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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본문에서는 교통사고와 자살에 이어 사고 발생률이 높은 낙상사고에 해 상감지기기를 이용

한 신속한 응 처치를 하기 해 기존의 지능형 상감지 시스템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 로 낙

상사고 시나리오 분석  상황코드를 정의하여 낙상사고인식 시스템을 설계하 다. 

1. 서론

   낙상사고는 교통사고 사망과 자살에 이어 사고율이 3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요한 공 보건 문제 의 

하나로 부각 되고 있다[1].

   낙상사고의 유형으로는 두개골 골   상지 골  손

상이 있으며 낙상할 때 주로 부딪치게 되는 신체 부 로 

고 , 머리, 손바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 을 강타당하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머

리를 강타당할 경우 의식을 잃는 등 응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손상된 신체

부 가 악화되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2].

   그러나 기존 응 상황을 감지하기 한 상감지 체제

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요원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한명의 요원이 30~40 의 CCTV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낙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가 어려운 

실정이다[3].

   따라서 본 본문에서는 낙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

를 해 낙상사고 인식을 한 시나리오 분석과 이를 기

반으로 낙상사고 인식 시스템을 설계하 다.

  본 본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련연구로 

지능형 상감지 기술  시스템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낙상사고 상황코드 정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이를 토

로 낙상인식 시스템을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

론을 기술한다. 

2. 련 연구

2.1 지능형 상감지 기술

   지능형 상감지 기술은 상의 변화를 감지하여 객체

의 윤곽선을 추출하고 객체의 움직임을 추 하여 정해진 

시나리오의 만족하면 경보를 발생시키는 기술이다. 표 1은 

표 인 지능형 상감지 용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4].

종  류 설  명

O b j e c t 
Tracking

움직이는 사물에 한 추출을 통해 해당 사물의 
움직임을 추

Abandon 정체불명의 버려진 물체에 한 감지  경고

C o u n t i n g 
System

설정 지역을 통과하는 물체 감지

V i r t u a l 
Fence

가상 울타리를 생성해 이를 침범하는 물체 감지

L o i t e r i n g 
Detection

특정지역을 배회하는 물체에 한 감지

<표 1> 지능형 상감시 용 기술

 

2.2 지능형 상감지 시스템

   지능형 상감지 시스템은 CCTV에서 실시간으로 촬

되는 상을 상분석 엔진을 통해 XML 형태의 상

정보로 분석한다.

   분석된 상정보는 낙상사고 인식 시스템으로 송하

여 시나리오와 일치하는 객체의 움직임을 인식하게 되면 

모니터링 요원에게 경보를 발생하게 된다. 일반 인 지능

형 상감지 시스템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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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설계

3.1 낙상사 고 상황코드 정 의

   제안하는 낙상사고 인식 시스템에서 객체 행동을 분류

하여 하나의 객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Personal Object

로 구분 하 다.

   낙상에 한 상황이 발생하기 해서는 객체가 

Personal Object로 분류된 행동을 하 을 때라고 정의 하

다. 분류한 객체의 세부 행동은 표 2와 같이 정의하

다.

구분 행동 설명 상황코드

Personal 
Object

Enter 객체가 화면에 들어옴 Enter(01)

Leave 객체가 화면에서 나감 Leave(01)

Stop
객체가 화면상에서 움
직임을 멈춤

Stop(01)

Move
객체가 화면상에서 움
직임

Move(01)

Height 객체의 높이를 측정 
Height(01,

02)

Time
객체의 멈춘 시간을 
측정

Time(01)

Width 객체의 가로 길이 Width(01)

<표 2> 객체  행동 분류와 상황코드

3.2 낙상사 고 시나 리오 분석

   시나리오란 객체가 인식 될 때 특정 환경에서 특정 행

가 발생한다는 것을 제로 객체의 각 행 를 상태로 

정의한다.

   해당 객체가 상태의 흐름에 따라 특정 행 를 수행했

는가를 인식하는 것으로 본 본문에서는 낙상사고에 해 

기·지속·종료 조건으로 정의 하 다. 상황발생 조건은 

표 3과 같이 정의하 다.

구분 시나 리오

기
∙화면에 객체가 등장 함
∙객체의 세로높이(H1)와 가로길이(W1)측정
∙객체가 화면에서 이동

지속

∙이동 이던 객체의 높이가 높이(H1) 보다   
 낮아짐
∙이동 이던 객체의 가로길이가 가로길이
  (W2)보다 길어짐
∙이 때 객체의 높이(H2)와 가로길이(W2)를 
  측정
∙H2가 W2의 길이와 같아짐
∙W2의 길이가 H1과 같아짐
∙지속시간 측정

종료
∙객체의 움직임이 없을 때 경보
∙지속시간이 30Sec 이상이면 경보

<표 3> 상황 발생 기·지속·종료 조건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객체가 화면에 진입하면 객체

를 인식하고 객체의 세로높이와 가로길이를 측정하면 

기조건을 만족한다.

   사람이 낙상하여 정상 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30sec로 선정하고 객체의 낙상 지속 상태가 30sec를 과

하면 사람이 의식을 잃었거나 혼자서 응 상황을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별하여 경보를 발생한다.

3.3 낙상사 고 인식 시스템

   본 본문에서 제안하는 낙상사고 인식 시스템은 상분

석엔진에서 분석된 XML 데이터를 선행시나리오와 매칭

하여 낙상사고에 한 상황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2는 낙상사고 인식 시스템 구성도이다.

(그림 2) 낙상사고 인식 시스템

   본 논문에서 설계한 낙상사고 인식 시스템의 동작 

차는 다음과 같다.

① 상분석 엔진에서 상정보 데이터를 상정보데이터

  를 Receive 모듈로 송한다.

② 상정보 데이터 Receive 모듈에서 시나리오 Maching 

  모듈로 상정보 데이터를 송한다.

③선행시나리오에서 시나리오 Maching 모듈에 시나리오

  데이터를 송한다.

④시나리오 Maching 모듈에서 상정보 데이터와 시나리

  오 데이터를 Maching하여 상황이 감지된 상정보 데

  이터를 데이터형식 변경 모듈로 송한다.

⑤데이터형식 모듈에서 데이터를 변경하여 상황감지 데이

  터를 상황감지 데이터 Send 모듈로 송한다.

⑥상황감지 데이터 Send 모듈에서 상황감지 데이터를 

  상정보 데이터를 경보모듈로 송한다.

⑦경보모듈에서 모니터링모듈로 경보를 송한다.

⑧모니터링에서 경보가 발생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고사  교통사고와 자살에 이어 사

망률이 높은 낙상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신속한 응으로 익명 피해를 이고자 낙상사고 시나리

오 분석  시스템을 설계 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낙상사고 인식을 해 지능형 상

감지 기술과 지능형 상감지 시스템을 조사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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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의 행동을 상황코드로 분류하여 낙상사고 시나리오에

서 상황이 발생하는 조건을 기·지속·종료 조건으로 정의 

하 다.

   한 정의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상분석엔진을 통

해 XML 데이터를 낙상사고 인식 시스템으로 송하여 

모니터링 요원에게 경보를 발령 하는 시스템을 설계 하

다.

   향후에는 상황코드를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제 시스

템에 용해 상황탐지에 한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

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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