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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전세계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세계 65 세 이상의 인구는 3 억 5 천 7 백

만에서 7 억 6 천 1 백만 명으로 2025 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급
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에 대한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고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효율적이고 자동

화된 상황 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헬스케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서론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19 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비해 프랑스는 115 년, 미국은 72 년, 독일은 40 년, 일
본은 24 년이 걸렸다. 특히 65 세 이상 노인인구를 유
년인구(0~14 세)로 나눈 노령화 지수는 2020 년에는 
109.0%를 기록해 유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아질 것
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에 대한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헬스케어 시
스템으로서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효율적이고 자동화

된 상황 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 하였다. 
 

2. 시스템 구성 및 실험 

WSN 이미지 카메라를 이용한 본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 과 같다. 본 시스템에서는 실내에서 노인의 움
직임을 파악하기 위하여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였고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적용하였다. 카메라 센서/플
랫폼은 PC 와 시리얼 통신을 수행하고 PC 는 이미지 
저장소의 역할을 할 뿐 실질적인 이미지 프로세싱은 
센서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한 이유는 센서와 PC 간에 모든 이미지 영상을 전송

하는 것보다 센서에서 먼저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하

여 현 상황을 파악한 뒤 상황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
이 더 효율적이고 빠르기 때문이다. 
센서를 이용할 경우 제한된 CPU 와 memory 자원을 
이용하여 복잡한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수행해

야 한다. 따라서 실시간 감지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프로세싱을 위한 연산시간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림 1) 시스템 구조 

 
본 시스템의 구현을 위하여 카메라 센서와 센서 

플랫폼, 인터페이스 보드를 이용하였다. 카메라 

센서(IMB400)와 센서 플랫폼(intelmote2)은 

PC 서버와의 시리얼 통신을 위하여 인터페이스 

보드(IIB2400)에 연결되어있다. 카메라 센서는 

시리얼 통신을 통하여 PC 서버로부터 명령을 

수신하고 이에 따른 처리결과를 서버 측으로 다시 

송신한다. 정리하면 본 논문의 목적은 카메라 

센서상에서 기본적인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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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여 이미지 전체를 송신할 경우와 특징만을 

추출하여 전송할 경우의 성능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성능 테스트를 위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센서 

플랫폼상에 구현하였다. Image differencing, 

Cropping, Connected component labeling, Edge 

detection, Smoothing 등의 기술을 구현하였는데 

동작 시간은 Image differencing, Edge detection, 

Cropping, Smoothing 의 경우 1 초 내외의 짧은 

시간이 걸렸고 Connected component labeling 의 

경우 6 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위의 기본적인 

이미지 프로세싱 기능을 이용하여 동작 감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 시스템을 위하여 Image 

differencing, Cropping, Smoothing 이 사용되었다. 

아래는 이 시스템의 동작과정이다. 

 

1. PC 서버로부터 명령을 수신하면 매초 한 

프레임씩(Interval 조절가능) 촬영을 시작 

2. 바로 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Image 

difference 를 계산 

3. Image differencing 을 통하여 움직임을 

감지하였을 경우, 움직임이 발생한 이미지 

영역만을 Cropping 

4. 이미지를 전송하기 전에 이미지정보(좌표, 

이미지 size, Width, Height)를 전송 

5. Crop image 를 PC 서버로 전송 

 

실험은 연구실 안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미지는 카메라의 시야각 안에 사람이 

들어오거나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미지를 

전송하였다. 실험결과는 아래와 같다. 

 

Human motion detection  

First frame 

 

Motion 
detected 

    

시리얼 통신의 경우 320 * 240 의 이미지 한 

프레임을 전송하는데 10 초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 

위의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이미지 프로세싱 

시간(3 초 내외)을 감안하여도 움직임이 발생할 때만 

Crop image 를 전송하기 때문에 이미지 전부를 

전송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성능을 보여준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버케어를 위한 WSN 카메라 기반의 

동작 감지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실험 결과 이미지 

전체를 송신하는 것보다 동작을 감지하여 변화한 

이미지 영역만 Crop 하여 송신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적이고 실시간 시스템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과제로 다른 센서들과의(적외선 

센서, 압력 센서, 가속도 센서) 상호작용을 통한 

상황인지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한다. 현재는 카메라 

센서와 PC 서버간에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고 있지만, 

WSN 의 이점인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동작 감시 

시스템의 구현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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