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제 10권 제  1호  2015년  2월                    41

ⓒ IEMEK J. Embed. Sys. Appl. 2015 Feb.: 10(1) 41-48
ISSN : 1975-5066
http://dx.doi.org/10.14372/IEMEK.2015.10.1.41

낙상 감지 폰의 개발과 낙상판단 알고리즘

(Development of a Collapse-sensing Phone and Collapse 

Recogni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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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deal with the emergency of the solitary aged people, we have developed a 

collapse-sensing phone, in which a collapse sensor, a GPS receiving chipset and a CDMA 

sending  chipset are included. The general cellular phone is somewhat expensive communication 

device using sound and characters, but the collapse-sensing phone is a cheaper and popular 

version. If the collapse sensor recognizes a certain of collapse of the aged people, CDMA 

sending chipset will send the location of the phone which is received from satellite by GPS 

receiving chipset. In this paper, a collapse recognition algorithm which is developed by using 

much experimental data, will be introduced to explain how to recognize the real collapse from 

fast sitting or immediate standing after collapse. Once a true collapse is ecognized, the phone-ID 

and the coordinate will be sent to the server of administrative office via CDMA network. And the 

position of emergency will be displayed on the GIS with the  rescu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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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

고 우리나라는 고령친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노인친화 용품의 개발을 

성장동력 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1]. 특히 

IT와 BT의  융합기술이 노인들의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u-Health에 관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2, 3]. 이러한 국내외적 연구동

향은 2절의 관련연구에서 살펴보기

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들의 낙

상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낙상 센서, GPS 

수신 칩 및 CDMA 송신 칩을 포함하는 단말기를 

설계 및 제작하고, 이를 일반 폰과 구별하여 낙상 

감지 폰이라 명명하였다. 낙상 감지 폰은 허리띠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이를 착용한 노약자

가 사고로 넘어졌을 때, 낙상 위치를 송신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그리고 관제 센터에서 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스피커와 마이크를 내장하였으며,  (하

나의) 통화버튼을 두어 등록된 보호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GPS 수신 칩은 위성으로부터 위치좌표를 수신

하며, CDMA 송신 칩은 그 위치를 송신하기 위한 

부품이다. 만약 낙상 센서에 의해 낙상이 감지되면 

폰 ID와 위치 정보가 CDMA망을 통해 관제 센터의 

서버로 전송되고, 대상자의 위치가 GIS 지도상에 

응급 구조센터 정보와 함께 나타난다. 

낙상 감지 폰의 핵심 부품인 낙상 센서는 3축 

가속도  센서[4]와 필터, ROM으로 구성한 센서 보

드이다. 본 논문에서는 ROM에 내장된 낙상 판단 

프로그램의 원리 즉, 낙상판단 알고리즘에 대해 설

명하고자 한다. 충격이 3축 가속도 센서에 전달되면 

x, y, z 3축의 좌표가 급격히 변하게 되는데, 각 축

의 변화와 자세 변화의 상관관계를 학습을 통하여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하

였다. 학습 데이터는 실제 낙상, 빠르게 앉는 동작, 

그리고 넘어졌다 즉시 일어나는 동작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학습에 의해 수립된 낙상판단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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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피실험자로 하

여금 총 50회의 실험을 수행하고, 낙상감지 확률을 

측정하였다. 

 

Ⅱ. 관련연구

 

u-Health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면 대표

적으로 IBM의 인터넷기반 의료영상전송저장 시스

템(PACS: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을 들수 있다[5]. 최근의 PACS는  3차원 

시각화 소프트웨어 ASME(Anatomic and Symbolic 

Mapper Engine)을 통해 환자의 건강 기록을 시각

화해 보여줄 뿐 아니라, 마우스로 아바타 (avatar: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캐릭터)

의 특정 부위를 클릭해 손쉽게 환자의 이전 진료기

록을 볼 수 있도록 발전하였다.

인텔 역시 의료관련 보안기술, 무선통합기술, 가

상화기술 등 디지털 헬스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가정용 원격모니터링, 원격

의약처방기능 등의 제품 공급을 통해 홈모바일 헬

스케어 시장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

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Health Vault로 불리우는 

인터넷기반의 환자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 

사업화를 진행 중이며[6], 퀄컴은 의료기기제조업체 

등과 함께 자회사 LifeComm을 설립하고 의료 및 

헬스케어 서비스에 특화된 MVNO 사업을 시작하였

다[7]. 

