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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 추세로 인해 실내 치매 환자 어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콘과 센서를 이용한 치매 환자의 배회 방지  험 장소 근 알림 시스템을 개발하

다. 치매 환자의 실내 치를 추 하기 해 비콘을 실내 곳곳에 부착하고, 치매 환자의 험 행동을 

감지하기 해 센서를 험지역에 설치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비콘 신호를 측정하고 측정된 비콘 

신호를 사용하여 치매 환자의 치를 계산하여 치매 환자가 험에 처했다고 단되면 이를 간병인에

게 알린다.  시스템을 통해 간병인의 부담을 덜고, 간병 비용을 약할 수 있다.

1. 서론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환

자도 가 르게 증가하고 있다. 치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사회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2013

년 기  치매 환자 1인당 간병인의 시간 비용, 간 비용을 

포함하여 연간 2,030만 원, 국가 으로는 총 11.7조 원의 

간병비가 소요되었다. 한 치매 환자 간병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총 43.2조 원이 소요될 것으

로 상된다[1]. 

   실 으로 비용 문제로 인해 간병인이 항상 치매 환

자를 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가정과 요양원

에서 치매 환자의 배회에 의한 실종 험이나 실내 돌발

행동에 의한 사고 험이 산재한다. 특히 치매 환자의 

70%는 배회 증상을 동반하고 있으며[2], 통계 자료에 의

하면 배회에 의한 치매 환자의 실종은 2014년에는 8207건, 

2015년에는 9046건, 2016년에 이르러서는 986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3]. 한, 2014년 장성 요양병원에서 발

생한 화재 참사의 경우 간병인 부재 시 치매 환자의 방화 

때문에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 다. 한노인요양병원

회의 진단 결과 높은 간병인 비용 부담 때문에 야간에 간

병 인력을 배치하지 못한 것이 참사를 막지 못한 주요 원

인으로 지 되었다[4].

   국내 치매 환자 복지 정책에는 지문 사 등록제, 치매 

환자 배회감지기 보 , 인 사항 인식표 부착 등이 있다. 

그  배회감지기 보 은 목걸이 형태로 된 GPS 치추

기를 환자의 목에 걸어 환자가 배회 시 간병인에게 알리

는 정책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다. 련 연구에 의

하면 배회감지기를 부착한 환자의 배회 행동과 간병인의 

불안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볼 수 있다[5]. 하지만 일반가

정에서 배회감지기를 신청할 시 신청 차와 등  심사가 

까다롭고 분실 시 신청자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에 실

제 가정 내 배회감지기 보 률은 1%에 그친다[6].

   본 논문에서는 비콘 핑거 린 (finger-printing) 알고

리즘과 센서를 활용하여 환자의 배회를 방지하고 환자의 

험 행동을 간병인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한, 

간병인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근성을 높 다. 간병 환

경을 개선하여 간병인의 정신 , 신체  부담을 덜고 치매 

간병 비용을 약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장에서는 기존 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시스

템의 상세 설계를 기술한다. 한 4장에서는 본 시스템의 

구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고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

과  향후 계획에 해 서술하 다.

2. 련 기술과 연구 황[7][8][9][10]

<표 Ⅰ> 기존 치매 환자 험 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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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존 시스템과의 차이

   실종 방지 시스템의 경우 치매 환자의 치만 악할 

뿐 구체 인 험 행동은 알아낼 수 없다. 가정 내 사고 

방지 시스템의 경우 센서에 감지된 상이 치매 환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 불필요한 알림이 발생할 험이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센서와 비콘을 같이 활용하여 

치매 환자의 험 행동을 감지하고, 치매 환자의 험 행

동에 한정하여 간병인에게 알림을 송하도록 하 다. 

<표 Ⅱ> 기존 시스템과 Be-Care 시스템의 비교

3.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아키텍처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환자/보호자 스마트폰 앱, 비콘, 라즈베리 이, 도어락, 

불꽃/인체감지 센서가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 시스템은 크

게 환자의 치를 추 하는 환자 실종 방지 모듈과 환자

의 험을 막고 알리는 가정 내 사고 방지 모듈로 이루어

져 있다.

