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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위험활동상황모니터링기술의필요성

• 고령자1인가구의증가로인한고령취약계층에대한활동모니터링필요

• 병실내활동위험환자의사고방지를위한위험활동상황모니터링필요

출처: 19.09.26 뉴시스 그래픽
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아이디어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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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헬스케어기술의문제점

• 웨어러블디바이스착용및신체부착형센서로인한사용자의불편함야기

⇒무구속비접촉헬스케어기술필요

• 영상기반의실내거주자활동모니터링기술로인한개인정보유출및침해

– 얼굴노출로인한개인정보유출및침해우려발생

– 미국, 중국, 일본등에서는이를위한별도의

보호정책제시필요

⇒개인정보보호필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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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CW 레이더를 이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 FMCW 레이더를 이용하여 실내
거주자의 정보를 무구속, 비접촉, 
비대면으로 측정함

• 실내 재실 여부 및 위치 탐지

• 실시간 호흡 및 무호흡 측정

일상생활 활동상태 및
낙상 위험 탐지

• 사용자의 움직임에 의한 거리, 변위, 
속도의 변화 양상을 통한 활동량 측정

• 활동량 측정을 통한 사용자의 움직임 및
활동 상태 모니터링

• 거리, 속도 정보를 활용한 낙상 탐지 및
낙상 위험 상황 예측을 통한 낙상 예방

FMCW 레이더를 이용하여

“사용자 위험활동상황 비대면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함

개발 목표



특징및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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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기술의 특징 및 장점

 최소 개인정보 활용

• 기존의 영상기반 모니터링 기술은 개인의 얼굴 노출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발생

• 레이더는 개인의 신분 노출 및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하지 않는 정보만을 활용

 무구속 정보 추출

• 실내 거주자의 활동의 제약(구속) 없이 활동 상태 및 활동량 정보 추출

 비접촉 정보 추출

 기존 헬스케어 제품은 디바이스 및 센서를 신체에 부착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야기

 신체에 센서 부착을 요구하지 않는 비접촉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 및 활동

상태 모니터링, 호흡 및 활동량 측정 가능

 비대면 정보 추출

• 사용자 이외의 타인과의 대면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대면 정보 추출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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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번
호

개발내용
10월 11월 12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1 레이더 신호 취득 및 분석

2 재실 탐지 알고리즘 개발

3 낙상 탐지 알고리즘 개발

4 호흡 및 무호흡 모니터링

5
활동량 수치화를 통한

활동상태 구분

6 실시간 모니터링 구현



팀원및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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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분담

• 실내재실여부및위치탐지
• 호흡및무호흡모니터링
• 활동량측정을통한사용자의움직
임및활동상태모니터링

• 실시간모니터링구현

• 낙상탐지및낙상위험상황예측
을통한낙상예방

• 사용자의움직임에의한거리,변
위속도변화양상을통한활동량
측정

• 실시간모니터링구현

팀장: 송희망

팀원: 설종운

팀명: NS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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