한편 국내의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논문[8]은 인

체의 실시간 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3축 가속도 센

서와 무선센서 노드를 활용하여 인체의 활동과 응

급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그

비(Zigbee) 통신을 통해 측정값이 PC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9]는 가정 내 게이트웨이 소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센서 네트워크 부분에 

다중 홉(multi-hop) 패킷 전송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환자의 생체정보 전송범위를 확장시키고, 실시간 

웹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논문[10]은 생체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심전도 

센서, 체온 센서, 가속도 센서를 심혈관환자, 뇌졸중

환자. 낙상환자에 착용토록 하고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측정된 값을 전송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11]과 [12]에서는  독거노인들이 실내 혹은 실외

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버턴만 누르면 그 

위치가 전송되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지리정보시스템)의 지도상에 표시되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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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낙상 감지 폰의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Collapse-sensing Phone

템을 개발하였으며, 실내에서의 위치 인식방법으로 

지그비 고정노드의 무선신호 세기에 대한 비례값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11], 실외에서의 위치 

인식방법은 GPS로부터 수신된 좌표를 WGS84 좌

표로 변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12]. 

 

Ⅲ. 시스템 개요

1. 낙상 감지 폰 개발

낙상 감지 폰의 주요부품은 낙상 센서와 GPS 

수신 칩 그리고 CDMA 송신 칩이다. 그림 1은 낙

상 감지 폰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낙상 센서와 낙상 

판단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4절에서 상세히 설명하

기로 하고, 여기서는 GPS 수신 칩과 CDMA 송신 

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시스템 개요를 설명한다.

GPS 수신 칩은 GPS 위성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부품으로서, NSA-C3M4122A[13]을 사

용한다. 이 모듈에는 GPS 칩셋인  SiRFstar3가  

내장되어  있으며,   모듈의 위치 정확도는 10m이

내 이며, 동작 한계 고도는 18,000m이고, 동작 한

계 속도는 515m/s이다. 

GPS 위성으로부터 수신된 위치 정보는 CDMA

망을 통해  서버로 송신되고, 서버는 이 좌표를 

GIS 지도 상에 나타내기 위해 WGS84 좌표계로 변

환된다. GPS 좌표계란 복수의 위성으로 부터 관측

자까지의 거리를 동시에 관측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좌표계이다. 즉 지구 주위에 돌고 있는 정지 위성 

24개 (고도: 10.980해리,  적도승교각: 63도)로부

터, 지구상의 어디에서나 4개, 우리나라 에서는 평

균 5~6개의 위성이 수신되는데, 먼저 C/A신호

(clear/acquisition, 1227.6 MHZ)를 잡아서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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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시도횟수 성공횟수
성공률

(%)

21:00:00~21:59:59 3600 3600 100

22:00:00~22:59:59 3600 3489 96.92

23:00:00~23:59:59 3600 1503 41.75

00:00:00~00:59:59 3600 2105 58.47

07:00:00~07:59:59 3600 2747 86.31

08:00:00~08:59:59 3600 3440 95.56

평균 3600 2814 78.17

표 1. GPS 칩셋 수신률

Table 1. Receiving Rate of GPS Chipset

시간
무선접속 
성공횟수

성공률(%)

21:00~21:59 1 1.83

22:00~22:59 50 91.67

23:00~23:59 54 99.00

00:00~00:59 45 82.50

07:00~07:59 41 75.17

08:00~08:59 54 99.00

평균 74.86

표 2. CDMA 칩셋 송신률

Table 2. Transmitting Rate of CDMA Chipset 

잡고, 지구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3차원의 지구 좌

표계를 사용하여 위도, 경도 고도 및 도플러 측정에 

의해 관측자의 속도성분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최대

누적오차는 10 마이너스 7승이며, 거리 오차는 3m 

이내이다.

