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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치매 환자들은 안전한 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해 행동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휴대가 
간편하면서 항상 착용 가능한 모니터링 도구가 필요하며, 기억과 인지장애로 인한 배회 활동과 넘어짐과 같은 응급상황

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센서기술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치매환자를 위
한 시계형 장치(스마트 시계)와 서버시스템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3 축 가속도 센서 기반의 개선된 걸음 
수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개선된 걸음 수 검출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걸음 수를 96%의 정확도로 검출함을 확인했

다. 
 

1. 서론 

현대사회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연장과 출
생률 저하로 인해 중 장년층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문
제를 야기시켰다.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인
지기능의 저하와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치매 환자의 초기 증세는 기억력 감퇴로 
시작해 점차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된다.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데 첫 증상은 경미하지만 나중에는 심각한 기억력소

실을 가져온다. 또한 인지장애로 인해 가족을 알아보

거나 복잡한 일을 수행하는 판단능력이 저하된다.[1]  
치매환자들의 인지, 판단 능력 저하는 길을 헤매게 
되는 배회증세로 나타날 수 있으며 73%이상의 환자

들이 배회증상으로 길을 잃고 행방불명되는 위기를 
겪는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치매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법으로 Smart Watch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Smart Watch 시스템은 GPS, 조도센서, 가속도센서

를 내장하고 있는 손목시계 형 디바이스와 주기적으

로 시계와의 통신을 통해 환자의 위치, 채광량, 보행 
횟수를 검출해 환자의 개인 프로파일을 생성, 모니터

링하는 서버 시스템을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GPS 를 통해 환자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치매 노인이 겪는 배회증

상과 행방불명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채광

량과 보행 횟수는 환자의 활동 정보들로 기록되어 정
확한 운동량을 파악해 환자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
한 의료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치매환자를 위한 smart watch 시
스템의 구성과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보행 횟수 검출 
알고리즘 개발로 환자의 정확한 운동량 측정 방법으

로 구성되어 있다. 

 
2. 관련 연구 

치매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로는 스페인의 
Keruve 사에서 개발한 GPS 내장형 팔찌와 휴대기기 
형태의 기기를 포함하며 삼각 측량을 통해 GPS 가 미
치지 않는 실내에 있더라도 환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이 특징이다. [2] 
  한국의 KT 는 GPS 및 CDMA 를 이용한 위치 추적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강남구는 u-Safe 강남 시스템으

로 2009 년 5 월 USN(Ubiquitous Sensor Network)기술과 
GPS 위치 인식 기술, 초소형 휴대 단말기등을 이용해 
위치 확인 및 추적서비스, 긴급 경보 서비스등을 제
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자폐, 지적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 취약 계층의 안전을 목적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3-4] 
  기존에 개발된 치매환자용 의료서비스는 대부분이 
GPS 를 통한 위치추적 기능에만 국한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시계 형으로 손목에 착용 
가능하며 GPS 기능과 활동, 채광량을 측정해 환자의 
위치와 운동량과 같은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파일 기
능을 추가해 기존에 연구된 smart care service 보다 향
상된 서비스를 제안한다.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걸음 수 검출과 행동량 검출

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Jun Yang 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움직임 트리를 생성해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움직임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움
직임 검출 알고리즘은 걸음 수를 검출하기 위한 기본

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패턴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해 
사용자의 행동패턴을 구분하는 연구는 사람의 기본적

인 행동패턴을 찾고 걸음에 해당하는 특징벡터를 찾
아내 다양한 움직임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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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사용자의 걸음 수 외에도 앉기, 서기, 넘어

짐과 같은 정상, 비정상의 행동을 구분 하는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10-12]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휴대형 단말기인 
스마트 시계에서 검출된 가속도 정보를 이용하며 정
확한 걸음 수를 검출해 치매환자의 건강정보를 나타

낼 수 있다. 
 

3.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Smart watch(portable 
device)와 서버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스마트시계는 
GPS 와 3 축 가속도 센서, 조도센서를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시계는 환자의 손목에 착용되며 주기적으로 
서버와의 통신으로 환자의 위치, 채광량, 활동량 정보

를 전송한다. 보호자, 의사는 웹페이지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서버는 스마트시계로부터 전송된 환자데이터를 통
해 위치를 표기하고 걸음수 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환
자의 운동량을 측정하고 채광량과 함께 환자의 건강

정보에 대한 프로파일을 생성한다. 
 

