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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블루투스 기반의 가정 감시 지능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세계

적으로 경제 성장과 의료 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인 인구는 202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가 전체 인구에 15.1%에 도달하고 있어 

한국도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나 전문 병원 

및 요양소, 보호시설들이 전국에 약 80여개에 불과하여 고령화 사회가 되면 매우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다. 부족한 의료시설 및 요양시설을 대신하여 노인들의 가족들의 

원활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지하며, 가정 및 주거 지역 내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들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보호자 부재 시 노인의 응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비상사태를 관리,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급된 

인터넷을 통해 가정에서도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의 송․수신이 자유롭게 된 것과 

카메라를 이용한 상전송 기술의 보편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블루투스 기반의 

노인 가정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 는데, 이를 통해 응급 상황 시 노인의 상 데이터를 

보호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논문에서는 가정 혹은 주거 지역 내에서 웹 카메라를 이용하여 노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위급 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인터넷 기반의 블루투스 기반의 노인 

가정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 고, 개발된 시스템은 복수의 웹 카메라 인터페이스, 

Video Streaming Solution,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비디오를 볼 수 있는 웹서버로 

구성 되어있다. Video Streaming에서 6개의 센서 인터페이스를 설계 및 제어 기술을 

개발하 고, 블루투스를 이용한 ADSL과 VDSL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 장치를 

설계하 다. 또한 이동통신망인 CDMA 1X를 통한 메시지 전송 기술을 개발하고, 

블루투스와 각종 센서를 연결하는 프로토콜과 가스밸브 제어기술도 개발했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한 노인의 상황을 감시하는 것으로써, 

가정에서 설치가 쉽고, 상용화된 ADSL, VDSL망을 이용하여 쉽게 웹 서버에 접

속할 수 있어서 이용이 쉽다. PC 및 저가의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여,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적고, 전문 요양시설에서도 쉽게 설치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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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전문 요양 시설 간에도 연계가 가능하다. 단독 노인 세대의 노인이나 탁아, 

유아 보호 시설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므로 국가 양로원 등에 설치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하지만 가정 감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중요하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의 효과적인 암호화나 인증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한다면 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 되는 말 : 블루투스, PDA, 초고속 인터넷 망, 센서, 노인, 감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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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과 의료 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인구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1%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한국도 곧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가 됨으로써 경제력 있는 노인층이 증가하고 복지의 

필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인을 보살피는 문제를 자녀들의 노력과 

노동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노인은 점차적인 일상

생활 동작 수행능력의 상실로 24시간 보호가 필요하며 노인 1명은 평균적으로 가족 

3.8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 가족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시간적, 

환경적으로 많은 고통과 부담감을 겪게 된다.[1-2]. 

   부족한 의료 시설 및 요양소 시설을 대신하여 노인이 있는 가정의 원활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24시간 노인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가정 및 주거지역 내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들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보호자 없이 가정 및 주거지역의 범위를 벗어난 

노인을 보호자 또는 요양원에 경고하여 비상사태를 관리,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터넷 망이 보급되어 있어

서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 뿐 아니라 멀티미디어 데이터(video 등)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카메라를 이용한 실시간 상전송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반에서 인터넷을 통한 노인 감시 시스템을 구현하여, 

응급 상황 시 노인의 상데이터를 외부 감시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컴퓨팅(embedded computing)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해

진 개인 휴대 단말기(PDA)를 사용하 으며,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인 블루투스

(bluetooth)의 발전으로 인해 용이해진 데이터 전송기술과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으로 

가능해진 실시간 화상회의 및 실시간 상전송 기술들이 활용되었다 .[3-4] 

즉, PDA에 무선 LAN 기능을 부여하고, 생활 가전제품 속에 내장한 6개의 센서에 

의해 노인의 상태를 감지하게 하여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카메라로 캡쳐한 노

인의 상을 무선 통신으로 전송하여 신속하게 보호자의 PDA에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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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 다[5-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정에서 저가의 비용으로 노인을 24시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부양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감소시

키며,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정 감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 다. 

 1.1 노인 감시 시스템의 필요성

   

   사용자 측면에서는 원격지에서도 노인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노인을 간병하기 위한 인력 및 경제적 손실이 감소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및 단기 보호소의 

보완 및 기능을 강화하며, 노인 가족들의 사회 활동을 확대 시키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정용 관리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며, 가정용 

인터넷 망의 확대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 응용분야 확대로 

인하여 수익이 창출되며, 블루투스의 무선기술 응용 시스템 구현을 통하여 시장이 

형성되고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기술적 측면은 인터넷 기반의 video streaming 기술을 확보하며, PC를 이용한 

멀티 웹 카메라 제어 기술을 발달시킨다.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데이터 송수신 

기술과 센서 및 가정용 기기 제어 기술을 향상시키며, Motion detection 기술에 진보를 

얻는 것이다.

 1.2  최종 목표

   가정 혹은 주거지역 내에서 웹 카메라를 이용하여 노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위급 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인터넷 기반의 노인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양한 

센서와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한 지능 제어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리고 카메라 및 

온도, 연기, 가스 센서와 블루투스를 이용한 가스밸브 제어 시스템과 초전 및 개폐(출입) 

센서와 블루투스를 이용한 가정 감시 시스템을 구현하고, 움직임 감시 센서와 

블루투스를 이용한 환자의 규정지역 외의 수면감시 시스템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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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블루투스기반의 상 처리 시스템 설계

2.1 블루투스의 개요   

   컴퓨터와 전자 제품이 널리 사용되므로 모든 사무실과 가정에서 컴퓨터, 기타 

주변기기들을 연결하는 선들은 마치 미로와 같다. 이런 상황은 많은 유지 보수를 

야기한다. 무선 통신을 통해서 전선 없이 연결하는 것은 적은 유지보수, 신뢰성, 

보다나은 외양으로 인해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준다. 블루투스는 적은 비용, 믿을 수 

있는 무선통신을 통해서 장치들을 연결해 준다. 몇 년 후에는 모든 사무실과 가정에서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장치들을 사용할 것이다. 지금은 블루투스가 비싸지만 

5$짜리 블루투스 솔루션이 나오고 모든 장치에서 블루투스가 지원될 것이다.

   블루투스 기술은 PAN(Personal Area Network)개발을 위한 저비용, 저전력, 작은 

범위의 무선 통신 기술 개방 표준이다. 블루투스의 가격이 케이블 네트워크보다 

비싸면 블루투스는 케이블 네트워크로 대체될 것이다.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많은 

장치들은 배터리로 운 된다. 결국 무선 통신을 통한 장치들 간의 통신에 들어가는 

전력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선통신은 저전력으로도 가능하다. 블루투스는 

장치들 간의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 소규모 네트워크는 장치들이 

보통 10m 이내에 있고, 범위가 작은 경우를 말한다. 블루투스는 유선 연결을 피하기 

위한 중간매체로 무선통신을 사용한다. 이것은 관련 협회에서 정한 개방 표준에 

맞추고 있다. 

   블루투스 장비는 서로 다른 업체들이 제작할 수 있고, 상호운 이 가능하고 경쟁도 

하므로 적은 비용이 든다. 이런 점 때문에 블루투스는 PAN중 가장 유망한 기술

이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장치는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다른 

블루투스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2.1처럼 데스크 탑 

PC, 노트북, PDA, 키보드, 마우스, 휴대폰, 쌍방향 무선 전화기, 팩스, 스캐너, 

오버헤드등 여러 장치에 장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디오 시스템, 노트북, 

휴대폰, 헤드셋과 같은 차안의 다양한 장치들도 블루투스를 통해서 서로 통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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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누군가 뒷 자석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연결하지 않고도 휴대폰을 통해서 메일을 전송할 수 있다. 오디오 시스템을 통하여 

음악을 무선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으며 차안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를 내장한 카 네비게이션(car navigation) 시스템을 장착하면 휴대폰으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림 2.1  사무실 안의 블루투스

   블루투스의 주파수대는 2400∼2483.5MHz이고, 모든 블루투스 장치는 이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전파를 송신한다. 이대역은 79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채널은 

대역폭이 1MHz이다. 블루투스의 무선통신은 주파수 호핑(frequence hopping)방식을 

사용한다. 전송되는 주파수는 매 패킷마다 바뀐다. 일반적인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전송하는 장치는 받을 장치에 맞춰 세팅된 오직 하나의 주파수만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주파수 호핑을 하는 경우 전송하는 장치가 주파수를 변경할 때 홉 스퀸스

(hop sequence)가 생기고, 받는 장치에서 데이터를 받기 위해 자동으로 변경된 

주파수에 맞추어야 한다. 이것은 무선 통신 시스템의 설계를 복잡하게 한다. 그러나 

주파수 호핑은 통신연결이 안전하다는 이점이 있다. 수신 장치가 호핑하는 시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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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못하면, 데이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블루투스 무선 통신은 하나의 주

파수로 첫 번째 패킷을 보내고, 두 번째 패킷은 다른 주파수로 보내고, 나머지는 

대역에서 가능한 79개의 주파수 중 하나를 사용해서 보내게 된다.