3.2 시스템 개발 환경구성

<표 Ⅲ> 개발환경

3.3 시스템 기능

   시스템 기능은 크게 비콘을 통한 환자의 치 악과 

센서를 통한 환자의 험 감지, 그리고 환자의 치와 

험을 알리는 보호자 알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3.3.1 환자 험 감지

   환자가 험 상황에 있는지 단하기 해 가스 인지

에 불꽃감지 센서를, 출입문에 인체감지 센서와 도어락을 

부착하고, 각 센서는 별개의 로세스로 라즈베리 이에 

의해 제어된다. 인체감지 센서에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면 

라즈베리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Door 테이블에 감지 정보

를 장하고, Location 테이블에 장된 환자의 재 치

와 인체감지 센서가 부착된 구역을 비교하여 환자가 출입

문 근처에 있다고 단되면 도어락을 잠긴 상태 그 로 

유지하고, 환자가 출입문 근처에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Door 테이블에 도어락 OFF 정보를 장하고 도어락 잠

을 풀어 출입문이 열린다. 불꽃감지 센서에 불꽃이 감지되

었다면 라즈베리 이는 Flame 테이블에 감지 정보를 장

하고, Location 테이블에 장된 환자의 재 치와 가스

인지의 치를 비교한다. 환자가 가스 인지 근처 노드

에 있다면 환자가 가스 인지를 작동시켰다고 단하여 

보호자에게 험 알림을 보낸다.

3.3.2 환자 치 악

   환자 스마트폰 앱에서 장된 Estimate Cloud에 

ID/PW로 로그인하여 등록된 Nearable 비콘들의 Identifier 

정보를 수신한다. 수신된 Identifier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 

스마트폰 주 의 비콘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0.5  간격으

로 비콘 탐색이 이루어지며 탐색된 비콘들의 RSSI값을 

장한다. 2.5  간격으로 장된 비콘들의 RSSI 값들의 

평균을 계산하여 해당 비콘의 Identifier 정보와 을 이룬 

메시지를 라즈베리 이로 송신한다.

  라즈베리 이에서 수신한 메시지의 비콘 RSSI값들의 

평균, Identifier정보를 기반으로 각 노드의 평균 비콘 

RSSI값들과 조한다. 이때 수신된 RSSI 값들의 평균과 

가장 유사한 평균 RSSI값을 가진 후보 노드를 3 까지 

계산한다. 1,2,3  후보 노드들의 순서를 기반으로 각 노드

의 순서 목록을 탐색한다. 탐색 결과 일치하는 순서를 가

진 노드가 있을 시, 해당 노드를 새로운 환자 치로 장

한다. 만일 새로운 환자 치가 이 에 기록된 환자 치

와 다르다면 보호자 알림을 실행한다.

3.3.3 보호자 알림

   보호자 알림은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한다.

   첫째, 라즈베리 이에서 비콘 치 악 시 새로운 환자 

치가 이 에 기록된 환자 치와 다른 경우, 새로운 환

자 치 정보로 이루어진 메시지를 보호자 스마트폰 앱에 

송신한다. 보호자 스마트폰 앱에서 수신한 메시지의 치 

정보를 기반으로 Map Fragment의 환자 아이콘을 새로운 

치에 해당하는 노드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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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라즈베리 이에서 환자 험 단 시 험발생인 

경우, 험발생의 상세 정보( 험종류, 발생시간)으로 이루

어진 메시지를 보호자 스마트폰 앱에 송신한다. 보호자 스

마트폰 앱에서 수신한 메시지의 험종류를 기반으로 화

재이면 불꽃 아이콘을, 배회알림이면 문잠김 아이콘을 

Map Fragment에 생성한다. 험종류, 발생시간을 기반으

로 Log Fragment에 새로운 험목록을 생성한다. 재 

장된 알림 설정을 기반으로 푸시알림의 발생여부와 그

에 따른 진동/알림음 동반 여부를 결정한다.

3.4 비콘 세기 활용 좌표맵 알고리즘 설계

(그림 2) 재 환자 치 계산 과정 

   비콘 좌표맵은 각 구역들의 테스트 RSSI값, 평균 

RSSI값, 재 환자 치로 구성한다.

   테스트 RSSI값은 각 구역의 3번 노드에서 20회 측정

한 모든 비콘의 RSSI값들을 정렬한 배열이다.

   평균 RSSI값은 테스트 RSSI값들의 평균을 계산해 각 

구역 순으로 정렬한 배열로, 테스트 RSSI 값이 NULL인 

경우 측정 불가 값임을 의미하는 -105로 계산한다.