이를 삼차원 직교 좌표계로 표현하는 것이 

WGS84 (World Geodetic System 1984)  좌표계

이다. 이 좌표계의 원점은 지구의 질량 중심이며, Z

축은 지구의 회전축 방향과 평행하고 WGS84 타원

체의 회전축이다. X축은 WGS84 기준자오면과 적

도면과의 교차선이고, Y축은 X축으로부터 적도면을 

따라 동쪽으로 90도 회전한 방향을 나타낸다. 

WGS84 타원체의 장반경은 6,378,137m, 편평률은 

1/298.25223563이고, 이 외에 각속도 및 구면 조

화 함수, 지구인력 상수 등의 값이 결정된다. GPS 

좌표가 WGS84 좌표로 변환되면, GIS의 지도상에 

응급환자의 위치가 표현될 수 있다.  

실험동 건물 옆의 고정 위치에서 GPS 칩셋의 

수신률을 측정한 결과 표 1과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시간대보다 심야의 수신 성공률이 현

저히 감소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상공의 GPS 위성 

수가 심야에는 낮보다 훨신 줄어들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그러므로 심야에 발생하는 사고는 접수될 

그림 2. 낙상 감지 폰 제작을 위한 설계도

Fig. 2 A Blueprint of Collapse-sensing Phone

확률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CDMA 송신칩으로는 M802F 칩을 사용하고 있

고, 모듈의 상부에 RF 안테나 케이블 커넥터를 가

지고 있고 하부에 80개의 핀으로 구성된 인터페이

스 커넥터를 가지고 있다[14]. 이 모듈은 퀄컴사의 

MSM6025 칩셋을 내장하고 있으며, 아무런 장애물

이 없는 양호한 상황에서의 전송 속도는 153.6kbps

이고, 최대 송신 소비 전력은 3.7V/600mA이다. 매

뉴얼에 제시된 소비전력의 정확성을 확인하고자 

CMOS 타입의 버퍼 칩을 RS-232 포트에 연결하여

측정한 결과, 제시된 소비전력과 오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테나는 MXGS83RK3000가 

사용되고 이것은 스위치로 동작되는 안테나 케이블 

커넥터와 연결된다. 

사용된 CDMA 칩셋의 송신률을 측정하고자 약 

20km 떨어져있는 서버에 무선 접속을 시도한 결과 

표 2와 같은 결과를 구할 수 있었다. 테스트 지속 

시간은 매 시도 때마다 60분이며, 송신 간격은 1분

이고, 개정 지연시간은 2초이고 전송 지연 시간은 

4초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전송에 대한 최대 허용 

시간은  66초이다.  송신 좌표는 역시 GPS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를 사용하는데, 만약 GPS로부터의 

좌표 수신이 실패할 경우에는 기지국의 좌표를 서

버에 송신하도록 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오후 9시

부터 10시 사이의 전송 성공률이 1.83%로 매우 낮

음을 알 수 있다. 이유는 그 시간 대에 CDMA 망이 

매우 폭주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오후 9시

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는 제대로  접수되

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를 대비하여 외부에 긴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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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보호자) 대상자 콜센터,  관제 서비스( 기계장치)

.  기계에서 정보=이벤트코드( 0, 1)
넘어옴

.  10 초를 기다린다. ( 시간변경가
능)

.  취소신호가 들어오면 낙상기능취
소

.  20초를 초과한 경우

.  상황정보가 cdma->sk망->t cp/i p
로서버로 전송

.  운영자의 관리시스템에 위치확인
이 되면서

.  대상자에게 상황확인 전화

.  수신시:  결과에 따라 판단

.  미수신시 :  보호자에게 SMS및전
화

.  SMS발송테이블에 발송정보를 입
력하면 SMS 에이젼트가 문자 발송

.  보호자가 웹으로 위치 정보 확인

.  대상자에게 연락

.  콜센터에 연락

.  119에 연락하여 상황조치

.  병원연락

비고( 설명)

응급상황발생

상황감지

취소행위

(10초내에)

상황정보 발생

위치확인

대상자전화호출

보호자 연락

전화수신여부

대기시간
초과

위험성 판단

Yes

SMS발송

상황

종료

위치확인

상황조치

Yes

Yes

상황

종료

그림 3. 상황인지 과정과 응급구조 절차

Fig. 3 A Process of Circumstantial Recognition 

and Emergency Rescue

황을 알리는 경보음(alarm) 기능과, 어두운 곳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깜박이 등을 장치하였다.