   블루투스의 평균 작동 범위는 10m이기 이므로 네트워크에 있는 장치들이 반경 10m 

내에 있어야 한다. 범위는 무선 송신기의 전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력이 높을수록 

범위가 넓다. 블루투스 사양에는 장치를 3가지 급수로 분류한다. 1급장치는 최대 

100mW로 송신하고, 이것은 100m까지 송신한다. 2급장치는 10mW로 송신하고 반

경 50m까지이다. 3급장치는 1mW로 송신하며 반경 10m이다.

   블루투스는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 둘 다 지원한다. 음성통신은 회선교환 방식

(circuite-switching)으로 가능하고 데이터 통신은 패킷 교환 방식(packet-switching)으로 

가능하다. 두 방식 모두 블루투스에서 지원한다. 음성 통신을 지원하는 장치들 간 

연결하는 것은 SOC(Synchrous Connection Oriented) 링크이고, 데이터 통신을 위한 

연결은 ACL(Asynchronous Connection Less) 링크이다. 블루투스의 데이터 전송률을 

보면 블루투스 장치는 하나의 비동기 채널과 음성 채널 3개까지 지원한다. 양방향 

음성통신을 위해서는 64Kbps 데이터 전송률을 지원해야 한다. 비동기 링크를 

위해서는 두 가지 채널 모두가 가능하다. 하나의 비대칭 채널에서는 두 방향의 데이터 

전송률이 다르다. 한 방향은 723.2Kbps이고, 다른 방향은 57.6Kbps이다. 그리고 

블루투스의 보안 문제를 보면 모든 블루투스 장치는 48-bit 주소체계로 되어있다. 

이 주소 체계는 장치를 고유하게 인지할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블루투스 장치는 

하나의 유일한 주소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장치가 다른 장치와 통신을 하려고 한다면 

2번째  장치가 인증해야 한다. 그리고 채널에 있는 데이터들은 암호화하여 정해진 

수신자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무작위 수 생성기를 갖고 있다. 이 숫자는 인증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파수 호핑 스키마는 내장된 암호를 제공하고 마스터로 

보낸 데이터를 디코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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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정 감시 시스템 구성도

   

   그림 2.2는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블루투스와 무선 LAN 환경에서 노인을 감시해서 노인에게 이상이 생겼을 때 

센서가 노인의 상태를 감지해서 블루투스를 통해 카메라에 캡쳐된 이미지를 전송

함으로써 보호자가 노인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든 블루투스 기반의 노인 가정 감시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이다.  

   

 그림 2.2  가정 감시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각종 센서들의 정보는 근거리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블루투스에 의해 메인 

컨트롤 PC에 전달되며 메인 컨트롤 PC는 센서들의 정보 수신뿐만 아니라 16개의 웹 

카메라에 의한 상 입력, 가스밸브 차단기 제어,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메세지 전송

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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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가정 감시 시스템 순서도          그림 2.4 센서부와 메인 컨트롤 PC의 

                                                시스템 블럭도

     그림 2.3과 2.4는 센서부와 메인 컨트롤 PC의 시스템 순서도와 블럭도를 나타낸 것이다. 

센서 부는 6가지의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16개의 웹 카메라와 함께 실시간으로 노인을 

감시하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리고 각종 센서들에는 블루투스가 장착되어 있어 

설치가 간편하며, 모든 센서들의 정보는 각각의 고유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센서들의 

정보에 간섭 없이 데이타 전송이 가능하다. 메인 컨트롤 PC부분은 센서부에서 전송된 

정보들이 메인 컨트롤 PC에 장착되어 있는 Bluetooth USB dongle에 의해 수신된다.     

   메인 컨트롤 PC에서는 수신된 정보들을 분석하며, 노인의 위치 파악, 수면 중 움직임 

감지, 화재 및 가스 누출 감지 등을 체크하게 된다. 위험상황 발생시, 상황 발생지역을 웹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지역의 상을 캡쳐하며, 그와 동시에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가스밸브를 

제어하여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한다. 캡쳐된 상은 웹서버를 거쳐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보호자에게 현재 상황을 메시지로 알려 주게 된다. 따라서 보호자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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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감시용 센서의 특성 및 사양

    그림 2.5는 감시용 센서의 특성 및 사양으로써, 화재 감지를 위한 온도 센서, 연기 

센서, 가스 센서와 환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초전 센서, 개폐 센서 그리고 숙면시 

환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움직임 감시 센서 등  6가지의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5 6가지 감시용 센서

A) Smoke sensor B) Temperatuer sensor

C) Gas sensor D) Pyroelectric IR sensor

E) Photo sensor F) Motion detector sensor

(1) 화재 센서

   화재 센서에는 온도 센서와 연기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 시 발생하는 고온이나 

연기를 검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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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센서 사양

   표 2.1은 화재 센서(온도 센서, 연기 센서)의 사양을 보여준다.

표 2.1  화재 센서의 사양

온도센서 [ 차동식 스포트형 ]

정 격 전 압 DC 12 ~ 24V

환 경 조 건 -10°C ~ 50°C RH 85%

연기센서 [ 광전식 ]

정 격 전 압 DC 12 ~ 24V

Response Time 2 ~ 10 sec

2) 화재 센서 회로도

   화재 센서의 회로도는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화재 센서 구동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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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 센서

   가스 센서에 LPG : 0.06% ~ 0.45%, LNG : 0.06% ~ 1.25% 의 가스가 검출되면 센서가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가스의 누출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 준다.

1) 센서 사양

   표 2.2는 가스 센서의 사양을 보여준다.

                        표 2.2 가스 센서의 사양

    가스 센서 

정 격 전 압 DC 15V

환 경 조 건
 경보농도   - L P G  :  0.06% ~ 0.45%
                - L N G  :  0.06% ~ 1.25%

2) 가스센서 회로도

   그림 2.7은 가스 센서 구동회로도를 보여준다.

 그림 2.7  가스 센서 구동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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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전 센서

   강유전체(强誘電)가 적외선을 받으면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자발분극(自發分極)의 변

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량에 비례하여 전하(電荷)가 유기(誘起) 된다. 그 현상을 초

전효과(焦電果)라고 하며, 초전형 적외선 센서는 Pyroelectric IR sensor 또는 Fine 

ceramic(焦電果)라고 한다. 초전형 적외선 센서는 Fine ceramic 의 초전효과를 이용

하여 인체 등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적외선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특

성을 이용하여 벽면 귀퉁이에 센서를 설치함으로써, 노인의 움직임 감지뿐만 아니라 

노인의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1) 센서 사양

   표 2.3은 초전 센서의 사양을 나타낸다.

표 2.3 초전 센서의 사양 

초 전 센 서

정 격 전 압 DC 15 V

정격주파수 60 Hz

사용 주위 온도 -10°C ~ 30°C

조도감지기능  30Lux 이하에서 동작

감 지 범 위 약 45° 

유효감지거리 약 5m

감지동작속도 0.3m ~ 1m/sec

가. 감지 범위

   그림 2.8은 초전 센서의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감지 범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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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초전 센서 감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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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전 센서 1  회로도

   그림 2.9는 초전 센서 1의 구동회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2.9 초전 센서1 구동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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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전 센서 2  회로도

   그림 2.10은 초전 센서 2의 구동회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2.10  초전 센서2 구동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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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폐 센서

   그림 2.11은 적외선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Photo Sensor를 개폐센서(Photo 

Sensor)로 사용하 다. 투광기와 수광기로 이루어져 있는 투과형 Photo Sensor 두 

쌍을 출입문에 부착하여 노인의 무단 외출을 감시 하게 된다. 

