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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와 스마트 밴드 등 다양

한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측정된 생체정

보를 단순 모니터링이나 질병 예방법, 운동량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만 서비스하고 있어 실제 사용자가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상황 알림 시

스템을 제안한다. 아두이노를 통해 가속도 센서와 심박 센서로 측정된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어플리케이션에 전송

하고 센서 우선순위 측정과 위험상황 식별 알고리즘을 통해 위험상황을 식별한 후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알림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사용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

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Recently, as interest in health increases, various wearable devices such as smart watch and smart band which can 
measure user's biometric information are being studied. Conventional wearable devices service the measured biometric 
information in a form that provides simple monitoring, disease prevention, and exercise amount. However, the user is 
Lack to deal with the dangerous situ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hazard notification system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biometric information measured by the acceleration sensor and the heart rate sensor is transmitted to the 
application through the Arduino in real time. It identifies the risk situation through sensor priority measurement and 
risk situation identification algorithm. If a dangerous situation occurs, a notification message is sent to the guardian 
indicating the current location of the user. Therefore, it can be expected that if a dangerous situation occurs to a user 
who needs protection, he can respond promp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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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세계 각국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U-Healthcare 산업이 활성

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1,2]. 또한 웨어러블의 등장으로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측정해 피트니스, 웰빙,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에게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

공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4]. 이에 따라 

사용자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서 언제 어디

서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생체정보를 측

정하여 해당 데이터를 보호자나 의료진에게 전송함으

로써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다[5,6]. 이에 

반해 기존 시스템은 사용자의 위험상황을 식별하기 위

해 다양한 생체정보를 측정하는 센서들을 활용하였지

만 측정된 센서 값을 융합한 임계값이 아닌 각각의 임

계값을 설정하여 위험상황을 식별하기 때문에 사용자

가 운동으로 인해 심박수가 높아지는 경우도 심박이상

으로 식별하거나 움직임은 높은데 심박수가 낮아지는 

경우는 위험상황이라고 식별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위험상황 알림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아두이노

(Arduino)에 가속도 센서와 심박 센서를 부착하고 각 센

서 별로 움직임과 심박수를 융합한 임계값을 설정하였

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움직임이 낮을 경우에 심박수

의 변화, 사용자가 움직임이 높을 경우에 심박수의 변

화를 시나리오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통해 

사용자의 상태에 따라 우선적으로 임계값을 벗어나는 

데이터가 발생하면 다음 센서의 임계값과 비교하여 위

험상황을 식별한다. 또한 위험상황 식별 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여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위치에 대

한 정보를 전송하는 알림 시스템이다.

Ⅱ. 위험상황 식별 시스템 설계

본 시스템의 목적은 사용자가 예상치 못한 위험상황

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림 메시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제안하는 위험상

황 식별 시스템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측정된 사용

자의 센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의 상태

를 파악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의 처리 명

령을 통해 위험상황을 식별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

림 1은 제안하는 위험상황 식별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Fig. 1 Danger Situation System Block Diagram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센서 데이터를 모니

터링하고 위험상황을 식별한다. 위험상황 식별 시 위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함과 동시에 보호자에게 

알려준다. 그림 2는 위험상황 식별 시스템의 구조를 나

타낸다.

Fig. 2 Danger Situation System Architecture

아두이노에서는 사용자의 심박수와 가속도를 1초마

다 측정하여 블루투스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전송한다.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는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자의 나이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구분한다. 또한 위험상황 알고리

즘을 통해 사용자의 상태를 식별하고 위험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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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현재 위치를 측정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용자

의 로그인 데이터와 현재 위치, 푸시 팝업 메시지를 전

송받기 위한 보호자 API Key가 저장되어 있다. 보호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가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

우 지정된 API Key를 활용하여 GCM(Google Cloud 

Massaging) 서버에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전송 받을 

수 있다. 그림 3은 위험상황 식별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Fig. 3 Danger Situation Discerning Algorithm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

용자의 정보와 동일한 나이 값을 가져와 수식을 통해 

심박수의 40%를 계산하고 사용자의 휴식기 심박수를 

10초간 측정하고 평균을 내어 사용자마다 다른 임계값

을 부여한다. 그 후 전에 측정된 값과 후에 측정된 값을 

비교하여 일정 수치 이상 우선적으로 임계값을 벗어나

는 센서 데이터가 발생하면 다음 센서 임계값을 비교한

다. 그 후 현재 위치를 측정하고 그 값은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이 되며 보호자에게 사용자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다. 