그림 2는 하나의 보드에 CDMA 모듈과 GPS 모

듈을 통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계도면 중 하나이

다. 안테나, 밧데리, 스위치 등이 역시 같은 보드 상

에 집적되어 있다.

2. 상황인지 및 상황전달

낙상 감지 폰을 착용한 노약자가 넘어지거나, 긴

급상황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코드 (0, 1)가 발생되

어 낙상 감지 폰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취소버튼을 

통해 취소할 수 있는데, 10초 이내(이 시간은 변경 

가능)에 취소하지 않으면 낙상 감지 폰의 ID, 날짜, 

시간, 그리고 위치정보와 같은 상황정보들이 자동으

로 생성된다. 상황정보는 CDMA 망을 통해 관제센

터의 서버에 전달되고, 서버의 GIS 지도상에 사고

발생 지점이 표시된다. GIS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사

고발생 지점 인근의 응급구조센터, 병원정보와 함께 

보호자의 전화 번호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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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낙상발생

Fig. 4 Collapsing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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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빠르게 앉는 동작

Fig. 5 Rapid Sitting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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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Immediately Standing Event after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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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센터의 운영자는 낙상사고가 발생한 대상자

에게 상황확인을 위한 통화를 시도하고 통화 결과

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 만약 미수신하면 SMS 에

이전트를 통해 보호자에게  SMS 문자를 발송한다. 

보호자는 웹으로 관제센터의 GIS 지도를 열람하여 

위치를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사고위치를 찾아가도

록 하고, 응급구조센터에는 운영자가 직접 전화해서 

구급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은 상황

을 인지하는 절차 및 보호자나 응급센터에 구조를 

요청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Ⅳ. 낙상판단 알고리즘 

3축 가속도 센서와 필터, ROM으로 구성한 낙상 

센서 보드를 자체 제작하였다. 3축 가속 센서는 수

평적 흔들림을 감지할 수 있는 x, y 축과 상하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z 축으로 이루어진다. 각 

축은 빠른 움직임에 감응하는 작은 구슬과 같은 진

동소자(vibrator)와 진동소자를 지탱하는 스트링

(string)으로 구성된다[4]. 스트링은 형상기억 소자

처럼 진동 후에 곧 바로 원위치로 복귀하려는 가는 

금속 줄로서, 충격이 가해지면 충격에 의해 진동하

게 되고, 진동소자의 좌표값(0도~100도)이 출력되

게 된다. 

실제 낙상과, 그와 유사한 자세 변화인 빠르게 

앉는 동작에 대한 3축 각각의 좌표값의 변화를 학

습시키기 위해, 각 동작에 대해 100회씩의 실험을 

수행하고, x, y, z 각축의 좌표값의 변화에 대한 평

균값으로부터 그림 4~6과 같은 그래프를 구하였다. 

그림 4~6에서의 기준 좌표값 (이후로는 좌표값

을 간단히 값으로 칭함)은 정지 상태의 좌표로서, x

의 좌표값은 20도, y의 값은 25도, z의 값은 85도

이다. 그러나 미세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x

와 y의 값이 20~30도 이고, z의 값이 80~90도 일 

경우 정상상태로 인식한다.

그림 4는 실제로 낙상이 발생했을 경우 세 축의 

좌표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낙상 발생 약 4초 

후부터 z의 값의 변화가 감지된다. 좌표값이 10도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넘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구간 ⓐ). 이후 

넘어진 충격에 의해 x와 y 값이 순간적으로 상승한

다(구간 ⓑ). 상승하는 이유는 낙상 시 좌우 흔들림

이 있다는 뜻이며, 기준 좌표값으로 다시 복귀하는 

이유는, 낙상 후 넘어진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낙상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구간 ⓒ와 구간 ⓓ이