1) 기본구조

 그림 2.11 광 센서 기본구조

투투 광광 기기 수수 광광 기기

• BM 3M -TD T1 • BM 3M -TD T2

검 출 물 체

(갈 )

(청 )

(갈 )

(청 )

(흑 )

+

-

+

-
12~ 24VDC  ± 10% 12~ 24VDC  ± 10%

출 력

투투 광광 기기 수수 광광 기기

• BM 3M -TD T1 • BM 3M -TD T2

검 출 물 체

(갈 )

(청 )

(갈 )

(청 )

(흑 )

+

-

+

-
12~ 24VDC  ± 10% 12~ 24VDC  ± 10%

출 력

2) 센서 사양

   표 2.4는 광 센서의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표 2.4 광 센서의 사양

  

광 센 서

정 격 전 압 DC 15 V

검 출 거 리 3m

검 출 물 체 Φ 8mm 이상의 불투명체

응 답 시 간 3ms 이하

사 용 광 원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변조식)

동 작 모 드 Dark ON

사용주위조도 태양광 : 1000Lx이하, 백열등 3000Lx 이하

사용주위온도 -10°C ~ 60°C, 보존시 : -27°C ~ 70°C

사용주위습도 35% ~ 85%RH, 보존시 : 35% ~ 85%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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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폐 센서 회로도

   그림 2.12는 개폐 센서 구동 회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2.12 개폐 센서 구동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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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움직임 감지 센서 

   그림 2.13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ge)는 측정할 대상의 변형을 직접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어 주기 때문에 사용자로 하여금 얻고자 하는 

변형률이나 응력변화를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사람의 숙면 시 발생

하는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 할 수 있는 회로를 구현하 다.

 그림 2.13 움직임 감지 센서

   환자의 미세한 움직임에 의해 침대에 발생되는 진동이나 변화를 감지하여 

Wheastone Bridge 회로로 구성된 스트레인 게이지 회로의 전압의 변화를 발생

하게 되고, 이때 발생한 출력 값은 매우 작기 때문에 증폭회로와 노이즈 필터를 

사용하여 출력 값을 증폭시키면서 동시에 노이즈를 제거하여 최종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입력되어 처리된다.

1) 기본구조

   스트레인 게이지는 크게 Strain Sensing Alloys부와 Backing부, Tab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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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train Sensing Alloys

   실제적인 변형량을 감지하는 부분으로 여러 가닥의 저항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변형률을 증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감지부의 저항선은 Wire 방식이나 

Foil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 재질은 용도에 따라서 Constantan(Ni + Cu), 

Nichrome(Ni + Cr), Manganin(Ni+Cr+Cu), Karma(Ni+Cr+Al+Fe), Lsaclastic(Ni+Cr+Fe+Mo), 

순수 Nickel, Platinum, Soft Iron, Copper 등이 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

는 재질은 니켈, 구리 합금인 Constantan 이며, 최대 변형률은 6%정도이고 

Gage factor는 2.0∼2.1정도이다.

나. Backing

   Strain Sensing Alloys부의 형상을 유지시켜 주고, 측정대상에 접착하기 용이 

하도록 하며, 측정물과의 절연 기능을 맡고 있다. 재질은 Polyimide나 Epoxy등이 있고, 

두께는 12∼50㎛ 정도이다. 또한 이 재질은 감지부의 저항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막으로 코팅하는데도 이용한다.

다. Tab

   터미널부에 결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저항선보다 넓은 면으로 되어 있으며, 

이곳에 납땜을 하게 된다.

2) Strain Gage 회로도

가. Strain Gage 회로도

   그림 2.14는 Strain Gage의 회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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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4  움직임 감지 센서 구동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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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train Gage 전원부 회로도

   그림 2.15는 Strain Gage 전원부 회로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5 움직임 감지 센서 전원부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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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스 밸브 제어기

   위급 상황 발생 시(화재 발생, 가스 누출) 각 센서들은 블루투스를 통해 메인 

컨트롤 PC로 정보를 전송할 것이며, Main Control PC에서 정보를 분석 후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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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차단기로 Data를 전송하게 되고, 차단기에서는 자동으로 밸브를 잠그게 된다. 가스 

밸브 차단기 역시 블루투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착이 간편하다. 

1) 센서 사양

   표 2.5는 가스 밸브 센서의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표 2.5  가스 밸브 센서의 사양

 

가스밸브사양

정 격 전 압 DC 15 V

Torque (Kgf-cm) 65

개 폐 속 도 3초 이내 

2) 가스 밸브 차단기 회로도

   그림 2.16은 가스 밸브 차단기 회로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6  가스 밸브 차단기 구동 회로도

SPP05 [ 00-02-78-01-37-7E ] ---> COM Port  ( CO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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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Bluetooth의 특성 및 사양

(1) 블루투스의 사양

   그림 2.17은 블루투스에 관련된 사항들을 나타낸 것이다. 블루투스에 한 종류인 

HCS-100은 센서부에 들어가는 모듈이고, MSPP는 메인 컨트롤 PC에 접속하는 Dongle

이라고 하는 리시버이다.

그림 2.17 센서에 내장된 블루투스와 리시버

A) HCS-100 [센서부에 사용]      B) MSPP [메인 컨트롤 PC에 사용]

C)센서부 회로에 장착된 HCS-100  D) 센서부 회로에 장착된 HPS-110

   블루투스에서 동작 전원 인터페이스는 그림 2.18에서와 같이 PIN 번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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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18번을 통한 3.3~12V 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안테나 인터페

이스의 경우 HCS-100는 내장형 칩 안테나를 사용한다. Signal 인터페이스의 경우 

Signal Interface를 위한 컨넥터는 SAMTEC의 CLP-109-02-G-D-BE를 사용하는 것

이다. 표 2.6과 2.7은 블루투스의 HCS-100의 특성 사양과 블루투스의 신호 규격을 

나타낸 것이다. 

 표 2.6 블루투스의 HCS-100 사양

주 목 사 양

통신속도
▪ 최대 115.2kbps

▪ 지원 통신속도: 9.6/19.2/38.4/57.6/115.2kbps 

통신거리 100 M (가시거리 기준이며 사용환경에 따라 가변적임) 

통신방식 1:1 

RS-232 신호 TxD, RxD, GND, 옵션: RTS, CTS 

R S - 2 3 2 

Interface
SAMTEC의 CLP-109-02-G-D-BE 

무선규격 Bluetooth Specification Version 1.1 

주파수 대역 2.400 ~ 2.4835GHz (ISM 밴드) 

호    핑 1,600회/초, 1MHz Channel Space 

변조방식 GFSK, 1Mbps, 0.5BT Gaussian 

송신출력 Class 1 (최대 20dBm) 

수신 신호 범위 -84 ~ -20dBm 

안테나 사양

안테나 형태 내장형 칩 안테나 

Gain 최대 1.5 dBi 

환 경 사 양

입력전원 +3.3 ~ 12VDC 

동작온도 -20 ~ 75 ℃

소모전류 최대 20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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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8 Connector Pin-layout (Top View)

1 6 7 8 93 4 52

18 13 12 11 1016 15 1417

   표 2.7은 블루투스의 신호규격을 나타낸 것이다.

  

                     표 2.7 블루투스의 신호규격

PIN 번호 신호명 방향 설명 

1,18 Vcc Input +3.3V<Vcc< +12V, +3.3V 선호 

2 SPI_MOSI Input SPI 신호, 프로그램 용 

3 SPI_CSB Input SPI 신호, 프로그램 용 

4 RXD Input +3.3V TTL level 

5 TXD Output +3.3V TTL level 

6 /RTS Output TTL level, 옵션 

7 /CTS Input TTL level, 옵션 

8 SPI_CLK Input 신호, 프로그램 용 

9 SPI_MISO Output 신호, 프로그램 용 

10,11 GND Signal Ground 

12 Link_status Output 무선 연결 상태(연결: High)

13 /RESET Input +3.3V TTL level, Active high 

14 N/A 사용 안함 

15 N/A 사용 안함 

16 DTR 옵션

17 DTR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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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ulti Serial Port Profile 

   그림 2.19은 Bluetooth USB Dongle의 내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2.19  Bluetooth USB Dongle

표 2.8 블루투스의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표 2.8 블루투스의 기능

블루투스 기능

무선 RS-232를 위한 연결 지원

Plug & Play 고속 USB Port 사용 

사용환경 : Windows 98SE, ME, 2000, XP 

최대 동시 7 RS-232 무선 연결 지원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 모드로 동작 

서버 모드 : 다른 장치들이 서버 PC로 무선 연결할 수 있도록 동작 

클라이언트 모드: PC에서 다른 장치들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동작 

통신속도 : 최대 723Kbps

통신거리 : 최대 100m 

규격 : Bluetooth Specification 1.1

2.5   동 상 캡쳐 및 카메라 컨트롤

   그림 2.20와 표 2.9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성도로서 

비상  사태 시 서버에서 노인을 캡쳐하여 클라이언트로 보내서 디스플레이 되는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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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림 2.20  동 상 캡쳐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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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p tu re  C o n t ro l

