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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지속적인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는 예상보다 훨씬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 핵가족 형태가 보편화되며 1인 가구도 함께 늘고 있어서 홀로 사는 노인의 수 역시 증

가하는 추세이다. 주거 공간에서 낙상사고와 같은 고령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혼자 사는 독거노

인들의 경우 사고 발생 즉시 대처가 가능한 보호자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MediaPipe를 이

용한 낙상사고 감지 시스템을 개발한다. 먼저, 이 시스템은 MediaPipe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

로 수신된 영상에서 사람을 인식하고, 자세 유형 분석을 통해 낙상사고 발생 여부를 판별하여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보호자에게 현장 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호자용 애플리케이션을 통

해 사고 발생 알림 및 현장 사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응급상황에 처한 노인을 빠르게 구

조하며 독거노인의 생활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키워드: 영상인식(Image Recognition), 낙상사고 감지(Fall Accident Detection), 

독거노인(Elderly Living Alone), 미디어파이프(Media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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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구성비는 20.0%)가 2024년 상반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중에서도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독거노인 비율이 점점 증가하면서 고령자 안전사고 건수 

역시 해마다 늘고 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주거공간인 주택이 74.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고 유형은 미끄러지고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낙상 사고가 47.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1].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정보에 따르면 낙상의 환경적 요인은 보호자

의 부재가 9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의 

경우, 사고 발생 즉시 대처가 가능한 보호자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와 같은 낙상사고와 독거노인의 보호자 문제에 대하여 본 논문에

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AI 프레임워크인 MediaPipe중에서도 Pose

를 이용한 낙상사고 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2].

II. 본론

그림1은 낙상사고 감지 시스템 구성도이다. 카메라로 사용자를 

촬영하고 MediaPipe를 이용하여 전신에 대한 3D 랜드마크 좌표를 

검출한다. 검출된 값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자세, 낙상사고 발생 여부를 

판별한다. 이후 판별된 결과에 맞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로 전송한다. 그리고 보호자용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사고 발생 알림 및 현장 사진을 보여준다.

Fig. 1.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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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세 인식

MediaPipe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어깨, 골반, 무릎 좌표 값을 받아와 

자세를 정의한다[3]. (a)어깨가 가장 위, 골반이 중간, 무릎이 가장 

아래에 있을 때 서있는 자세로 인정되며 (b)어깨가 가장 위, 골반과 

무릎이 비슷한 선상에 있을 때는 앉은 자세, (c)어깨, 골반, 무릎이 

전부 640픽셀 기준 10%, 60픽셀 범위 내에 있을 때 누워있는 자세로 

인정된다. 자세가 정의되었으므로 카메라로 받아온 영상에서 바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a) (b) (c)

해당 시스템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에서 

정의한 자세들을 통해 허리가 꼿꼿한 자세 뿐만 아니라 구부정한 

사람의 경우를 가지고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그림2처럼 

허리가 구부정한 사람의 경우라도 사용자의 자세 인식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Fig. 2. 서있는 자세 비교 

2.2 낙상사고 감지 및 실시간 DB 연동

낙상사고가 발생할 때, 가장 크게 움직이는 얼굴의 중심부인 코 

좌표를 받아와 급격하게 변화하는 y좌표 값을 통해 낙상사고를 감지한

다. 이때, 단순히 넘어짐에 대해서도 낙상사고라고 감지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감지 후 일정 시간(약 1분) 이상 움직임이 없을 때만 

낙상사고로 인정된다.

이후 판별된 결과는 실시간으로 Firebase 서버의 realtime database

와 storage로 저장된다.

2.3 애플리케이션

그림3은 보호자가 낙상사고 발생 시 알림과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이다.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상황 확인 버튼을 이용해 확인하고 SOS 버튼으로 즉시 119로 전화가 

걸리게끔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가 외출 시 불필요하게 전원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내-외출 모드 설정이 가능하게 구성되

어 있다.

Fig. 3.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낙상사고와 독거노인의 보호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에서 제공하는 AI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전신에 3D 랜드마

크 좌표를 검출하고 좌표값에 따라 각 자세를 정의하여 낙상사고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실제 방 구조와 유사하게 실험 장소를 

설계하고 여러 방면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센서 장비 설치, 직원 상시 모니터링 등과 같은 불편함이 

줄어들고 사고 발생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응급상황에서 

빠르게 구조할 수 있을 것이다.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다른 자세를 정의하여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안전사

고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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