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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의 가속도(Accelerometer) 센서와 GPS 센서 및 Kakao Map, Kakao OPEN 

API 기반을 이용하여 아동, 기저질환자 및 노약자 등의 사용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자동으로 

구조 요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낙상 감지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낙

상, 넘어짐 등을 감지하여 보호자에게 SMS 및 카카오톡으로 구조 요청 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한다. 안드로

이드의 가속도 센서는 사용자의 가속도 및 각도를 계산하여 낙상 및 넘어짐을 감지하고, GPS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카카오 맵에 표시하고, 구조 요청 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함으로써 사용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구출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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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20년 국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가 2019년 대비 약 116% 

상승하였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전체 보고건수의 절반이 '낙상'사고였

고, 70대 이상 고령환자의 낙상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 노약자 및 신체적 약자에게 있어 낙상사고는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며,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장소적 요인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낙상사고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Fig. 1. Frequency of fall patients and patient information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의 가속도 센서와 Kakao Open 

API를 활용하여 피보호자의 응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구조 

요청 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Mapsosa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II. Rescue Request Application Design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 센서와, GPS 센서, Kakao Map, Kakao 

Open API를 활용하여 낙상을 감지하면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구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Mapsosa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설계도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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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psosa Application Flowchart

그림 2에서 가속도 센서는 센싱한 X, Y, Z의 값이 25이상일 

경우 낙상한 상황임을 감지한다. 낙상 방향에 따라 X, Z의 값이 

25~41 정도의 범위로 변경된다. 낙상을 감지하면 Kakao Map과 

Kakao Open API Talk, SMS를 이용하여 보호자 및 지인들에게 

위험 상황을 알리도록 설계한다.

III. Rescue Request Application Implementation

Mapsosa 애플리케이션은 그림 3의 화면에서 카카오 로그인 혹은 

기본 로그인을 하면 그림 4의 낙상 감지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구현한다. 그림 4와 같이 낙상이 감지되면 사용자의 위험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 창이 나타난다. 해당 상태에서 사용자가 ‘아니오’ 

버튼을 클릭하면 메시지 창이 사라지고 다시 낙상 감지 기능이 작동한

다. 만약, 10초가 지나거나 사용자가 스스로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예’ 버튼을 클릭하면 SMS 및 카카오톡으로 보호자에게 알림 메시지

를 자동으로 전송한다. 이때 Kakao Open Api를 이용하기 위해 

개발자 사이트에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카카오 로그인 및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정한다[2].

Fig. 3. Execution screen 

Fig. 4. Fall detection screen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의 가속도 센서와 GPS 센서, Kakao 

Map, Kakao OPEN API를 활용하여 낙상 감지 시 SMS 및 카카오톡

으로 구조 요청 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Mapsosa 애플리케이션

을 구현하였다. Mapsosa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어린이, 기저질환

자,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낙상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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