R e c e iv e r

D e c o d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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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 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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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기능

서버 (Server) 클라이언트  (C lient  )

① 카메라 상 캡쳐 ① 서버에 접속 후 카메라 선택

② 아날로그입력을 디지털로 변환 ② 선택한 카메라의 상을 수신

③ 센서들의 작동 여부 판단 ③ 수신된 상을 모니터로 출력

④ 상데이터와 센서데이터 전송 ④ 센서 작동시 위급상황 표시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다수의 카메라에서 획득하여 이미지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서버와 전송된 이미지를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클라이언트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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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서버에는 하나의 PC에서 여러 대의 CCD 카메라의 아날로그 상신호를 

디지털화 하는 상보드와 상보드 제어 및 전송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

되어 있다. 즉, 상 획득과 전송을 모두 하나의 PC에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획득된 상을 전송 서버까지 보내는 전송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단위 시간당 데이터 전송량을 증가시켜 만족할 만한 상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실시간 전송 시스템이다. 따라서 주된 목적은 실

시간으로 보호자에게 보다 좋은 상을 전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트워크의 통

신상태, 서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전송량을 조정한다.

   본 시스템은 그림 2.20과 같이 서버 측과 클라이언트 측으로 구성된다. 서버 부분

에서 CCD 카메라들, 상 획득 및 전송 프로그램, 그리고 받아들인 아날로그 

입력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카메라 전용 보드, 일반 가정용 PC로 구성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부분에서는 서버에 접속하고, 카메라를 선택하고, 선택한 카메라로부터 

상을 전송 받고 서버의 상태에 따라 응답하는 기능을 하나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담당한다.

(1) 소프트웨어 설계

   본 시스템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Windows 기반으로 동작하며, Microsoft사에서 

제공하는 Visual Studio 6.0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작성하 다. 사용자의 IP를 저장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Microsoft사의 SQL을 사용하 으며, PDA 프로그래밍은 

Microsoft사에서 제공하는 Embedded Visual C++를 사용하 다.

1) MPEG4 및 MJPEG 스트림 전송

   그림 2.21은 동 상 데이터 흐름도를 나타냄으로써, DirectPlay를 기반으로 제

작한 네트워크 송수신 필터를 이용하여 동 상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 다. 다음 

그림은 동 상 데이터의 데이터 흐름도이다. Network Transmitting Filter 와 

Network Receiving Filter는 DirectPlay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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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IP를 기반으로 동작한다. 여러 개의 연결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데이터의 포트를 다르게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 다.

DirectShow Filter Graph Manager

Video
Capture

Mpeg4/Mjpeg
Encoder DLL

Mpeg4/Mjpeg
Encoder Control Filter

Network Transmitting
Filter

Display Direct Draw
Mpeg4/Mjpeg
Decoding Filter

Network 
Receiving Filter

Direct Play

Direct Draw Display

DirectShow Filter Graph Manager

Video
Capture

Mpeg4/Mjpeg
Encoder DLL

Mpeg4/Mjpeg
Encoder Control Filter

Network Transmitting
Filter

Video
Capture

Mpeg4/Mjpeg
Encoder DLL

Mpeg4/Mjpeg
Encoder Control Filter

Network Transmitting
Filter

Display Direct Draw
Mpeg4/Mjpeg
Decoding Filter

Network 
Receiving Filter

Display Direct Draw
Mpeg4/Mjpeg
Decoding Filter

Network 
Receiving Filter

Direct Play

Direct Draw Display

그림 2.21 동 상 데이터 흐름도

   MPEG4/MJPEG Encoder Control Filter에서는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 데이터의 

전송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네트워크의 상황이 좋지 않아 전송률이 낮아질 

경우에는 MPEG4의 프레임 레이트를 낮추어서 압축되는 비트수를 적게 만들며, 

전송률이 좋을 경우에는 MPEG4의 프레임 레이트를 높여서 자연스러운 동 상이 

보일 수 있도록 한다.

   MPEP4의 압축과 복원 필터는 DivX에서 제공하는 필터를 사용하 다. MPEG4 

압축 필터는 압축 율을 조절할 수 있어서 네트워크의 종류에 따라 조절하여 셋팅할 

수 있다.

2) 전용프로그램

   일정한 장소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를 위해 전용 프로그램을 제작하 다. 가정에서 

전용 프로그램이 동작하여 16개의 카메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전송하면,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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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 PC에서 고속 인터넷 망을 통해 접속한 사용자가 전송되는 동 상 데이터를 

보며, 가정의 노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320 × 240 크기로 4개의 카메라로부터 입력받은 데이

터가 화면에 디스플레이 된다. 이때 사용자가 어느 하나의 화면을 선택하면, 640 

× 480 크기로 한 화면의 데이터만이 디스플레이 된다. 사용자로 하여금 카메라가 

설치된 모든 곳의 화면을 한 번에 검색하 다가 필요한 화면을 선택했을 시에는 

고화질의 화면을 보여주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림 2.22는 가정 감시 지능 시스템의 서버구성도이다. 16대의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상을 MUX에서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어 PC로 전송해 준다.

가. 가정 감시 지능시스템의 서버 구성

그림 2.22 가정 감시 지능시스템 서버 구성도 

서버 동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접속해오는 클라이언트 요청 확인

② 클라이언트의 선택 카메라 확인

③ 선택된 카메라의 상 획득 및 압축

④ 각 센서로부터 데이터 획득

⑤ 상 데이터 및 센서 데이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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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정 감시 지능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구성

   그림 2.23은 가정 감시 지능시스템의 클라이언트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23 가정 감시 지능 시스템 클라이언트 구성도

Network HDD Disk Software Codec

Network HDD DiskHDD Disk Software Codec

클라이언트 동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서버 접속 요청

② 카메라 선택

③ 전송된 상의 복원

④ 상 Display

   클라이언트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만 있으면 윈도우즈 시스템 

환경의 어디에서나 사용가능 하도록 제작하 다. 클라이언트 측 시스템 환경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고속 네트워킹이 가능한 PC 환경 어디에서든지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관성 있는 서비스는 정지 상을 통해 

보여주는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준다. 그림 2.23은 가정 감시 지능 시스템 

클라이언트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에 원하는 카메라의 상 전송을 요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온 상 데이터를 MPEG 코덱으로 압축을 풀어 화면에 보여준다.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Microsoft사의 비주얼 C++ 6.0 이 사용되었다. 

3) 상 시스템 구현

   그림2.24, 그림2.25, 그림2.26, 그림2.27은 본 논문에 의해 구현된 서버, 클라이

언트 프로그램 실행 화면이다. 그림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4대의 카메라를 지

원하는 서버에 접속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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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서버 16CH 실행 화면

그림 2.25 클라이언트 16CH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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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서버 1CH 실행 화면

그림 2.27 클라이언트 1CH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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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은 10Mbps Ethernet LAN 환경에서 실험을 하 으며, 서버에서는 펜티엄4 

2.4GHz, 메모리는 512MB에서 실험을 했고, 4대의 CCD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을 

획득 하 다. 실험결과는 실시간으로 모든 카메라의 상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각 카메라를 선택하여 볼 수 있었다.

가. 상 보드 

   서버는 16대의 CCD 카메라와 획득된 아날로그 상을 디지털 상으로 변환

하는 전용 비디오 카드가 장착된 가정용 PC가 사용되었고,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일반 가정용 PC가 사용되었다. 본 시스템에서는 Rockwell 사의 BT878 상 

획득 전용 칩을 사용하여 상 보드를 제작하 다. 그림 2.28은 상보드의 회로도이고, 

그림 2.29는 BT878 상 칩의 블록도로서 BT878 칩은 16대의 CCD 카메라의 아날로그 

상을 디지털 상으로 바꾼다. 디지털 상은 여러 대의 카메라의 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압축하기 위하여 정지 상으로 압축한다. 하지만, 정지 상을 초당 여러 

프레임으로 제공하면 동 상과 유사한 상을 얻을 수 있으므로, 본 시스템의 목적인 

노인 가정 감시 지능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30은 상 보드의 블럭도

이다. 아날로그 MUX를 통해 16대의 CCD 카메라로부터 아날로그 상을 받아 

디지털 상으로 바꾼 후 소프트웨어를 통해 정지 상을 MJPEG 압축 저장하고, 

저장된 정지 상을 가정용 PC로 보여주고,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전송하는 상의 크기는 320 × 240 픽셀로 지정하 고,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 

전송속도를 자동으로 조절되게 프로그램 하 다. 