 
(그림 1) 스마트 시계 회로도 

스마트시계는 GPS 센서를 통한 위치추적 기능으로 
환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조도 센서는 시계에 노출된 태양광의 크기를 
측정 후 기록해 환자가 태양광에 노출된 시간과 
측정된 채광량을 알 수 있다. 3 축 가속도 센서는 
환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x, y, z 축의 값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며 서버에서 걸음 수 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환자의 보행 횟수를 취득 할 수 
있다.   
취득된 각 센서들의 값들은 CDMA 망을 이용해 

서버와 TCP/IP 통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전송을 
위한 서버 오픈 SMS, 전송 종료 SMS 등과 같이 
SMS 를 통한 서버와의 연결 후 데이터를 주고 받는 
역할을 한다. 이때 전송되는 시간은 사용자가 정의한 
일정 주기에 따라 서버에 접속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서버에서는 일정관리기능을 통해 환자의 투약시간, 
안전범위 벗어남과 같은 특수 이벤트 시 알람을 통해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스마트시계 시스템은 시계 

형으로 치매환자가 쉽게 착용할 수 있고 조임쇠로 
고정되어 환자가 벗어버리거나 분실을 방지 할 수 
있어 치매환자들이 배회 증세나 위급한 상황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서버시스템은 기능적으로 데이터 송수신을 하는 
리시버모듈,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강관리 모듈 
환자의 모니터링, 관리 기능을 하는 웹페이지로 
구분된다. 
먼저 리시버 모듈은 스마트시계의 SMS 를 

기다리는 SMS 리시버를 통해 시계의 접속을 
관리한다. 연결 SMS 를 받은 리시버 모듈은 
TCP/IP 통신으로 소켓, 쓰레드를 할당 하고 정의된 
프로토콜에 따라 시계에 저장된 주기간의 데이터를 
받는다.  
건강관리 모듈은 전송받은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별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GPS 신호는 
사용자가 지정한 안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조도 센서는 채광량이 0 이 아닌 
지점에서의 노출 시간과 노출 정도를 계산해 
0~100 까지의 백분율로 환산한다. 
마지막으로 3 축 가속도 센서는 걸음 수 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해당 주기에 활동한 걸음수를 
측정한다. 

 
(그림 2) 스마트 시계 구조도 

건강관리 모듈에서 취득된 환자의 데이터들은 각각 
DB 에 저장된다. DB 에 저장된 데이터는 환자 별 프
로파일로 기록되고 웹 페이지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웹 페이지는 취득된 환자의 건강정보와 위치추적과 
같은 모니터링 역할을 한다. 먼저 보호자는 설정을 
통해 시계의 통신 주기, 안전 범위, 일정 등을 설정 
할 수 있다. 설정된 정보를 기준으로 서버는 정해진 
주기에 시계와의 통신모듈을 연결하고 환자의 위치를 
추적해 안전범위 내에 있는지를 표시한다. 안전 범위

는 지도를 통해 환자의 현재 위치와 안전 범위가 원
형으로 표시되어 환자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다. 채
광량은 그래프를 통해 시간, 노출량으로 시간 대비 
노출 정도를 나타내며 활동량 역시 시간대비 보행 횟
수를 그래프로 표현한다. 특히, 환자가 야외 활동 시 
측정되는 채광량과 위치 그리고 시간순으로 나열된 
행동량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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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된 걸음 수 검출 알고리즘 

4.1 전처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실험자들이 스마트

시계를 착용하고 30~60 초간 걸은 걸음수를 직접 측
정해 해당 걸음 수와 가속도 센서를 분석해서 취득한 
걸음 수를 비교하도록 했다. 
  실험은 20 대의 실험자 8 명이 매일 빠른 걸음, 느
린 걸음 일반적인 걸음에 해당하는 3 회씩 총 179 개

의 데이터를 생성했으며 생성된 데이터는 각각 실험 
날짜, 시간, 측정한 보행횟수로 구분되어 DB 에 저장

한다. 저장된 실험 데이터는 전 처리를 통해 에너지 
값으로 변경되고 해당 파형의 피크 찾기를 통해 걸음

걸이의 특징을 찾는다. 
특징은 걸음과 비 걸음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
용되며 이렇게 검출된 걸음 수는 실험자가 측정한 걸
음 수와 비교 한다. 
취득된 데이터는 8 바이트의 Double 형 x, y, z 축의 

데이터로 초당 80 회를 측정한다. 따라서 동시에 3 
값을 모두 계산하는 것 보다 효율적인 SVM (Signal 
Vector Magnitude)값으로 변환해 하나의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VM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 된다. 

