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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mote surveillance system based on the wireless home sensor network, wireless internet connection, and the portable, 
hand-held device has been designed for the patron to get the emergency alarm for immediate care for the Dementia aged, when 
the patron is not at home. It consists of transmitting server and the receiving terminal. The transmitting server gathers the 
information through bluetooth connection regarding to environment threatening the safety of the Dementia aged from five sensors, 
including fire, gas, conductivity, photo, and motion sensors, and cameras up to the number of 16, fixated within home. It also 
determines the emergency situation automatically from sensors' environmental condition and the motion detected from the camera 
output targeted to the aged people, and sends the alarm message with the picture taken from home to the patrol for 
comprehending the emergency situation remotely. Either the PDA or the cellular phone is used as the receiving terminal device 
through wireless connectivity without the location limitation for the patrol. The functional evaluation via the implemented 
prototype system has been performed to initially demonstrate the efficacy, the usefulness, and ease to operate for later use for 
either solitarily living old people or nursery schools and infantile shelt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dical 

Informatics 10-2,139-14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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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속도
‧최  통신 속도: 115.2Kbps

‧지원 통신 속도: 9.6/19.2/38.4/57.6/115.2Kbps

통신거리 ‧100M(가시거리 기 )

무선규격 ‧Bluetooth specification Version 1.1

주 수 역 ‧2.4～2.4835 GHz

변조방식 ‧GFSK, 1Mbps, 0.5T Gaussian

Table 1. 블루투스 규격 기 표 

화재 센서

(연기 감지센서,

온도센서)

정격 압: DC 15V

응답 시간: 2~10sec

환경 조건: -10'C~50'C RH 85%

가스 센서

경보 농도: LPG: 0.06~0.45%, 

LNG: 0.06~1.25%

정격 압: DC 15V

 센서

정격 압: DC 15V

유효 감지 거리: 약 5m

감지 범 : 약 90'C(좌우 45'조 )

조도 감지: 30Lux 이하에서 동작

포토(출입) 센서 

정격 압: DC 15V

검출 거리: 3m

검출 물체: φ8mm 이상의 불투명체

움직임 감지 센서

Type: AE-11-S900N-120-EL

Temperature Compensation for STEEL 

  Gage Factor: 2.1±1.0%

Transverse sensitivity K: 3%

Resistance :120Ω±0.2%

Table 2. 센서 사양 

I. 서  론

세계 으로 경제 성장과 의료 기술의 발달, 생활

수 의 향상으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

라 치매노인 인구 한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

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체 인구의 13.2%

인 6백89만 9천여 명에 도달하고 있어 한국도 곧 고

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1)
. 고령화 사회가 됨으로써 

경제력 있는 노인층이 증가하고 복지의 니드가 증가

할 것으로 상된다. 한 노인을 보살피는 문제를 

자녀들의 노력과 노동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노인은 차 인 일상생

활 동작 수행능력의 상실로 24시간 보호가 필요하며 

노인 1명은 평균 으로 가족 3.8명이 필요하기 때문

에 노인 가족들은 신체 , 정신 , 사회 , 경제 , 시

간 , 환경 으로 많은 고통과 부담감을 겪게된다
2)
. 

이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컴퓨 (embedded com-

puting) 기술의 발 으로 다양해진 개인 휴  단말

기(PDA)를 사용하 으며,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인 

블루투스(bluetooth)의 발 으로 인해 용이해진 데

이터 송기술과 고속 통신망의 보 으로 가능해

진 실시간 화상회의  실시간 상 송 기술들이 

활용되었다. 즉, PDA에 무선 LAN 기능을 부여하

고, 생활 가 제품 속에 내장한 6개의 센서에 의해 

노인의 상태를 감지하게 하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카메라로 캡쳐한 치매 노인의 상을 무선 통신

으로 송하여 신속하게 보호자의 PDA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연구이다. 가정에서 거주하는 치매 노

인은 혼자서 생활하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에 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방하

기 해서는 가정이나 외부에서 치매노인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가정에서 가의 비용으로 24시간 리하고 보

호하며, 보호자들의 육체 , 정신  부담을 감소시키

고자 노인 가정 감시제어를 한 지능형 시스템을 

개발하 다.