서버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① 접속해 오는 클라이언트의 요청 확인

  ② 클라이언트의 선택 카메라 확인

  ③ 선택된 카메라의 상 획득 및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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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8은 카메라를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상보드의 회로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28 상 보드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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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9는 BT8778의 상 칩의 블럭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29 BT878 상 칩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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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0과 2.31은 상 보드 블록도와 상 보드의 전면 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30 상 보드 블럭도

그림 2.31 상보드 전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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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웹 카메라 

   웹 카메라는 SK-2115S를 사용하 고, 표 2.10은 웹 카메라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1) 웹 카메라 사양

   표 2.10은 노인의 상황을 감시하는 웹 카메라의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표 2.10 웹 카메라 사양

2) 웹 카메라 기본 구조

   그림 2.32는 웹 카메라의 연결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32 웹 카메라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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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PDA Interface

   PDA란 Personal Digital Assistant(휴대형 정보 단말기)의 일종으로,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이동하면서도 계속 작업이 

가능하고, 전자수첩과 마찬가지로 개인 정보 관리나 일정 관리가 가능한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를 말한다. 초기에는 계산이나 일정 관리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다가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Post PC’의 대표적인 정보 통신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PDA는 손으로 쓴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통한 정보 교류는 

물론 온라인 주식 거래나 전자 상거래 등 무선 인터넷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이동전화와 결합해 각종 교통 정보를 알 수 있으며, 팩시 리 기능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노인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설치한 후, 노인의 가족들은 컴퓨터에 설치된 

application을 이용하여 집 밖에서도 노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컴퓨터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개인이 휴대하기 쉬운 PDA를 사용하여 가족들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표 3.1과 표3.2는 Post PC의 종류와 PDA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표 3.1 Post PC의 종류

Post PC

PDA  Palm-size PC, Pocket PC, Hand-held PC

WebPad  Tablet 형태

SmartPhone  휴대폰 형태, 크기/ 비용 문제

WebTv  TV와 인터넷을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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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PD A의 종류

PDA 종류

Palm-size PC  Palm OS 또는Windows CE Palm-sizeVersion 탑재

Pocket PC  Windows CE Pocket Version 탑재

Hand-held PC  Windows CE Hand-held Version 탑재

3.1. Windows CE 운 체제

   Microsoft사는 1996년 9월 16일 페가수스로 명명되었던 Windows CE를 발표

하 으며, Windows CE는 PDA, 무선 통신기기, 차세대 오락/멀티미디어 기기, 특

수 목적용, 인터넷 접속기 등 정보화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공식 버전은 

3.0∼4.0 그리고 Windows CE.net (4.0버전) 버전이 발표된 상태이다. 

(1) Windows CE의 특징

① 순수 32 비트 운 체제로 크기가 작다.

② Win 32 API의 Subset을 사용한다. 

 (MSDN에서 API 설명 하단에 그림 3.1과 같이  Windows CE OS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③ 여러 종류의 CPU를 지원한다(표 3.3).

④ 데스크 탑과 동일한 개발환경을 지원한다.

⑤ 모듈성이 강하다.

⑥ 이식성이 좋다.

⑦ 통신기능 지원이 좋다. : IrDA, Serial, Compact Flash Slot Ⅰ/Ⅲ, socket 통신 

등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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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Windows CE OS

 표 3.3 회사별 PDA 내장 CPU 비교

                  

   그림 3.2는 Windows CE의 OSI 모델을 나타냄으로써, 입력 인터페이스 성능에 따라 

Windows CE의 Version은 Palm-size PC, Pocket PC, Hand-held PC로 나눌 수 있

으며, PDA의 입․출력 인터페이스는 모두 터치스크린 방법을 사용하며, 스타일러스 펜

을 마우스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한 문자 인식 방법 외에 PDA

용 키보드나 가상 키보드를 사용하여 문자인식 및 각종 입력을 받는다. PDA의 출력 

인터페이스는 LCD화면이며, 표 3.4는 PDA의 출력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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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Windows CE OSI 모델

                      표 3.4 PDA의 출력 인터페이스

                    

65536칼라640x240Hand-held PC

16 흑백, 256 / 4096 / 65536칼라240x320Palm-size / Pocket PC

색상화면 크기

   PDA의 RAM은 Storage와, Program 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할당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Windows CE 3.0 버전에서 파일 시스템은 최대 512MB의 

RAM을 가지며, File 하나의 최대 크기는 32MB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CE 2.x 버

전에서의 최대 RAM 16MB, File 하나의 최대 크기 16MB에 비해 그 용량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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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PDA는 디렉토리 개념이 없고, UNICODE 문자 셋을 

사용하여, 기존의 ANSI 문자 셋이 모든 나라의 언어를 표현 못하던 부분을 보완

하 다. 

(2) Windows CE 개발 환경

   표 3.5는 Windows CE용 application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tool로 Visual 

Studio 6.0과 eMbedded Visual Tools 3.0을 들 수 있다.

                        표 3.5 PDA의 개발 Tool 환경

                          

Visual Studio 6.0 eMbedded Visual Tools 3.0

개발 

Tool
Visual C++

Visual 

Basic

eMbedded 

Visual C++

eMbedded 

Visual 

Basic

필요한

 Tool 

Kit

Windows CE

Toolkit for 

VC++6.0

Windows 

CE 

Toolkit 

for VB 

6.0

Visual Studio가 필요없는 

독립적인 개발 tool

필요한

 SDK

Palm-size PC SDK 1.2

Pocket PC SDK, Pocket PC SDK 2002, 

Pocket PC SDK 2003 (eMbedded Visual Tools 4.0) 

Handheld PC 2000 SDK

                   

1) 주요 개발 환경

① Microsoft eMbedded Visual Tools 3.0

   현재 무료 개발 툴이며, 시리얼번호가 오직 하나인 것이 특징이다. Microsoft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eMbedded Visual Tools은 VC++ 3.0과 

VB 3.0, Tool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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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ctiveSync 3.5, ActiveSync 3.6, ActiveSync 3.7

   역시 프리웨어이며, Microsoft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ActiveSync란 

PDA와 데스크탑 PC를 연결해 각종 정보를 동기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 PDA에 테스트하기 위해, PDA와 데스크 탑을 싱크하는 역할을 

한다.

③ Emulator 

   그림 3.3은 개발한 program을 PDA없이 test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데스크 탑

에 가상으로 PDA의 Emulator를 띄워 컴파일해볼 수 있으며, 이 Emulator는 SDK

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3.3 Pocket PC의 Emulator 화면

(3) BMP 디스플레이

   PDA는 일반 PC에 비해 낮은 성능의 CPU와 적은 메모리, 적은 하드용량을 



- 43 -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PC에서 동작하는 동 상을 그대로 PDA에서 

구현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동 상 

대신 정지 상을 전송받아 디스플레이 하도록 하 다. BMP으로 압축된 정지 상을 

전송받아 화면에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외부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의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Windows CE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해 Pocket Internet 

Explore에서 사용하는 BMP 파일 디코딩을 위한 동적 라이브러리(ImgDecmp.dll)를 

이용하 다. ImgDecmp.dll을 이용하려면 먼저 링크시에 참조할 수 있도록 

Project-Setting-Link 탭에 가서 “Object/Library module"에 ImgDecmp.lib를 추가

해 준다. 그런 다음 콜백 함수를 구현해주고 몇 가지 설정을 맞쳐주면 된다.

1) 콜백 함수

   먼저 ImgDecmp.lib이 동작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파일을 확인해주고 

ImgDecmp.h 에는 ImgDecmp.dll이 동작하는 데는 두개의 콜백 함수의 형식이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① typedef void (CALLBACK *PROGRESSFUNC) (IImageRender *pRender, 

BOOL bComplet, LPARM IParam);

 ② typedef DWORD (CALLBACK *GETDATAFUNC)  (LPSTR szBuffer, 

DWORD dwBufferMax, LPARAM IParam);

   GETDATAFUNC 콜백 함수는 BMP 파일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읽어오는 함수이고 

PROGRESSFUNC 콜백 함수는 이미지 디코딩 과정이 완료되었을 때 호출되는 함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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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compressImageInfo 구조체

   다음으로 초기화를 위한 DecompressImageInfo 구조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JPEG 디코딩 과정을 위한 버퍼나 HDC를 초기화하고 GETDATAFUNC과 

PROGRESSFUNC 콜백 함수로 이용할 함수를 연결한다. DecompressImageInfo 

구조체의 멤버는 표 3.6과 같다.