 
가속도 센서는 초당 80 회의 값을 측정하며 

미세하게 움직이는 신호까지 검출한다. 따라서 
환자가 정지해있더라도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움직임을 검출해 낸다. 이런 미세한 신호는 잡음으로 
판단되어 걸음 수 검출 시 에러로 나타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미세한 움직임으로 인한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Moving Average Filter 를 
적용했다. Moving Average Filter 는 Low pass filter 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4.2 걸음 수 검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걸음 수 검출 방법은 전처리된 
데이터에서 Peak 를 찾고 기준선을 정해 기준선 위에 
있는 Peak 값을 세는 방법을 선택했다.  
먼저 Peak 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파형의 

평균기울기를 사용하며 두 개의 데이터 묶음 
구간으로부터 각각 구한 기울기를 평균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 값이 Threshold 값보가 클 경우 peak 의 
시작점으로 결정하고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평균기울기 지점을 피크 후보 군으로 검출한다.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Peak 후보 군은 파형의 오차 혹은 잡음으로 인한 
에러를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러를 
삭제하고 진정한 Peak 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먼저 0.3 초 이내에 2 개 이상이 
존재하는 peak 후보군을 찾는다. 취득한 데이터는 
걸음 수 검출을 위한 가속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착용한 위치의 움직임이 일정한 간격으로 High 
peak 와 Low peak 를 갖는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낮은 
주기에 존재하는 peak 후보는 잘못된 움직임에 의한 
잡음이다. 검출된 후보군들 중 가장 SVM 값이 높은 
후보를 Peak 로 저장하고 에러로 검출된 값은 
삭제한다. 

검출된 peak 값은 환자의 보폭과 보행 시 흔드는 
팔의 높낮이에 따라 다양한 진폭이 발생해 파형의 
크기는 개인차가 있다. 하지만 보행에서 발생하는 
파형의 형태는 큰 진폭 뒤에 낮은 진폭이 발생하는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이용해 진폭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1 초간의 
평균 진폭을 기준선을 만들고 기준선위에 존재하는 
Peak 값을 계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림 3) Peak 검출 과정 

5. 실험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80Hz 샘플링의 가속도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시계를 착용하고 각각 빠른걸음, 
느린걸음, 일반 걸음에 해당하는 3 가지로 실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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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계는 손목에 착용 했다.  

(표 1) 실험 결과 

Number 
Fast Step Slow Step Normal Step

U-C R U-C R U-C R 

58 117 138 33 33 71 77 

71 111 120 35 36 77 75 

72 111 119 40 41 71 66 

83 109 117 32 33 72 72 

99 116 121 39 44 68 75 

110 118 123 31 31 66 61 

112 117 120 32 34 66 73 

150 105 109 35 36 68 78 

Total 904 967 277 288 559 577

Accuracy 93.03% 96.02% 96.77% 

*U-C : 실험자가 측정한 걸음 수 
R: 알고리즘에서 검출된 걸음 수 

 
제안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측정한 걸음 수와 분석된 결과를 비교해서 각각의 
합과 정확도를 측정했다. 실험결과 총 94.7%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빠른 걸음은 93% 느린걸음은 96% 
일반적인 걸음은 96.7%의 정확도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걸음이 빨라질수록 SVM 의 기울기는 
가파르고 위상이 좁아지면서 Peak 검출시 높은 
에러율을 보였다. 하지만 진폭이 완만한 느린 걸음과 
일반 걸음은 비교적 정확하게 Peak 를 검출하고 
사용자가 측정한 걸음 수에 가까운 값을 분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은 실험에서 취득한 8 명의 대표 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한 스마트시계를 
개발하고 그것과 통신을 통해 환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버 시스템을 개발했다. 서버시스템은 환자의 
위치뿐만 아니라 조도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환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그 중 걸음 
수 검출 알고리즘은 환자의 걸음 수를 검출해 
활동량을 측정하는 데이터로 활용 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일반적인 걸음의 수는 96%의 정확도로 검출 
가능하며 평균 94%의 정확도를 보였다. 

지금까지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는 대부분 
환자의 위치를 추적해 실종사고를 방지하는데 
급급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기존의 
연구에서 나아가 환자의 건강정보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본 논문의 결과를 병원, 
요양원과 같은 의료시설로 확장한다면 환자의 운동량, 
채광량등을 기반한 더 정확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걸음 수 

이외에 달리기, 앉기 등 환자의 종합적인 활동 
상태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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