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독거 노인들의 
신체적 노화 및 정서적 유대감 결여로 인한 고독
사 문제의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 가
정해체와 자녀 독립으로 인한 독거 생활이 시작되
면서 궁핍한 생활과 건강 악화 등의 위기가 누적
된 중장년층이 새로운 고독사 위험군으로 지목되
었다 [2]. 또한, 심리적/물질적 고립으로 인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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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는 청년 고독사 사례들은 20, 30대 청
년층도 더는 고독사 위험군의 예외가 아님을 보여
준다 [3]. 이처럼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인구 사회
학적 현상으로부터 무관심 속에 방치된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고, 고독사 문제를 방
지하기 위한 안전망 확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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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 고독사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RFID를 활용한 적응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개발된 시스템은 웨어러블 RFID 태그, 주거지 내 부착된 RFID 리더기, 사용자 모니터링 앱으로 구성된
다. 개발된 시스템은 웨어러블 태그를 지닌 사용자가 리더기가 부착된 장소에 머무는 시간을 측정하고, 
적응적으로 결정된 임계치를 초과할 때 보호자에게 긴급 알림을 전송한다.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거주지
를 모델링한 프로토타입을 구현함으로써 설계된 시스템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ABSTRACT

Due to the recent surge in single-person households, solitary death is drawing attention as an important social 
problem. We herein develop an adaptive monitoring system using RFID to protect the socially disadvantaged who are 
exposed to the risk of solitary death. The developed system consists of a wearable RFID tag, an RFID reader attached 
to the residence, and a user monitoring App. The developed system measures the retention time of a user with a 
wearable tag in a place where a reader is attached. When the retention time exceeds an adaptively determined 
threshold, an emergency notification is sent to the caregiver. We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designed system by 
implementing a prototype modeling a residence based on Arduino.

키워드

Monitoring system, RFID, solitary death, wearable device

 554 



555



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