   재 환자 치는 임의의 치에서 측정한 RSSI값들

을 기 으로 각 구역의 평균 RSSI값들과 조하여 가장 

유사한 평균 RSSI값을 가진 구역을 탐색하여 나온 구역

이다. 가장 유사한 평균 RSSI값은 임의의 치의 RSSI값

과 평균 RSSI값의 차를 제곱의 합이 최솟값인 평균 RSSI

값이다.

3.5 시스템 동작 흐름도

   1) 환자는 환자용 앱을 실행한 환자 스마트폰을 휴

한 채 비콘이 부착된 실내에 있다.

2) 환자 스마트폰 앱이 환자의 재 치에서 감지된 각 

비콘의 RSSI 값을 측정하여 평균을 구한다.

3) 라즈베리 이는 계산된 비콘 RSSI 평균값은 라즈베리

이로 송받아 환자의 재 치를 계산한다.

4) 계산된 환자 치는 재 시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의 

Location 테이블에 장된다.

5) 라즈베리 이는 환자의 치를 보호자 스마트폰 앱으

로 송한다.

6) 인체감지 센서가 문 근처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

고, 불꽃감지 센서가 가스 인지 사용을 감지한다.

7) 센서가 감지된 경우 라즈베리 이는 환자의 재 치

를 바탕으로 환자 치가 험지역인지를 확인한다.

8) 인체감지 센서가 감지되었으나 환자의 치가 배회 

험지역이 아니라면 환자가 아닌 보호자가 인식되었다고 

단, 도어락을 해제해 문을 연다.

9) 환자의 치가 험지역이라면 라즈베리 이는 보호자 

스마트폰 앱에게 알림 메시지를 송한다.

(그림 3) S/W 시스템 흐름도 

4. 구   평가

4.1 실험환경 구성

(그림 4) 실험 장소 규격도

   가로 6.74m, 세로 8.58m의 직사각형 방에 유리벽으로 

왼쪽 벽에 3개, 오른쪽 벽에 3개의 방을 두고 간에 복도

가 있는 이화여자 학교 아산공학  109호 오 SW 로

젝트실에서 실험하 다. 각 방의 천장 앙과 문 에 비

콘을 부착한다. 각 방과 문을 구역으로 가정하고 각 구역 

정 앙에 3번 노드를 배치하고 각 방에는 0.5m, 1m 반경 

사방에 각각 4개의 노드를, 문에는 0.5m, 1m 반경 좌우에 

각각 2개의 노드를 추가로 배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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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테스트 진행

   테스트는 환자로 가정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실험 

공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진행되었다. 환자가 각 방 앙

에서 0.5m, 1m 멀어질 때 10번씩 비콘 신호 세기를 측정

하여 환자의 실제 치와 환자 치 계산 결과를 비교하

다.

4.3 테스트 결과  분석

   580개의 표본을 살펴본 결과 알고리즘을 용한 후에 

정확도가 79.83%에서 92.09%로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평균 으로 각 방 앙에서 측정한 정확도는 95.71%이며 

앙에서 0.5m 떨어졌을 때 91.43%, 1m 떨어졌을 때 

91.67%이다. 

<표 Ⅴ> 알고리즘 용  정확도

<표 Ⅵ> 알고리즘 용 후 정확도

<표 Ⅳ> 알고리즘 용 후 정확률 그래

   환자가 구역의 앙 노드에 설치된 비콘과 멀어질 수 

록 치 계산 정확도가 떨어질 것으로 상했으나, 실험결

과 1m보다 0.5m일 때 정확도가 더 떨어진다. 이는 비콘 6

번의 신호 세기가 다른 비콘들 보다 상 으로 약해 6번

방에서 치 계산 시 주변 비콘 신호 세기로부터 잡음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다.

5. 결론

5.1 결과분석 재해석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치매 노인( 는 미아)의 치 

추  시스템을 보다 정확하게 개선하고, 센서를 이용해 환

자의 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한, 환자와 

환자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여 환자가 아닌 사람은 시스템

이 설치된 공간에서 불편을 느낄 수 없이 있을 수 있다.

5.2 확장성

   본 시스템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가정 외에 형 요양원, 병원에서도 치매 환자 사

고 방지 목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병원 외에도 박물  등 

규모 실내 공간에서도 미아 방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

다. 한 비콘맵 구성 로세스를 자동화한다면 박람회, 

시회 등 수시로 구조물을 설치  철거하는 실내  공간

에서도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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