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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낙상 감지 시스템의 3가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낙상감지시스템

은 3축 가속도 센서 데이터로부터 계산한 낙상 라미터인 가속도 크기와 각도를 이용한다. 제안한 낙

상감지시스템의 성능평가를 해서 남자 2명과 여자 2명에 해서 4가지 일상생활과 3가지 낙상상황

에서 560개 데이터 값을 얻은 후에 3 가지의 알고리즘을 용하여 최  98.33%의 sensitivity와 94.37%
의 specificity 결과를 얻었다.

1. 서 론

   사회의 의학 기술의 발달로 고령화가 속히 진행 

이다. 고령자들은 신체활동이 격히 하되어 다른 사

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령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많

은 요인 에 특히 낙상은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

어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낙상을 감지하기 해 여러 가

지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

다. 그래서 낙상감지를 한 시스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

고 있다. 

 2. 련연구 동향  문제  정리

 낙상 감지를 한 시스템의 연구 결과 에 표 으로 

센서를 이용하는 경우와 상을 이용하여 감지하는 경우

로 나뉜다. 센서를 이용할 경우는 3축 가속도 센서와 자이

로스코  등을 주로 사용하여 낙상을 검출하고[1-3], 상

의 경우는 고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낙상을 검출한다

[4]. 개의 낙상감지시스템은 서버 등에서 복잡한 낙상 

감지 알고리즘을 용해서 낙상을 감지하나 낙상을 몸에 

착용할 수 있고 사양의 임베디드 시스템에 용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낙상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이면서 낙

상감지 정확도도 비교  높은 3축 가속도 센서기반의 낙

상감지 알고리즘을 제안  평가한다.

3. 본론

3.1 낙상 감지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사용한 낙상 감지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본 연구는 경기도의 경기도지역 력연구센터(GRRC) 사업

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GRRC한경2011-B03), 물류센터 

리를 한 력 사물 통신  네트워크 기술 연구]

센서 노드와 게이트웨이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센서 노드

는 목걸이 형식으로 고령자의 가슴 높이에 치하게 된다. 

센서 노드와 게이트웨이 노드는 공통으로 무선 송수신기

(CC2530,Texas Instruments)가 포함한다. CC2530에는 마

이크로컨트롤러 기능과 RF 기능이 내장되어있다. 센서노

드에는 추가 으로 3축 가속도 센서(BMA150, Bosch 

Sensortec)가 포함한다. 3축 가속도 센서는 100Hz의 샘

링 속도를 가지며 ±4g의 가속도 범 를 가진다. 센서 노

드와 게이트웨이 노드사이에 통신은 2.4GHz의 Zigbee 무

선통신이며 IEEE 802.15.4를 이용한다.

3.2 낙상 감지 시스템의 라미터

   낙상 감지 시스템에서 센서노드는 목걸이 형식으로 실

험 상자의 가슴에 부착되어진다. 1 에 100개의 3축 가

속도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노드에 보내 다. 게이트웨이 노

드는 PC와 연결되어있어 실시간으로 가속도 데이터를 모

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일로 장할 수 있다. 4명의 실험

자가 하드웨어를 착용하여 실제 낙상(FALL)상황 3가지 

경우와 낙상과 유사한 일상생활 활동(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4가지, 총 7가지 행동에 한 3축 가속도 

데이터를 얻었다. 획득한 3축 가속도 데이터 값을 바탕으

로 3축 가속도 값의 SVM(Sum Vector Magnitude)과 

력방향과 센서노드의 각도를 구할 수 있다. 센서노드를 착

용 시 y축이 력방향의 반  방향이기 때문에 y축과 

력이 이루는 각도만 구한다. y축의 각도 𝜃(y)의 계산식은 

식 (1)과 같다.

  
 

 ×


           (1)

Acc(x)는 x축의 가속도 값, Acc(y)는 y축의 가속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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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z)는 z축의 가속도 값을 의미한다. x축, y축, z축 가

속도 SVM 라미터 값의 계산식은 식 (2)와 같이 표 된

다.