표 1은 심박 센서와 가속도 센서로 측정된 생체정보

에 대한 사용자의 상태를 정리한 것이다. 심박수와 가

속도를 동시 측정하다가 우선적으로 임계값을 벗어나

는 센서 데이터가 발생하면 그 다음 센서를 측정하여 

위험상황을 식별한다. 이를 위해 가속도 센서를 통해 

움직임이 없을 경우, 운동을 하는 경우, 운동 시 넘어지

는 경우를 실험하였으며 넘어짐이 발생하는 경우 가속

도의 변화가 20,000이상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심박수

의 경우 최대 심박수의 60% 이하인 저강도, 60%에서 

70% 이하인 중강도, 80% 이상인 고강도를 나누어서 운

동 강도에 따른 심박수의 임계값을 설정하였다.

Table. 1 Users Biological Signal Status

Situation Heart Rate Acceleration

1 High(70%) High(20,000)

2 High(80%) Low(15,000)

3 Low(40%) High(20,000)

4 Low(40%) Low(5,000)

Situation 1은 심박수와 가속도가 High인 상태이다. 

심박수는 사용자의 최대심박수가 70% 이상인 경우 

High이며 가속도는 1초 전에 측정한 값과 비교하여 움

직임의 변화가 20,000 이상 발생하면 갑작스런 가속도 

변화로 사용자가 낙상이나 넘어지는 상황이며 위험상

황으로 식별한다. 사용자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박수와 가속도가 High일 수 있는데 심박수가 높아진 

상황에 준하는 움직임을 발생하여 움직임이 크게 변하

지 않으므로 위험상황이라고 식별하지 않는다.

Situation 2는 심박수는 High면서 가속도는 Low인 

상황이며 심박수의 임계값이 우선적으로 벗어나는 상

황이다. 심리적인 불안상태나 스트레스, 앓고 있는 병

으로 인해 최대심박수가 80%이상 증가하였는데 가속

도의 변화는 낮으므로 위험상황이라고 식별한다.

Situation 3은 심박수가 Low이면서 가속도가 High인 

상황이다. 사용자가 운동이나 갑작스런 움직임으로 가

속도는 증가한 반면 심박수는 낮은 상태이며 가속도의 

임계값이 우선적으로 벗어나는 상황이다. 즉 사용자가 

활동적인 움직임을 발생하고 있을 때 갑작스런 심박수

에 이상이 발생한 상황이며 위험상황으로 식별한다. 

Situation 4는 심박수와 가속도가 Low인 상황이며 심박

수가 낮은 만큼 움직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위험상황

이라고 식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심장이상으로 인해 심

박수와 가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는 위험상황이

라고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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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사용자의 위험상황을 식별하

는 시스템의 구현을 다룬다. 또한 실험과 고찰을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증한다. 이에 따른 시스

템 구현환경은 표 2와 같다.

Table. 2 Development Environment from Machine

Type Composition

Tools
Edit Plus, Arduino Sketch, Eclipse, 
APM Setup7

PC
Window 7 Enterprise K 64bit
Intel i5-4460, 8GB RAM

Sensor Acceleration, Heart Rate, Bluetooth
Device Arduino Uno, Bread Board

본 실험에서 사용한 모바일 기기는 G3 Screen이고 

아두이노 Uno와 아두이노에 부착되는 가속도, 심박 센

서, Bluetooth Module을 활용하였다. PC는 Windows 운

영체제로서 CPU는 Intel i5-4460, RAM은 8GB를 사용

하였다. 연동부분은 APM Setup을 활용해서 PHP로 통

신하여 구현하였다.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은 아두이노에서 측정된 사용

자의 생체정보를 수신 받아 위험상황 식별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 상태를 식별하기 위한 중요 모듈이다. 해

당 어플리케이션은 아두이노에서 1초마다 측정된 가속

도와 심박수의 변화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스

마트폰 GPS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

여 보호자 어플리케이션으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한다.