 HRESULT DecompressImagelndirect(DecompressImageInfo *pParams);

표 3.6 DecompressImageInfo 구조체 설명표

                 

DecompressImageInfo 구조체 멤버 설    명

DWORD dwSize; 구조체의 크기

LPBYTE pbBuffer; 버퍼 포인터

DWORD dwBuffer;

DWORD dwBufferCurrent;
버퍼의 최대 크기

HBITMAP *phBM; Bitmap 핸들의 포인터

IImageRender **ppImageRender; ImageRender 객체 포인터

int iBitDepth; 픽셀당 비트수

LPARAM lParam; 콜백함수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HDC hdc; HDC

int iScale; 배율(%)

int iMaxWidth; 출력 이미지의 최대폭

int iMaxHeight; 출력 이미지의 최소폭

GETDATAFUNC pfnGetData; 데이터를 읽기 위한 콜백함수

PROGRESSFUNC pfnImageProgress; 진행 사항을 읽기위한 콜백함수

COLORREF crTranparentOverride; GIF 이미지에서 사용

   lParam의 경우 콜백 함수로 전달하는 파라미터인데 콜백 함수를 구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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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대개는 오픈된 이미지 파일의 핸들이나 파

일명 또는 이미지 파일을 읽었다면 저장된 버퍼의 주소등을 전달하면 될 것이다.

3) 디코딩 함수 

  ImgDecmp.dll에서 실제로 이미지 파일을 디코딩하는 함수는 DecompressImageIndirect()

함수이다. 이 함수는 DecompressImageInfo구조체에서 정의한 버퍼와 GERDATAFUNC 

콜백 함수에 의하여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버퍼크기에 맞게 받아들인 후 이미지 

파일을 디코딩하는 역할을 한다. ImgDecmp.dll에 정의된 함수 형식은 다음과 같

이 함수 인자로 초기화한 DecompressImageInfo 구조체의 포인터를 넘기면 된다.

4) 이미지 파일 표시하기

   이와 같은 방법으로 PDA에서 BMP 파일을 전송받아 디스플레이하 다. 다음 

그림 3.4는 PDA를 이용해 전송받은 BMP 파일을 보여준 것이다.

그림 3.4 PDA에서 BMP 파일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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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lideshow 구현

   슬라이드 쇼 기능은 My Documents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 파일을 검색

해서 일정 시간마다 이를 자동으로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다. FindFirstFile(), 

FindNextFile()을 이용하여 구현하 다.

   처음으로  FindFirstFile()을 이용하여 파일을 검색할 수 있게 한 후 타이머를 

구동하면 일정시간마다 FindNextFile() 함수를 이용하여 파일을 찾고 이를 표시하도록 

구현하 다.

   먼저 FindFirstFile()에서 MyDocuments 폴더 안에 있는 모든 BMP파일을 찾아 

hFind 핸들에 저장한다. WIN32_FIND_DATA구조체 변수인 fd에서 파일명을 얻는다. 

파일명에서는 패스의 처리가 안 되므로 CString 클래스를 이용해서 완벽한 패스 명을 

만들어주고 LoadImage()를 호출하면 슬라이드 쇼에서 사용할  첫 이미지를 로딩한다. 

마지막으로 FindNextFile()을 호출하는데 이는 OnTimer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3.2. ANSI 와 UNICODE

(1) ANSI

   표 3.7은 ANSI에서 제정한 문자표현의 형태는 ASCII다. 보통 ANSI로 표현한다는 

것은 ASCII(0∼255)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확장 

ASCII가 필요하기는 하다. 0에서 255까지의 사이에서 표현되는 ASCII(확장 ASCII

포함)는 0∼31까지의 제어문자와 32∼127까지의 1byte 문자, 128∼255사이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문자로 크게 나뉜다. 우리가 주변기기나 화면 표현을 위해 제어문자는 

많이 사용한다. CR, LF도 제어문자이다. 각각의 값이 13과 10이니까 0∼31사이의 

표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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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ASCII

 

제어값 16진 표현 Code

0 0x00 NUL  Null

1 0x01 SOH  Start of Heading

2 0x02 STX  Start of Text

3 0x03 ETX  End of Text

4 0x04 EOT  End of Transmit

5 0x05 ENQ  Enquiry

6 0x06 ACK  Ackonwledge

7 0x07 BEL  Audible Bell

8 0x08 BS  BackSpace

9 0x09 HT  Horizontal Tab

10 0x0A LF  Line Feed

11 0x0B VT  Vertical Tab

12 0x0C FF  Form Feed

13 0x0D CR  Carriage Return

14 0x0E SO  Shift Out

15 0x0F SI  Shift In

16 0x10 DLE  Data Link Escape

17 0x11 DC1  Device Control 1

18 0x12 DC2  Device Control 2

19 0x13 DC3  Device Control 3

20 0x14 DC4  Device Control 4

21 0x15 NAK  Negative Acknowledge 

22 0x16 SYN  Synchronous Idle

23 0x17 ETB  End Transmit Block

24 0x18 CAN  Cancel

25 0x19 EM  End of Medium

26 0x1A SUB  Substitution

27 0x1B ESC  Escape

28 0x1C FS  Figure Shift

29 0x1D GS  Group Separator

30 0x1E RS  Record Separator

31 0x1F US  Unit Separator

(2) UNICODE

   표 3.8은 PDA에 사용언어인 UNICODE를 나타낸 것이다.

0∼127까지의 문자를 SBS(Single-Byte-Character set)를 나타내며 ASCII를 의미한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1자리만으로도 표현이 가능한 문자를 의미한다. 숫자,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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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문자기호 모두 SBS에 해당한다. SBCS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확장 ASCII라고 

부르는 128∼255까지의 표현문자는 MBS라고 하며 Multi-byte Character Set의 

약자이다. MBCS라고도 한다. MBS는 자기 자신만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문자를 

가르킨다.

   Windows CE 2.11 HPC부터 화면상에 ASCII로 표현되더라도 한 로 표현해준다. 

그 이전 버전에서는 확장 ASCII코드는 그대로 보여줘서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ASCII다음으로 나온 것이 UNICODE이다.

표 3.8 　UNICODE

                             

값 16진 초성 중성 종성

0 0x00 ㄱ ㅏ

1 0x01 ㄲ ㅐ ㄱ

2 0x02 ㄴ ㅑ ㄲ

3 0x03 ㄷ ㅒ ㄱㅅ

4 0x04 ㄸ ㅓ ㄴ

5 0x05 ㄹ ㅔ ㄴㅈ

6 0x06 ㅁ ㅕ ㄴㅎ

7 0x07 ㅂ ㅖ ㄷ

8 0x08 ㅃ ㅗ ㄹ

9 0x09 ㅅ ㅘ ㄹㄱ

10 0x0A ㅆ ㅙ ㄹㅁ

11 0x0B ㅇ ㅚ ㄹㅂ

12 0x0C ㅈ ㅛ ㄹㅅ

13 0x0D ㅉ ㅜ ㄹㅌ

14 0x0E ㅊ ㅝ ㄹㅍ

15 0x0F ㅋ ㅞ ㄹㅎ

16 0x10 ㅌ ㅟ ㅁ

17 0x11 ㅍ ㅠ ㅂ

18 0x12 ㅎ ㅡ ㅂㅅ

19 0x13 ㅢ ㅅ

20 0x14 ㅣ ㅆ

21 0x15 ㅇ 

22 0x16 ㅈ

23 0x17 ㅊ

24 0x18 ㅋ

25 0x19 ㅌ

26 ㅍ

27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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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CII는 1자리면 표현이 가능했다. 하지만 UNICODE는 모든 문자를 2자리로 

처리하여 어느 언어의 컴퓨터라도 자국어가 그대로 가능하도록 하는 코드 방식이다. 

ASCII인 0∼127사이의 문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확장 ASCII에 해당하는 

128∼255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0xFF의 값은 1자리의 역은 2자리의 0xFFFF의 

역으로 늘어났다.

3.3  PDA Server과 PDA Client

   그림 3.5는 PDA의 서버와 PDA의 클라이언트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6은 PDA의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5 PDA Server와 PDA Clint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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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PDA의 시스템 Interface

3.4. 웹서버

(1) 클라이언트 IP 모니터링 프로그램

   그림 3.7과 그림 3.8은 웹 서버와 웹 카메라가 설치된 보호자 PC에서는 단일 

접속 모드로 접속하여야 한다.