 
                  (2)

3.3 낙상 감지 실험 방법

   실제로 실험 상자들의 낙상과 일상생활 활동을 구분 

할 수 있기 해 일상생활 활동  가속도 값이 크게 유

발될 수 있는 행동에 해 실험하 고 실험 항목은 걷기

(ADL-a), 뛰기(ADL-b), 제자리에서 (ADL-c), 침

에 눕기(ADL-d)이다. 한, 실험 상자들의 낙상의 경우 

3가지로 실험하 고 그 실험 항목은 물건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FALL-a), 균형을 잃어서 으로 넘어지는 경우

(FALL-b),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지는 경우(FALL-c)이다.

   낙상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해서 실험 상자는 20  

남자 2명과 20  여자 2명이고 한 사람당 낙상상황 3가지

와 일상생활 활동 4가지를 각각 20번씩 실험하 다. 낙상

의 경우 매트리스에서 진행되어 있으며 실제 낙상을 모방

하여 실험을 하 다. 7개의 행동에 한 데이터를 가지고 

3가지 알고리즘을 용해보았다.

i) ACCsvm  임계값을 과한 후 70개의 데이터  𝜃(y)의  

  임계값이 과될 경우 낙상이라 단.

ⅱ)𝜃(y)의 임계값이 과한 후 70개의 데이터  ACCsvm

  임계값이 과될 경우 낙상이라 단.

ⅲ)𝜃(y)의 임계값이 과한 시 에서 후 50개의 데이터  

    에서 ACCsvm  임계값이 둘 다 과될 경우 낙상이  

    라 단.

4. 실험 결과  결과 분석

    3가지의 알고리즘을 용하여 sensitivity와 일상생활 

활동 상황 specificity를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ROC) curve를 이용해서 구했다. 그림 1, 그

림 2, 그림 3은 각각 첫 번째 알고리즘, 두 번째 알고리즘, 

세 번째 알고리즘을 용하여 실험한 결과이다. 그림 3 은 

세 번째 알고리즘은 ROC커 가 다수 나오는데 그  제

일 좋은 Area under the ROC curve(AUC)값이 나오는 

𝜃(y)의 임계값이 넘기 의 50개 데이터 에서 ACCsvm  

임계값 1g로 설정해 놓고 실험한 결과이다. 첫 번째 알고

리즘에서 ACCsvm 임계값 2.5g, 𝜃(y)의 임계값이 60°일 경

우 98.33%의 sensitivity와 94.37%의 specificity로 가장 좋

은 결과 값이 나왔다. 

 

 5. 결 론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낙상 감지 시스템의 3가지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낙상감지시스템은 3축 가속도 센서 

데이터로부터 계산한 낙상 라미터인 가속도 크기와 각

도를 이용했다. 제안한 낙상감지시스템의 성능평가를 해

서 남자 2명과 여자 2명에 해서 4가지 일상생활과 3가

지 낙상상황에서 560개 데이터 값을 얻은 후에 3 가지의 

알고리즘을 용하 다. 그 에 첫 번째 알고리즘인 

ACCsvm  임계값 2.5g를 과한 후 70개의 데이터  𝜃(y)

의 임계값 60°를 과될 경우에 98.33%의 sensitivity와 

94.37%의 specificity로 가장 좋은 결과 값이 나왔다.  낙

상 라미터 값들인 ACCsvm과 𝜃(y)들이 ADL-d 인 침

에 눕는 경우와 FALL-c인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비슷하

(그림 3) 알고리즘 1의 ROC커

(그림 4) 알고리즘 2의ROC커

(그림 5) 알고리즘 3의 ROC커

게 나와서 서로 구별하는데 오차가 발생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조  더 많은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실제 고령자들을 상으로 실험을 하여 조  더 정확한 

낙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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