다. x, y, z의 값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면 낙상에 의

status = 정상  //초기상태

if (z 값이 80에서 50 이하로 하강) then //구간 ⓐ

  if (x, y, z 세값 모두 20에서 50으로 급격히 증가) 

    then status = 충격 감지  //구간 ⓑ

    if (x, y 값은 다시 감소) then  //구간 ⓒ

      if (z 값이 80 이상) then 

        status = 빠른 속도로 앉음

      else status = 낙상

        if (z 값이 다시 상승)   //구간 ⓓ

          status = 다시 일어섬

        else if (status == 낙상이 2초 이상 지속) 

          then status = 낙상판단 

    else status = 수평으로 흔들림

  else status = 폰을 내려놓은 상태 //충격 아님

else status = 정상상태

    

return status

그림 7. 낙상 판단 알고리즘

Fig. 7 Decision Algorithm for Collapsing

한 충격이 감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구간 ⓒ), 

낙상으로 인식된다. 구간 ⓓ는 낙상으로 인해 누워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구간 ⓒ에서 z의 값이 다시 

상승했다가 감소하는 이유는 충격에 의한 여진으로 

판단된다.

그림 5는 빠른 속도로 앉고 있는 경우이다. 낙상

의 경우와 비교 했을 때, 구간 ⓐ, ⓑ 까지는 매우 

유사한 그래프를 나타낸다. 그러나 구간 ⓒ에서 z 

값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후 구간 ⓓ에서 x, y, 

z 3축의 값이 정상인 경우와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림 6은 넘어졌지만 즉시 일어나는 동작이다. 

이 경우는 구간 ⓐ, ⓑ, ⓒ 까지 낙상의 경우와 매

우 유사한 그래프를 보이다가, 구간 ⓓ 부터 z 값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후 x, y, z 값이 정상인 경우

와 같아진다.  낙상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낙

상 이후 다시 일어서거나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낙상발생 후 낙상임을 판단하기까지 약 5초의 

시간이 경과된다. 

그림 4~6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 그림 7과 

같고, 이 알고리즘을 C 언어로 프로그램하여 ROM

에 내장하였다. 충격이 3축 가속도 센서에 전달되

면, 3축의 좌표값이  ROM에 전달되어 실제낙상이 

발생한 상황인지, 빠른 속도로 앉은 상황인지, 낙상 

후 즉시 일어난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Ⅴ. 신뢰성 실험

낙상판단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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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낙상발생시 세 축의 변화

Fig. 8 Variation of 3-axis on Collapsing

피실험자로 하여금 실제 낙상을 총 50회 수행하여 

원시 데이터를 얻었다. 그림 8은 총 50회 실험 중 

제 1회째의 원시 자료만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상대시간이란 매회 실험의 시작시간을 0으로 보고 

5초간의 좌표값 변화를 측정했다는 뜻이다. 다시 말

하면  상대시간 0.0은  그림  4의 34초에  해당하

고 상대시간 1.0은 35초에 해당한다. 각 구간에서

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같은 값이면 구간의 

경계에 가까운 쪽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된다) 상

승곡선인지 또는 하강곡선 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로부터 낙상판단 알고리즘의 if문 처리가 가능하

다. 

그림 8의 시간간격은 그림의 크기를 줄이기 위

해 0.2초 간격씩 나타내었지만, 사실은 0.1초 간격

씩 측정이 가능하고, 구간 ⓒ에서의 x 축의 최대값

은 2.7초에서 75도이고, y 축의 최대값은 역시 2.7

초에서 84도이다. 총 50회 실시한 이러한 원시 데

이터를 모두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아니라, 또  

x 축과 y 축의 경우 구간 ⓒ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

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표 3에서 x 축과 y 축의 경우는 구간 ⓒ에 대한 최

대값, 최소값을 제시하였고, z 축의 경우는 구간 ⓐ

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제시하였다. 낙상판단 알

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구간에서의 최대값

과 최소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표 3으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도 50회의 실험 데이터 중  

일부만을 제시하였다.

표 3의 횟수 1의 x 축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

자. x 축의 변화가 75도로부터 38도로 갑자기 감소

횟

수

x축,구간 ⓒ y축,구간 ⓒ
z축,구간 

ⓐ 낙상

판단최소

값

최대

값

최소

값

최대

값

최소

값

최대

값

1 38 75 31 84 8 79 O

2 42 85 30 83 11 74 O

3 43 85 31 84 10 75 O

4 40 67 31 62 45 72 X

5 38 84 29 85 9 81 O

.... 생 략  ....