II. 재료  방법

1. 실험 환경

상 련 용 랫폼은 마이크로소 트사의 포

켓 PC를 사용하 으며, 상 련 시스템 용 장치

는 Compaq iPAQ Pocket PC H3870으로 CPU는 

ARM으로 206Mhz, 메모리는 318MB로 구 하 다. 

이 PDA의 디스 이 장치는 320*240의 해상도로

써 16bit의 Color Depth를 지원한다. 소 트웨어 언

어는 Embeded System(Pocket PC)인 PDA를 한 

개발 언어로써 서버는 마이크로소 트사의 Visual 

C++ 6.0으로 구 하고, 클라이언트는 마이크로소

트사의 Embeded Visual C++ 3.0으로 구 하 다.

실제로 구 한 블루투스와 트랜스미터(Fig. 2)에

서 사용한 모듈에 한 블루투스에 한 규격기 표

는 Table 1과 같다.

Table 2는 실험에서 사용된 6개의 센서 사양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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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치매 노인 가정 감시 통합 시스템 구성도

격을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정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의 움직

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블루

투스와 무선 LAN 환경에서 노인을 감시해서 노인

에게 이상이 생겼을 때 센서가 노인의 상태를 감지

해서 블루투스를 통해 카메라에 캡쳐된 이미지를 

송함으로써 보호자가 노인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을 개발하 고, 그 구성도는 Figure 1과 같다.

블루투스를 이용한 6개의 센서에 트랜스미터를 

장착하고 메인 컨트롤 PC에 블루투스 리시버를 장

착해서 치매 노인의 치와 상태를 단하고, 이미

지를 캡처한 데이터를 송하기 한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으로써 블루투스를 사용하 다(Fig. 2). 블

루투스를 통해 센서가 노인을 인식할 경우 4개 이상

의 16채  웹 카메라가 치매 노인을 감시하고 캡쳐

하여 카메라가 장착된 PC에 이미지를 BMP 일 

포맷으로 장한다. 여기서 카메라는 센서별로 각각 

지정되어 센서가 작동할 때마다 지정된 카메라가 노

인을 모니터링하여 노인을 캡쳐한다. 장된 이미지

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PDA로 송되며, 서

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되고 리되어 웹 라우

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서버에 장된 이미지는 노

인의 보호자의 PDA로 송된다. 서버에서 보호자의 

PDA로 송되는 BMP 이미지는 실시간으로 자동

으로 송될 수도 있으며, 수동으로 이미지를 송

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송된 이미지는 PDA에

서 실시간으로 디스 이 되기도 하지만 타이머를 

이용하여 속도조 을 하면서 재생이 가능하다. 한 

타이머를 주어 일정 시간마다 새로운 이미지가 서버

로부터 자동으로 갱신되며, 추가 으로 들어온 이미

지는 번호, 날짜, 시간이 부여되어 자동 장됨으로

써 시간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장된 이미지 크기

는 160*120으로 구 되고, 크기는 약 57Kbyte이다. 

시스템 구성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화재 센

서(연기 센서, 온도 센서), 가스 센서,  센서, 개

폐(출입) 센서, 움직임 감시 센서를 사용하 다. 화

재 센서는 모든 건물에 장착되어 화재가 발생하 을 

경우를 비해 장착한 센서이다. 가스 센서는 일반 

가정  학교, 그리고 호텔 등 가연성 가스(L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곳에서 가스 설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다.  센

서는 송수신 겸용 음  센서를 장착한 모듈로써 

거리 측정, 물체 유무 감시,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개폐 센서는 출입 센서라고도 하는데, 출

