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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system for emergency situation using Elderly Life Pattern Moni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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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다양한 무선센서를 이용하여 노인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여 응급상황이 발생 했을 때 변화된 패턴을 인식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의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 일상 상활을 센서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관찰

하여 생활 패턴을 저장하였다가 일상과 다른 변화를 감지하여 응급상황을 판단하고 보호자나 응급센터에 신속히 연락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무선 센서를 사용함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간접적인 관찰을 하므로 당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였다.

I. 서론
　

  노령 인구의 비율은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

히 독거노인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 노인들이 혼자 생활하는 동안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스스로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

인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여 노인의 일상생활과 응급 상황

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이나 환자의 일

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혈압이나 혈당 등을 정기적

으로 측정하여 신체의 이상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개발되

고 있다[2]. 국내외의 경우 대부분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상태를 측정하거나 측정 장치를 몸에 지녀야 하는 경우가 

많다[3].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독거노인을 관찰하는 

연구도 있다 [4][5].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을 관찰하

기 위해 광소자 센서를 사용한다. 광소자 센서는 빛에 반

응함으로 노인의 생활 중 실내의 전등의 꺼짐 켜짐을 관찰 

할 수 있다. 광소자 센서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무선으로 

서버에 전송되어 저장한다. 서버에서는 노인의 생활 패턴

을 생성시켜 저장한다. 저장된 패턴은 정기적인 업데이트

를 통하여 패턴을 갱신한다. 일상생활과 다른 형태의 패턴

이 발생될 경우 기존의 패턴과 비교하여 다를 경우 비정상 

상황을 표시하고 보호자나 응급 센터에 연락하도록 한다. 

Ⅱ. 관련연구 

  2.1 광소자 센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광소자 센서[5]의 회로도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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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다. 

▶▶ 그림 1. 광소자 센서의 회로도 

  광소자 센서는 외부 빛의 양에 따라 저항 크기가 변하므

로 저항 비율에 따라 실내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2.2 무선 광소자 센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무선 네트워크가 설치된 광소자 센

서 시스템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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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무선 광소자 센서 시스템 

광소자 센서는 빛을 감지하고 무선으로 서버에 전송한다. 

서버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입력된 데이터가 일상생활 

패턴인지 응급상황 패턴인지 판단한다.

Ⅲ. 응급상황 인식 시스템

  노인의 생활 패턴을 생성하고 응급상활이 발생하면 응

급 호출하는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

는 서버에 저장일정 기간 패턴을 분석하여 일상생활 패턴

을 생성한다. 일상생활 패턴과는 다르게 낮 시간인데 불이 

그대로 켜져 있거나 밤 시간 중 일정 시간에 불이 켜지지 

않은 경우는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재의 상황이 일

상 패턴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그림 3. 응급 호출 과정 

  본 연구에서는 무선 광소자 센서를 이용하여 빛이 밝으

면 “1”을 전송하고 어두우면 “0”을 전송하게 하였다. 무선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은 상태를 나타낸 것은 그림 4

이다.

▶▶ 그림 4. 무선으로 전송받은 실내 조명 상태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인 생활패턴을 관찰하여 응급상황을 

인식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광소자 센서를 이

용하여 실내의 빛의 유무를 관찰하여 노인의 생할 패턴을 

저장하고 응급상황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지그비를 이용

하여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별도의 공사 없이 실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후 연구 과제로는 

동작 분석을 하여 노인 뿐 아니라 환자나 장애우의 일상생

활을 분석하여 응급 상황을 이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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