                   그림 3.7 클라이언트 IP 모니터링 프로그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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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IP 주소는 현재 의학 공학 교실의 서버의 IP 주소이며, test 모드로서 사

용자는 test1이다.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다중접

속으로 접속하여 비디오 스트림 데이터를 요청하게 된다. 보호자 PC의 IP 주소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IP 주소 갱신 여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보호자 PC에

서는 웹 서버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계속적으로 IP 주소를 확인, 갱신하

여 정보를 보내주어야 한다.

그림 3.8 클라이언트 IP 모니터링 프로그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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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방법 및 결과

4.1. 실험 환경

   상 관련 적용 플랫폼은 Microsoft사의 포켓 PC를 사용하 으며, 상 관련 

시스템 적용 장치는 Compaq iPAQ Pocket PC H3870으로 CPU는 ARM으로 

206Mhz, 메모리는 318MB로 구현하 다. 이 PDA의 디스플레이 장치는 320*240의 

해상도로써 16bit의 Color Depth를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언어는 Embeded 

System(Pocket PC)인 PDA를 위한 개발 언어로써 서버는 Microsoft사의 Visual 

C++ 6.0으로 구현하고, 클라이언트는 Microsoft사의 Embeded Visual C++ 3.0으로 

구현하 다.

   실제로 구현한 블루투스와 트랜스미터(그림 4.4)에서 사용한 모듈에 대한 블루

투스에 대한 규격 기준 표는 표 4.1과 같다.

                   표 4.1 블루투스 규격 기준 표 

통신속도
 - 최대 통신 속도 : 115.2Kbps
 - 지원 통신 속도 : 9.6/19.2/38.4/57.6/115.2Kbps

통신거리  - 100M (가시거리 기준)

무선규격  - Bluetooth specification Version 1.1

주파수대역  - 2.4∼2.4835 GHz

변조방식  - GFSK, 1Mbps, 0.5T Ga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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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는  실험에서 사용된 6개의 센서 사양의 규격을 나타낸 것이다. 

표 4.2 센서 사양 

화재 센서

(연기 감지센서,

온도센서)

정격 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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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압 : DC 15V

초전 센서

정격 전압 : DC 15V

유효 감지 거리 : 약 5m

감지 범위 : 약 90'C (좌우 45'조절)

조도 감지 : 30Lux이하에서 동작

포토(출입) 센서 

정격 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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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시스템 통합

   그림 4.1은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블루투스와 무선 LAN 환경에서 노인을 감시해서 노인에게 이상이 생겼을 때 

센서가 노인의 상태를 감지해서 블루투스를 통해 카메라에 캡쳐된 이미지를 전송

함으로써 보호자가 노인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 블루투스 기반의 

가정 감시 시스템 통합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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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인터넷 기반의 노인 가정 감시 장치 구성도

   블루투수를 이용한 6개의 센서에 트랜스미터를 장착하고 메인 컨트롤 PC에 

블루투스 리시버를 장착해서 노인의 위치와 상태를 판단하고, 이미지를 캡쳐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으로써 블루투스를 사용한 것이다

(그림4.4). 블루투스를 통해 센서가 노인을 인식할 경우 4개 이상의 16채널 웹 

카메라가 노인을 감시하고 캡쳐하여 카메라가 장착된 PC에 이미지를 BMP파일 

포맷으로 저장하 다. 여기서 카메라는 센서별로 각각 지정되어 센서가 작동할 때

마다 지정된 카메라가 노인을 모니터링하여 노인을 캡쳐한다(그림 4.2, 4.3). 

 

      

           그림 4.2 1채널 실험결과          그림 4.3 4채널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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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된 이미지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PDA로 전송되며,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관리되어 웹 브라우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서버에 저장된 이미지는 노인의 

보호자의 PDA로 전송된다. 서버에서 보호자의 PDA로 전송되는 BMP 이미지는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전송될 수도 있으며, 수동으로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구현하 다. 전송된 이미지는 PDA에서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 되기도 하지만 

타이머를 이용하여 속도조절을 하면서 재생이 가능하다, 또한 타이머를 주어 일정 

시간마다 새로운 이미지가 서버로부터 자동으로 갱신되며, 추가적으로 들어온 

이미지는 번호, 날짜, 시간이 부여되어 자동 저장됨으로써 시간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저장된 이미지 크기는 160*120으로 구현했으며, 크기는 57Kbyte이다. 

 

그림 4.4 센서에 장착된 블루투스와 리시버

 A) HCS-100 [센서부로 사용]   B) MSPP[메인 컨트롤 PC에서 사용]

 C) HCS-100 [센서 회로 사용]  D) MPS[센서 회로 사용]

   시스템 구성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화재센서(연기 센서, 온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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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센서, 초전 센서, 개폐(출입) 센서, 움직임 감지 센서를 사용하 다. 가스 센서는 

일반 가정 및 학교 그리고 호텔 등 가연성 가스(L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곳에서 가스누설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한 것이다. 초전 센서는 송수신 

겸용 초음파 센서를 장착한 모듈로써 거리 측정, 물체 유무 감시,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다. 개폐 센서는 출입 센서라고도 하는데, 

출입문에 장착하여 사람의 출입을 자동 감지하는 센서로써 방범용으로도 많이 사용 

되는 것이다. 움직임 센서는 진동 센서와 같은 개념으로써 속도의 변화라고 하는 

물리량을 측정하는 센서로써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노인의 생사를 알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서이다. 

   그림 4.5는 가정 감시 시스템 순서도로써,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4.5 가정 감시 시스템 순서도

4.3 센서 테스트 결과

(1) 화재 센서 (온도 감지 센서, 연기 센서)

거실(거실온도: 23˚C)에 화재 센서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를 테스트하기 위해 

스티로폼을 연소시켰다. 센서를 지상 2M 위에 설치하여 실험한 결과 성공적으로 

연기감지 센서가 인식하 고, 카메라가 노인을 모니터링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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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 센서

테스트를 위해서 LPG가스를 유출시켰을 때 LPG가스 농도가 0.38%에서 가스 

센서가 작동하면서 경보음이 울렸다. 그리고 센서 하나당 설치된 카메라가 센서가 

작동된 곳을 모니터링 하 다.

(3) 개폐(출입) 센서

노인이 언제, 얼마나 자주 출입하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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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그림 4.6 설치된 개폐(출입) 센서와 카메라 

 

(4) 초전 센서

화장실 출입구에 초전 센서를 설치하여 노인이 출입할 때 입·출입을 테스트하 다. 

높이는 2M위에 설치하여 실험한 결과 거리는 2M, 반경은 약 30˚ 정도에서 성공적으로 

초전 센서가 인식하여 카메라가 노인을 모니터링 하 다.

(5) 움직임 센서

노인이 잠을 잘 때 움직임을 검출하는 센서가 움직임 센서이고, 그 센서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그 미세한 신호를 증폭하여 마이크로 컨트롤러 입력에 연결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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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신호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해서 움직임이 어느 시간 때마다 있는지를 

검사하여 노인의 상태를 파악해 그 데이터(신호를 증폭하여 마이크로 컨트롤러 입력된 

신호)를 블루투스를 통해서 메인 PC에 전송하는 센서이다.

그림 4.7은 노인이 화장실을 입·출입할 때, 초전 센서가 노인을 감지해 입·출입 

시간을 체크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일반 개폐(출입)센서(그림 4.6)로 사용해도 되지만, 

화장실은 미끄럽고 노인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체온으로 감지할 수 

있고, 표 4.2에서와 같이 초전 센서는 반경 5m까지 감지 할 수 있기에 초전 센서

를 설치하여 테스트 하 다. 이 실험에서도 카메라로 상을 실시간으로 입력 받아  

노인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상태를 판단하고 노인을 캡쳐하여 저장하고 전송했다. 

즉, 센서부의 작동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센서 작동 시 그 주위에 확인

할 수 있는 카메라를 동작시켜 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림 4.7 초전 센서 작동 시 입․출입 시간 체크 

   그리고 6개의 센서를 블루투스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 통신을 한 결과, 아무런 장벽이 

없는 상황일 경우 100M까지 통신이 가능하 으나 , 두께가 0.5cm 철판이 있을 

때나 큰 건물이 있을  때는 통신이 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4.1은 블루투스 규격 기준

표에서 통신거리(가시거리 기준)는 장애물이 없을 때를 나타낸다.   