입문에 장착하여 사람의 출입을 자동 감지하는 센서

로써 방범용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움직임 센서는 

진동 센서와 같은 개념으로써 속도의 변화라고 하는 

물리량을 측정하는 센서로써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



블루투스(Bluetooth) 기반의 노인 가정 감시 통합 시스템 개발

142

A: 연기 센서,  B: 온도 센서,  C: 가스 센서

D:  센서,  E: 개폐 센서,  F: 움직임 센서

Figure 3. 감시 센서

A: HCS-100 [센서부로 사용]

B: MSPP [메인 컨트롤 PC에서 사용]

C: HCS-100 [센서 회로 사용]

D: MPS [센서 회로 사용]

Figure 2. 블루투스

하여 노인의 생사를 알아내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센서이다. 

III. 결  과

1. 센서 테스트

(1) 화재 센서(온도 감지 센서, 연기 센서)

거실(거실온도: 23℃)에 화재 센서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를 테스트하기 해 스티로폼을 연소시

켰다. 센서를 지상 2M 에 설치하여 실험한 결과 

성공 으로 연기감지 센서가 인식하 고, 카메라가 

노인을 모니터링하 다. 

(2) 가스 센서

테스트를 해서 LPG 가스를 유출시켰을 때 LPG 

가스 농도가 0.38%에서 가스 센서가 작동하면서 경

보음이 울렸다. 그리고 센서 하나당 설치된 카메라

가 센서가 작동된 곳을 모니터링 하 다.

(3) 개폐(출입) 센서

노인이 언제, 얼마나 자주 출입하는지 테스트를 

하기 해 출입구에 개폐 센서를 설치하 다. 1차로 

출입구 2M 높이에 센서를 설치하 을 때와 2차로 

센서를 출입구 바닥에 설치하 을 때 모두 센서가 

작동하여 카메라가 노인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 다

(Fig. 4). 

(4)  센서

화장실 출입구에  센서를 설치하여 노인이 출

입할 때 입·출입을 테스트하 다. 높이는 2M 에 

설치하여 실험한 결과 거리는 2M, 반경은 약 30˚ 정

도에서 성공 으로  센서가 인식하여 카메라가 

노인을 모니터링 하 다.

(5) 움직임 센서

노인이 잠을 잘 때 움직임을 검출하는 센서가 움

직임 센서이고, 그 센서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그 미

세한 신호를 증폭하여 마이크로 컨트롤러 입력에 연

결되게 된다. 입력된 신호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해서 움직임이 어느 시간 때마다 있는지를 검사하

여 노인의 상태를 악해 그 데이터(신호를 증폭하

여 마이크로 컨트롤러 입력된 신호)를 블루투스를 

통해서 메인 PC에 송하는 센서이다.

Figure 5는 치매 노인이 화장실을 입·출입할 때, 

 센서가 노인을 감지해 입·출입 시간을 체크하

는 것을 보여 다. 일반 개폐(출입) 센서(Fig. 4)로 

사용해도 되지만, 화장실은 미끄럽고 치매환자에게 

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체온으로 감지할 수 

있고, Table 2에서와 같이  센서는 반경 5m까지 

감지 할 수 있기에  센서를 설치하여 테스트하

다. 이 실험에서도 카메라로 상을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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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센서 작동시 입‧출입 시간 체크

Figure 6. 상 처리 시스템 구성도

Figure 4. 설치된 개폐(출입) 센서와 카메라

입력받아 치매 노인의 움직임을 악해서 상태를 

단하고 노인을 캡쳐하여 장하고 송했다. 즉, 센

서부의 작동 상태를 한 에 알아 볼 수 있으며, 센서 

작동 시 그 주 에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를 동작시

켜 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6개의 센서를 블루투스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 통신을 한 결과 아무런 장벽이 없는 상황일 경

우 100M까지 통신이 가능하 으나, 두께가 0.5cm 

철 이 있을 때나 큰 건물이 있을 때는 통신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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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블루투스 기반의 치매 노인 가정 감시 PDA 송 시스템

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의 블루투스 규격 기  

표에서 통신거리(가시거리 기 )는 장애물이 없을 

때를 나타낸다.  

