스템과 smart mirror 두가지 주제를 구체화 시키기로함 



 

팀  미 팅  회 의 록 

팀명 아띠 차수 4 차 

일 시 2016년  3월  7일  월요일    17시 00분 – 19시 00분 (  2시간  분) 

장 소 7호관 알고리즘랩실 

참석자 이동규 김보운 이웅 김나윤 민경민 유셰프 

불참자 X 

안 건 주제 구체화 

회의내용 

스마트 미러 구체화 

기존 스마트 미러에 IOT 접목.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 명령에 따라 원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집안의 기기를 

제어함 

- 생활정보(날씨, 교통, 지도, 뉴스) 확인 

- 엔터테인먼트(youtube, 음악 재생) 

- IOT 기기 제어 

 

병원 예약 구체화 

기존 병원 예약 시스템의 대다수 예약은 소아과 예약. 

아이를 가진 부모를 

- 엄마들 커뮤니티 

아이들 병원에 관한 소통 

아이디 생성 후, 아이 이름으로 활동. 아이가 둘 이상일 경우 한 계정

에서 또 추가 가능 

 

- 소아과 예약 

주변 소아과들 위주로 예약 가능(GPS를 이용해 내 주변 소아과 Map

으로 보여줌, 내 위치 포함), 리뷰기능 

문진표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건강in URL연결, 예방접종 예약 시 예

진표 작성 기능 

- 24시간 소아과 검색 

야간 소아과 

 

- 검진목록(그 동안 내 아이가 받은 검진 기록) 

조심해야 할 사항 볼 수 있음 

 



- 예방접종 check list 

예방 접종 주의사항과, 맞춰야 하는 시기 등 열람 가능. 

주사 맞춘 항목에 대해서는 체크 -> 날짜 기입 기능 

- 독감 등 바이러스 유행 시 push알람(보건소) 

아이들 사이에 바이러스 유행 시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push 

notification 

 

결과물 

 

 

교수님과의 팀 미팅 회의록 

팀명 아띠 차수 5차 

일 시 
   2016 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18시  00분 –  19시  20분 (1시간  20

분) 

장 소 7호관 알고리즘랩실 

참석자 이동규 김보운 이웅 김나윤 민경민 유셰프 

불참자 X 

안 건 주제 선정 

회의내용 

발표 : 스마트 미러 vs 소아과 병원 예약  

발표자 : 이동규 

첨부물 :  프레젠테이션 

 

내용 : 구체화한 내용 프레젠테이션 

 

질문 및 지적사항 (다음 회의록에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반영내용이 반영되어

야 함)  

병원 예약 시스템을 현재 이슈인 O2O 시스템처럼 잘 만들어봐라. 

결과물 
 

 

 



팀  미 팅  회 의 록 

팀명 아띠 차수  6차 

일 시 
    2016 년   3 월   12 일  토 요일      10 시 00 분 – 15시 00분 (  5시

간  분) 

장 소 7호관 알고리즘 랩실 

참석자 이동규, 이웅, 김보운, 김나윤, 민경민, 유셰프 

불참자  

안 건 주제 선정 

회의내용 

 

새로운 주제 회의 

- 굳맘, 닥터맘 

기존에 나왔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 독거 노인 화상 전화 

독거 노인을 위한 화상 전화 시스템. 독거 노인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자 생각한 시스템으로, 팀원 중 한명이 할머니와 통화하시는 어머니

의 불편함을 듣고 서비스를 생각하게 되었다.  

 

 엄마들만 사용하는 병원 예약 시스템은 사용자가 너무 제한 되어있

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독거 노인 화상 전화는 기존의 시스템과 차별

화 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팀원 간 의견을 종합해서 독거 노인 화상 전화 시스템을 독거 노인

과 사회 복지사를 위해 더 간편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결과물 

 

최종 주제 선정. 독거 노인 화상 전화 시스템 



 

팀  미 팅  회 의 록 

팀명 아띠 차수 7 차 

일 시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12시 00분 – 23시 00분 (  11시간  분) 

장 소 7호관 알고리즘랩실 

참석자 이동규 김보운 이웅 김나윤 민경민 유셰프  

불참자 X 

안 건 수행계획서 작성 

회의내용 

 

수행계획서 작성  

작성&수정 : 김나윤 김보운 이동규 이웅 유셰프 민경민 

 

PPT 작성  

최초작성 : 김나윤, 민경민 

수정 : 이동규 

 

소개영상 & 프로젝트 개요 작성 

이동규 

결과물 

수행계획서 제출 



회 의 록 

 

팀명 아띠 차수   8 차 

일 시       2016년  3월  22일  화요일   15시 00분 – 18시 00분 (  3시간  분) 

장 소 국민대학교 7호관 알고리즘 연구실 

참석자 이동규, 이웅, 김보운, 김나윤, 민경민, 유셰프 

불참자 X 

안 건 파트별 개발자 나누기 

회의내용 

 

개발 분야 별로 인원 나누기 

- 웹 개발팀 

이동규, 김나윤, 유세프 

 

- 안드로이드 앱 개발팀 

김보운, 이웅, 민경민 

 

개발 팀 별 회의를 통해 간략한 일정 및 개발단계를 나눔. 