Fig. 4 Danger Situation Discerning Algorithm

메인페이지에서 Join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회원가

입 페이지로 넘어가 사용자의 이메일, 이름, 비밀번호, 

나이, 보호자 전화번호, 성별을 입력하고 가입하기 버

튼을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정보가 저

장된다. 또한 나이 정보는 로그인 시 사용자의 휴식기 

심박수 평균을 구하는데 활용된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와 비교하여 일치하면 로

그인을 진행 한다. 그림 4는 메인페이지와 회원가입 페

이지를 나타낸다.

그림 5의 센서 측정값 페이지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가속도와 심박수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10초간의 휴식기 심박수를 측정한 평균값과 회원

가입에서 입력했던 나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신 받

아 휴식기 심박수 평균값을 토스트 메시지로 제공한다.

Fig. 5 Monitoring Sensor Values & Location page

그림 5의 위험 상황 발생 페이지는 사용자가 낙상이

나 넘어짐으로 인한 임계값을 벗어나는 위험상황이 발

생하면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위도, 경도 값을 측정함과 

동시에 한글 주소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다. 그림 6은 보호자 어플리케이션 푸시 팝업 메시지를 

나타낸다. 그림 6은 보호자 어플리케이션 화면으로 사

용자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위험상황 발생 시 보호자 어

플리케이션으로 한글로 변환된 사용자의 현재 주소를 

GCM서버를 통해 푸시 팝업 메시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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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ush Popup Message

Fig. 7 User Biological Measure Wearable Device

그림 7은 사용자 생체 정보 측정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다. 아두이노에 움직임을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와 사

용자의 심박수를 측정하는 심박 센서 또한 측정된 생체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기 위한 블루투스 센

서를 장착하고 전원공급을 위한 배터리를 장착하여 구

현하였다.

Ⅳ. 유사연구 비교분석

표 3은 기존 시스템 비교분석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시스템 A는 위험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이며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측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알고리즘으로 위험

상황을 식별한다. 가속도, 기울기, 심박 등 다양한 센서

들을 활용하여 생체정보를 측정하지만 센서 각각의 임

계값으로만 위험상황을 식별하여 정확도가 낮다. 또한 

위험상황 시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전화 연결을 하지만 

보호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처가 힘든 단점이 있다.

시스템 B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

스와 스마트폰의 센서를 활용한 시스템이다. 위험상황 

식별에 대한 상황을 몸부림, 반항 등 동작으로 움직임

과 심박수의 변화를 실험하였지만 심박수의 경우 일반

적인 성인의 평균 심박수를 임계값으로 설정하여 사용

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반해 제안하는 시스템은 위험상황 식별 정확도

를 위해 사용자의 신체정보를 활용하여 심박수의 임계

값을 설정하였다. 또한 측정되는 센서 값을 융합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위험상황을 식별하기 때문에 기존 각

각의 센서로 위험상황을 식별하는 시스템에 비해 다양

하게 위험상황을 식별할 수 있다.

Table. 3 System Comparative Analysis

System Type Description

System A

Does not Provide the User's Current 
Location.
It is not a Fusion of the Measured Sensor 
Values.

System B
Operate within the Thresholds set by the 
Developer.

Development 
System

Priority Measure for Variety Situations.
Each User can set Different Thresholds.

Ⅴ. 결 론

기존의 웨어러블 시스템은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

의 생체정보를 측정하여 위험상황을 식별하지만 개발

자가 설정한 센서 각각의 임계값으로 위험상황을 식별

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만 식별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존 시스템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위험상황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본 시스템은 가속도 센서와 심박 센서를 통해 측

정된 데이터를 근거리 통신을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으로 전송한다. 측정된 데이터는 사용자의 신체정보

와 융합하여 심박수에 대한 임계값을 사용자마다 다

르게 설정하도록 설계하였고 센서 우선순위 측정으로 

가속도와 융합하여 위험상황을 식별하도록 구현하였

다. 또한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사용자의 현재위치를 

푸시팝업 메시지로 전송하는데 측정된 위도, 경도 값

을 한글 주소로 변환하여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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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움직임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

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시중

에서 판매중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도 전부 적용할 

수 있도록 소형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사용자들을 관리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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