각 센서를 통해 모니터링 된 상 정보와 이미지

는 블루투스를 통해 카메라 PC에 송되어 장된 

후 웹 서버에 장되었고, 장된 상은 보호자의 

PDA에 송되어 보호자가 노인의 상태를 조회할 

수 있었다.

Figure 6은 카메라로 상을 실시간으로 입력받아 

치매 노인 이미지를 분석한다. 비상사태 발생 시 노

인의 안 을 단하기 해 노인의 상을 캡쳐하여 

장하고 송하는 시스템으로써, 서버는 카메라에

서 상을 캡쳐하고 아날로그 입력을 디지털로 변환

한다. 그리고 센서들의 작동여부를 단하고 상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를 송하는 부분이다. 클라이

언트는 서버에 속 후 카메라를 선택하고, 선택한 

카메라의 상을 수신한다. 수신된 상을 모니터로 

출력하며, 센서 작동 시 상황을 알려주는 부분

이다.

Figure 7의 (A)는 320*240으로 캡쳐한 상과 160* 

120으로 압축한 상을 보여 다. PDA로 상을 

송할 때 송시간을 이기 하여 상을 압축하

고, 320*240일 때의 상 크기는 225KByte이고, 

160*120일 때의 상은 57KByte이다. Figure 7의 

(B)는 (A)의 작은 상을 클라이언트 PDA로 보낸 

결과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8은 카메라에서 캡처된 상은 카메라의 

클라이언트와 메인 컨트롤 PC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상이 장된다(Figure 9). 그리고 Pocket PC가 메

인 컨트롤 PC에 연결하면 상을 Pocket PC에 받

아서 볼 수 있다(Figure 10-(B)).

Figure 10-(A)는 치매 노인을 가정에서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의 서버용 인터페이스로써, 

캡쳐된 이미지의 날짜와 시간 번호를 장한다. 

장된 이미지는 Figure 10-(B)는 클라이언트 PDA로 

보호자들에게 보내져 노인들을 보호하고 리하는

데 사용된다.

Figure 11은 카메라에서 캡쳐된 치매 환자의 상

을 메인 컨트롤 PC에 장하여 보호자의 휴 폰으

로 문자 메시지를 송하여 치매 노인의 상태를 보

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Figure 8. Pocket PC의 상 송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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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카메라의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

Figure 10. 블루투스 기반의 치매 노인 가정 감시 PDA 송 시스템

Figure 11. 험 감지시 실시간 휴 폰 문자 메시지 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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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향후 방안

본 논문은 치매 노인의 행동에 있어서 불의의 사

고나 측하지 못한 불안 한 상황을 쉽게 처하기 

해 개발한 시스템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치매 노

인의 상황을 감시하여 치매 노인을 캡쳐하여 캡쳐된 

상을 보호자에게 PDA나 휴 폰으로 알리도록 개

발하 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반의 치매 노인 가정 

감시 시스템은 상용화된 ADSL, VDSL 망을 이용하

여 쉽게 웹 서버에 속할 수 있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PC  가의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으로 시스

템을 구 하여, 사용자의 경제  부담이 고, 문 

요양시설에서도 쉽게 설치가 가능하며, 가정과 문

요양시설간의 연계도 가능하다. 단독 노인세 의 노

인이나 탁아, 유아 보호시설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므

로 국가 양로원 등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컴퓨터에 한 

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쉽게 설치가 가능하며, 사

용자는 거주 지역 내에 웹 카메라를 설치하고 각 카

메라는 PC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노인의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 촬 된 상은 BMP 일로 장되

고, 실시간으로 보호자의 PDA로 송되어 노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응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에게 PDA 혹은 휴 폰으로 메시지나 노

인의 상이 송되어 24시간 노인을 감시하는데 효

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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