결과물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 폴더를 설정 개발 계획 확정. 



교수님과의 팀 미팅 회의록 

 

팀명 아띠 차수   8 차 

일 시       2016년  3월  22일  화요일   15시 00분 – 18시 00분 (  3시간  분) 

장 소 국민대학교 7호관 알고리즘 연구실 

참석자 이동규, 이웅, 김보운, 김나윤, 민경민, 유셰프 

불참자 X 

안 건 파트별 개발자 나누기 

회의내용 

 

발표: 파트별 개발자 나누기 및 계획 나누기 

 

첨부물 : 없음 

 

내용: 웹과 앱 모두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발자들을 

나눈다. 

 

각 파트 내에서 세부적으로 나누고 각자 일정 및 개발 계획을 짠다. 
 

 

 

결과물 

 

 

 

 

 

 

 



팀  미 팅  회 의 록 

팀명 아띠 차수 9 차 

일 시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12시 00분 – 16시 00분 (4시간 00분) 

장 소 국민대학교 7호관 알고리즘 연구실 

참석자 이동규, 김보운, 이웅, 김나윤, 민경민, 유세프 

불참자 없음 

안 건 웹과 앱 기본틀 잡기 

회의내용 

 

 

1. PlayRTC를 사용해 기능 구현 확인 

 

2. 웹과 앱의 데이터 공유형식 확정 

 

3. 독거노인들이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으로 구상 

 

4. 웹 분야 앱 분야 각 자 파트별 기능 숙지 

결과물 

앱의 핵심 기능인 영상통화 기능 구현, 웹 기본 틀 구현 

 



팀  미 팅  회 의 록 

팀명 아띠 차수 10 차 

일 시    2016년 4월 25일 월요일          12시 00분 – 6시 00분 (6시간 00분) 

장 소 국민대학교 7호관 알고리즘 연구실 

참석자 이동규(팀장), 김보운, 이웅, 김나윤, 민경민, 유세프 

불참자 없음 

안 건 안드로이드 서버연결 및 화상통화 테스트 

회의내용 

1. 안드로이드와 아마존 EC2서버를 연결하여 화상통화 서비스 중개 및 등록된 

유저들을 서버에서 가져와서 리스트로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2. 안드로이드 스레드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스레드의 상태(Running, Finish)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테스트 진행 중 알 수 없는 오류에 봉착했습니다. 

 Thread-1145(ApacheHTTPLog):isSBSettingEnabled false 

 Thread-1145(ApacheHTTPLog):isShipBuild true 

 Thread-1145(ApacheHTTPLog):SMARTBONDING_ENABLED is false 

 Thread-1145(ApacheHTTPLog):SmartBonding Enabling is false, 

SHIP_BUILD is true, log to file is false, DBG is false 

 Thread-1145 calls detatch() 

 

3. AsyncTask를 사용하면 위와 같은 오류들을 해결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

습니다 

 - onPreExecute() 메소드에서 스레드가 실행되기 전에 데이터를 초기

화 

 - doInBackground() 메소드에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진행되는 작업

들을 넣 는다. 

 - onPostExecute() 메소드에서 백그라운드 스레드 작업을 마치고 난 

뒤 실행될  작업을 넣어준다. 

 

4. 안드로이드 허니콤 버전부터는 AsyncTask가 직렬로 실행된다는걸 알 수 있

었습니다. 

 - executeOnExecutor(AsyncTask.THREAD_POOL_EXECUTOR) 메소드로 

병렬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결과물 

서버와 연결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과 서버를 이용해 ChannelID를 중개해

서 화상통화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교수님과의 팀 미팅 회의록 

팀명 아띠 차수 10 차 

일 시    2016년 4월 25일 월요일          12시 00분 – 6시 00분 (6시간 00분) 

장 소 국민대학교 7호관 알고리즘 연구실 

참석자 이동규(팀장), 김보운, 이웅, 김나윤, 민경민, 유세프 

불참자 없음 

안 건 안드로이드 서버연결 및 화상통화 테스트 

회의내용 

발표 : 안드로이드 서버 연결 및 화상통화 테스트 

발표자 : 김보운 

첨부물 : 없음 

내용 : 안드로이드와 서버연결, 화상통화 테스트, 스레드 문제점과 해결방안 

질문 및 지적사항 (다음 회의록에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반영내용이 반영되어

야 함)  

1. 투박한 디자인을 벗어나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탈바꿈 

2. 독거노인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자동로그인 기능을 만듦 



결과물 

 

 

 

 

 

 

 

 

 

 

 

 

 

 

 

 

 

 

 

 

 

 

 

 

 

 

 

 

 

 



팀  미 팅  회 의 록 

팀명 아띠 차수 11 차 

일 시    2016년 5월 2일 월요일          12시 00분 – 6시 00분 (6시간 00분) 

장 소 국민대학교 7호관 알고리즘 연구실 

참석자 이동규(팀장), 김보운, 이웅, 김나윤, 민경민, 유세프 

불참자 없음 

안 건 안드로이드와 웹 페이지 UI/UX 디자인 

회의내용 

1. 안드로이드 기본 디자인은 투박해서 디자인 툴을 검색 

 - JavaScript에서 사용하던 Bootstrap을 Android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 안드로이드에 Bootstrap을 적용 

 - 적용하는건 어렵지 않았지만 Travis-ci에서 Fail이 표시 되는 것을 확

인했습니 다. 