   각 센서를 통해 모니터링 된 상 정보와 이미지는 블루투스를 통해 카메라 P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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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되어 저장된 후 웹 서버에 저장되었고, 저장된 상은 보호자의 PDA에 전송

되어 보호자가 노인의 상태를 조회할 수 있었다. 

   그림 4.8은 카메라로 상을 실시간으로 입력받아 치매 노인 이미지를 분석한다. 

비상사태 발생 시 노인의 안전을 판단하기 위해 노인의 상을 캡쳐하여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스템으로써, 서버는 카메라에서 상을 캡쳐하고 아날로그 입력을 

디지털로 변환한다. 그리고 센서들의 작동여부를 판단하고 상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이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접속 후 카메라를 선택하고, 

선택한 카메라의 상을 수신한다. 수신된 상을 모니터로 출력하며, 센서 작동 시 

위급상황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그림 4.8 상 처리 시스템 구성도

  그림 4.9의 (A)는 320 × 240으로 캡쳐한 상과 160*120으로 압축한 상을 

보여준다. PDA로 상을 전송할 때 전송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상을 압축하 고, 

320 × 240일 때의 상 크기는 225KByte이고, 160 × 120일 때의 상은 57KByte이다. 

그림 4.9의 (B)는 (A)의 작은 상을 클라이언트 PDA로 보낸 결과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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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 버                          (B) 클라이언트 

그림 4.9 블루투스 기반의 노인 가정 감시 PDA 전송 시스템

   그림 4.10은 카메라에서 캡처된 상은 카메라의 클라이언트와 메인 컨트롤 

PC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상이 저장된다(그림 4.11). 그리고 Pocket PC가 메인 컨

트롤 PC에 연결하면 상을 Pocket PC에 받아서 볼 수 있다(그림 4.12-(B)).

 그림 4.10 Pocket PC의 상 전송 흐름도

   그림 4.11은 개발한 시스템의 송신 부는 블루투스를 이용한 4대의 카메라와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동 상 신호를 PC로 연결해주는 Multiplexer, 그리고 들어온 

동 상 데이터를 압축하여 전송하는 PC로 구성된다. 수신 부는 개인 PC나 PDA를 

이용한다. PC에서는 웹 페이지를 이용하여 접속하거나, 개발한 전용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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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접속할 수 있다. 보호자가 자신의 집의 PC에 접속하여 동 상 데이터를 받기 

위해 웹 서버에서 자신의 집과 연결할 수 있도록 IP를 확인한다. PDA에서는 BMP

형태로 전송된 정지 상 데이터를 전송받아 수 초에 한 번씩 갱신된 데이터를 

확인하게 된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는 상용 고속 인터넷망(ADSL, Cable 

Modem, VDSL)을 이용하 다. 상용 인터넷망은 인터넷으로 연결될 때, 유동 IP를 

제공받아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가정 내에 

있는 PC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유동적으로 변하는 IP를 알아내어 그곳에 접속해야 

한다. 웹 서버에서는 정해진 시간마다 사용자 가정의 PC의 유동 IP를 검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사용자는 웹 서버에 접속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유동 

IP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가정에 있는 카메라 서버 PC에 접속하게 된다.

그림 4.11 카메라의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

    

   그림 4.12-(A)는 노인을 가정에서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의 서버용 인터

페이스로써, 캡쳐된 이미지의 날짜와 시간 번호를 저장한다. 저장된 이미지 

그림4.12-(B)는 클라이언트 PDA로 보호자들에게 보내져 노인들을 보호하고 관리하

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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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버용 인터페이스                    (B)클라이언트 PDA

                 그림 4.12 블루투스 기반의 노인 가정 감시 시스템

    그림 4.13는 카메라에서 캡쳐된 노인의 상을 메인 컨트롤 PC에 저장하여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노인의 상태를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림 4.13  위험 감지 시 실시간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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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블루투스 기반의 가정 감시 지능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경제 

성장과 의료 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한국도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나 전문 병원 및 요양소, 보호시설들이 

전국에 약 80여개에 불과하여 고령화 사회가 되면 매우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다. 

부족한 의료시설 및 요양시설을 대신하여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원활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지하며, 가정 및 주거 지역 내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들

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보호자 부재 시 노인의 응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비상사태

에 대하여 관리 및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보급된 인터넷을 통해 가정에서도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의 

송․수신이 자유롭게 된 것과 카메라를 이용한 상전송 기술의 보편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블루투스 기반의 노인 가정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 는데, 이를 통하여 

응급 상황 시 노인의 상 데이터를 보호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논문에서는 가정 혹은 주거 지역 내에서 웹 카메라를 이용하여 노인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블루투스와 무선 

LAN 환경에서 노인을 관찰하여 노인에게 이상이 생겼을 시 센서가 노인의 상태를 

감지해서 블루투스를 통해 카메라에 캡쳐된 이미지를 전송함으로써 보호자가 

노인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고, 복수의 웹 카메라 인터페

이스, Video Streaming Solution,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비디오를 볼 수 있는 웹서버로 

구성 되어있다. Video Streaming에서 6개의 센서 인터페이스를 설계 및 제어 기술을 

개발하 고, 블루투스를 이용한 ADSL과 VDSL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 장치를 설

계하 다. 또한 이동통신망인 CDMA 1X를 통한 메시지 전송 기술을 개발하고, 블

루투스와 각종 센서를 연결하는 프로토콜과 가스밸브 제어기술도 개발했다. 그

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노인의 상태을 관찰하는 것으로써, 가정에서 설치가 쉽고, 

상용화된 ADSL, VDSL망을 이용하여 쉽게 웹 서버에 접속할 수 있어서 이용시 

용이하다. 또한 PC 및 저가의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여,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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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이 적고, 전문 요양시설에서도 쉽게 설치가 가능하며, 가정과 전문 요양 

시설 간에도 연계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단독으로 거주하는 노인들이나 탁아, 

유아 보호 시설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므로 국가 양로원 등에 설치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하지만 가정 감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 시스템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블루투스의 효과적인 암호화나 인증 기술 등을 사용하여 더욱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할 수 있다면 노인복지는 물론 사회복지에도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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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ement of Bluetooth based Home Monitoring 

Intelligent System for the Aged

                                                       

                                            Lee, Gye Dong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Internet-based Bluetooth home monitoring intelligent system was developed in 

this study. The number of seniors is increasing throughout the world with increased 

life expectancy due to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medicine and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ving. By the year 2020, the population of the elderly older than 65 

years of age is expected to reach 15.1% of the total world population. The same trend 

is expected to happen in Korea as well. Nonetheless, the number of facilities 

including specialized hospitals, sanitariums, and protective centers for 

comprehensive management of the elderly is only 80 in Korea. This number would be 

way too little once Korea becomes an aged society. In place of lacking medical 

facilities and sanitariums, we need a system that could support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the elderly, protect them from dangers that could occur at home or 

within residential areas, monitor emergency situations from the elderly in the 

absence of caregivers, and manage and prepare for emergency situations. The 

Bluetooth home monitoring intelligent system via the Internet, which is distributed 

throughout Korea, was developed for monitoring seniors through web cameras using 

the generalized image transmission technology, which allows multimedia data 

transmission and receiving possible at home. At the time of emergency, the careg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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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check the senior immediately by checking image data. 

   This Internet-based observation system can be used to monitor movements of 

seniors at home using web cameras at home or in residential areas and to inform the 

caregiver in case of emergency. This system is composed of a pair of web cameras, 

video streaming solution, and the web-server that allows videotaping in real time. 

The detection of motion became possible using video streaming by designing 6 

sensor interfaces, developing control technology, and designing data 

transmission-recipient device using the Bluetooth via ADSL and VDSL. Furthermore, 

we developed the message transmission technology using the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CDMA 1X, the protocol connecting the Bluetooth and various sensors, and 

gas valve control system. 

   Developed for monitoring seniors, this system is easy to install at home and easy to 

use since the web server could be accessed easily using the commercialized ADSL or 

VDSL network. The system is composed of a PC and inexpensive short-distance 

wireless communication. Thus, the user would face little financial burden, and the 

system could be installed easily even in sanitariums, which could even connect the 

home and professional sanitarium. It could be also installed at homes where seniors 

live alone and childcare facilities. It would be also effective at public facilities for 

seniors. Nonetheless, security is an important factor since this system is installed at 

homes. Since the Internet-based Bluetooth home monitoring intelligent system could 

invade privacy, it would be more effective by developing and using an encoding or 

authentication syste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 Bluetooth, PDA, Wire/Wireless Superhighway Internet network, Sensor, 

Aged, Monitoring System, Web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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