34 40 76 31 86 9 82 O

35 42 65 32 72 39 76 X

36 42 86 29 84 10 71 O

37 41 85 30 83 8 72 O

38 41 86 31 85 11 80 O

.... 생 략  ....

47 39 85 31 86 7 78 O

48 40 83 31 85 11 80 O

49 42 55 31 63 10 73 X

50 42 84 32 85 10 81 O

표 3. 낙상발생시의 최대값/최소값과 낙상판단

Table 3. Decision of Collapsing on Max/Min

한다는 것은, 정상 상태에서의 값 20~30도가 구간 

ⓑ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구간 ⓒ에서 최대로 올

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낙상

판단 알고리즘에 의해 낙상으로 판단하게 된다. (y 

축의 변화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정

적인 것은 z 축의 변화이다. z 축은 구간 ⓐ에서 

79도에서 8도로 갑자기 감소한다. 이것은 낙상 센

서가 2초 이내에 높은 곳서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험을 50회 수행한 결과 4회, 35회, 

49회 이외에는 모두 낙상으로 판단되어  94%의 낙

상인지 확률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4회, 35회는 

천천히 바닥에 앉는 동작이고, 49회는 천천히 눕는 

동작이다. 이것은 오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100% 낙상인지 확률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온도나 압력도 낙상 감지 폰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 전원을 켜고 한 시간 정도 두었을 때, 낙상 

센서의 온도는 약 34°C로 상승하고, 10시간 켜두었

을 때, 약 36°C로 상승한다. 정상 범위 즉, 영하 

20°C ~영상 70°C 에서는[4]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뜨거운 전구를 가까이 두고 센서

의 표면 온도를 40°C로 상승시킨 후 동작시켰을 때

도 정상 작동한다. 압력 테스트를 위해, 낙상 감지 

폰이 손상이 가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가하고, 작동 

여부를 테스트 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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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Ⅵ. 결론

낙상 센서, GPS 수신 모듈과 CDMA 모듈로 구

성된 낙상 감지 폰은 노약자들의 낙상사고를  감지

하여, 사고발생 위치를 서버로 송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관제센터의 운영자와 상황확인을 

위한 스피커와 마이크를 내장하였다. 또한 통화버튼

(하나만 있음)을 누르면 등록된 보호자의 전화와 연

결되어 통화할 수 있다. 이렇게 센서와 모듈, ROM, 

버퍼, 필터, 스피커, 마이크, 안테나 등을 허리띠에 

찰 수 있는 작은 단말기에 집적하도록 보드를 설계

하고 제작하는 것이 난제였고, 많은 실험과 시행착

오를 거쳐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관제센터의 서버 측에서는 사고위치에 대한 표

시와 응급구조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GIS의 개발이 

관건이었다. 위성으로부터 수신된 GPS 좌표를 

WGS84 좌표계로 변환하고, GIS의 지도상에 사고 

위치와 인근의 병원정보, 응급구조센터 정보 등이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SMS 문자를 

생성하여 보호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

었다. 

본 연구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낙상 센서에 

대한 보드 설계와 낙상판단 알고리즘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낙상판단 알고리즘은 실제 낙상과, 빠

르게 앉는 동작, 그리고 넘어졌다 즉시 일어나는 동

작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낙상 감

지 폰을 착용한 사람들이 어떤 동작을 취하는지 인

식 가능하다. 이 알고리즘은 각 동작에 대한 100회

씩의 실험을 수행하고 이것을 학습 데이터로 삼아, 

구간 설정, 평균 정상(normal) 좌표값, 각 구간에서

의 최대값, 최소값 등을 산출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낙상판단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피

실험자로 하여금 총 50회의 낙상을 수행하게 하고, 

낙상인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 100%의 인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내에서의 낙상 사고인데, 

설혹 낙상으로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실내이기 때문

에 위치가 수신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

로 지그비를 이용하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하나의 

단말기에 너무 많은 부품이 통합되는 것은 기술적

인 어려움이 있고, 제품이 고가가 되면 보급에 문제

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신 낙상 감지 폰 착용자의 마지막 위치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실내에서의 낙상 사고가  발생

하면 그 위치를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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