 -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라이브러리로 Bootstrap를 추가해야 됩니다. 

 

3. 독거노인 분들의 편의성을 위해 액티비티를 줄이고 프레그먼트로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4. 웹 페이지에도 Bootstrap을 적용 

결과물 

Bootstrap을 적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교수님과의 팀 미팅 회의록 

팀명 아띠 차수 11 차 

일 시    2016년 5월 2일 월요일          12시 00분 – 6시 00분 (6시간 00분) 

장 소 국민대학교 7호관 알고리즘 연구실 

참석자 이동규(팀장), 김보운, 이웅, 김나윤, 민경민, 유세프 

불참자 없음 

안 건 안드로이드와 웹 페이지 UI/UX 디자인 

회의내용 

발표 : 안드로이드와 웹 페이지 UI/UX 디자인 

발표자 : 이동규 

첨부물 : 없음 

내용 : 독거노인들의 편의를 위한 UX디자인과 깔끔한 UI디자인 적용 

질문 및 지적사항 (다음 회의록에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반영내용이 반영되어

야 함)  

1. 부재중 통화를 기록해야 합니다. 

결과물 

 

 



팀  미 팅  회 의 록 

팀명 아띠 차수 12 차 

일 시    2016년 5월 9일 월요일          12시 00분 – 6시 00분 (6시간 00분) 

장 소 국민대학교 7호관 알고리즘 연구실 

참석자 이동규(팀장), 김보운, 이웅, 김나윤, 민경민, 유세프 

불참자 없음 

안 건 부재중 통화 

회의내용 

1. 통화 연결이 왔는데 1분 동안 반응이 없으면 통화를 종료하고 안드로이드 

알림창을 만들어 둔다. 

 - 안드로이드 Notification으로 구현한다. 

 - 타이머를 만들어 1분뒤에 나타나도록 구현한다. 

 

2. 알림창을 클릭하면 상대방에게 바로 전화가 연결될 수 있도록 구현한다. 

결과물 

Notification으로 부재중 통화를 처리하고 Notification을 누르면 상대방에게 화

상통화가 연결되는 어플리케이션 

 



교수님과의 팀 미팅 회의록 

팀명 아띠 차수 12 차 

일 시    2016년 5월 9일 월요일          12시 00분 – 6시 00분 (6시간 00분) 

장 소 국민대학교 7호관 알고리즘 연구실 

참석자 이동규(팀장), 김보운, 이웅, 김나윤, 민경민, 유세프 

불참자 없음 

안 건 부재중 통화 

회의내용 

발표 : 부재중 통화 

발표자 : 김보운 

첨부물 : 없음 

내용 : 부재중 통화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방법 

질문 및 지적사항 (다음 회의록에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반영내용이 반영되어

야 함)  

없음 

결과물 

 

 



 

 

제 6 장 

 

프로젝트 수행 

자체 평가 
 

 

  



자 체 평 가 서 

팀명 
아띠 성명 이동규, 김보운, 이웅,  

김나윤, 민경민, 유세프 

프로젝트제목 벗 

자체 

평가 

 

프로젝트 수행 소감: 

  ‘아띠’는 독거노인을 위한 영상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프로젝트 

기획과 사전 조사를 오래 하지 못해서 노인 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UI

를 설계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실제 사용자인 독거노인과 사회복지사

가 편하게 사용하도록 prototype을 빠르게 만들고 배포하여 피드백을 

받아 수정해가면서 만들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웹/모바일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서 Server-

client 모델과 데이터의 흐름, Server와 Client의 통신에 필요한 프로토콜

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개발을 하면서 정리

해야 하는 문서와 소스 버전관리를 해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

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절차와 여러 명이 개발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선요구사항: 

  태블릿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원이 되지 않아 불편했습니다. LINC 사

업단에는 완제품은 지원이 되지 않고, 여분의 한대의 태블릿을 대여만 

가능하다고 해서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양한 기기가 지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적 제언: 

  캡스톤 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릴 때 용량 제한이 20MB여서 업로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용량 제한을 조금 더 늘려주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체평가서는 1페이지 이상 연속해서 작성할 수 있다.(단, 폰트크기 변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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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고서는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에서 

개설한 교과목 캡스톤 디자인 I 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최종보

고서 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및 위 발행인

들의 서면 허락없이 사용되거나, 재가공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