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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배회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형식
의 블루투스 비콘을 활용한 치매환자의 실내위치기반 모니터링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치매환자의 관리범
위내 존재유무를 확인해 주며 치매환자가 비콘의 신호수신 설정거리를 이탈하면 즉, 지정된 관리구역을 벗어나면 비
상메시지가 보호자와 관리자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주요 특성은 비콘을 착용한 치
매환자를 특정장소에 설치된 비콘 신호수신용 스마트 기기(AP)에서 신호를 감지하여 환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가역적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블루투스 비콘을 활용한 실내위치기반 치매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요
양병원, 재가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배회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에 기여하는 효과적 시스템으로 생각
된다.

주제어 : 블루투스 비콘, 치매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기기, 위치정보, 실내위치기반 

Abstract  In this study, a dementia patient care monitoring system is suggested that uses a wearable type 
bluetooth beacon to prevent them from going missing. This system shows whether the patients stay within the 
manageable area and sends a warning message to their monitoring managers’ or guardians’ smart devices when 
they leave it. The feature of the system is that it provides the service based on indoor location that makes the 
beacon worn by dementia patients continuously transmit their location information to the managing server 
through the smart terminal installed indoors or in hospitals and that enables the monitoring managers or the 
guardians to receive messages sent from the server that tell the patients’ whereabouts through their smart 
devices. The system suggested in this paper is believed to be a system that effectively contributes to the 
prevention of the dementia patients’ going astray from the hospitals and facilities where they are taking care.

Key Words : Bluetooth Beacon, Dementia Patient Care Monitoring System, Smart Device, Location Informa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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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4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13.1%로 빠르게 고령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1],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

률은 약 9.6%로 치매환자의 수는 612,047명에 이르고 있

어[2] 향후 치매환자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

된다.

일반 으로 치매환자는 뇌의 손상으로 지능과 시간, 

공간능력, 학습능력, 언어능력, 지남력 등의 인지기능과 

인격장애, 단력, 추리력 등 고도의 정신기능이 진

이고 비가역 으로 손상되어 각종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된다[3]. 특히 치매환자가 인지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면 

유발되는 공통  문제행동의 하나인 배회증상은 목 없

이 돌아다니는 행동 는 목 을 달성하기 해 납득되

지 않거나 부 한 이동행 를 한다[4]. 앙치매센터의 

보고[1]에 의하면 이러한 배회증상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출  실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된 실종치매

노인은 8,207명으로 신고되지 않은 실종사건을 고려하면 

더 많은 치매노인 실종이 발생한 것으로 상되어 사회

 비용과 보호자  환자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

고 있다.

이러한 치매환자의 배회  실종방지를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기술과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이용하여 일정 역에서 환자의 출입을 

검사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연구[5], GPS와 스마트앱

을 활용하여 치매환자의 일정  행동상태를 악 후 안

역을 이탈시 보호자에게 알림정보를 제공하는 시스

템[6], 블루투스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활용하여 보호자와 실종자의 간격이 일정거리 이상 떨어

질 경우 경보음과 함께 주변의 발견자가 NFC태그를 인

식하여 실종자의 정보를 열람 후 보호자에게 연락해 주

는 방법에 한 연구[7]가 표 이며 한 치매환자 배

회 리와 치추 에 한 다양한 특허[8,9]가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동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치매환자의 

리는 GPS, RFID, NFC를 이용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GPS는 실내환경에서 신호 송수신에 어려움

이 있으며 RFID 태그는 비콘에 비해 가인 장 을 가지

고 있지만  인식거리에 따른 RFID 리더기의 가격, RFID 

tag의 크기와 그에 따른 인식거리문제, 개인정보의 보안

에 한 취약성 등의 문제가 있다[10,11]. 한  NFC는 

약 10cm 이하의 근거리에서 동작하는 비 식 통신기

술로 인식거리가 짧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12].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 본 연구에서 용하

는 블루투스 비콘은 력에 지를 소모하며, 송신거리

를 조 할 수 있고, 비콘에서 송신되는 주기에 따라 치

정보를 장하여 치매환자의 활동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장 이 있다[13,14]. 이러한 

IoT(Internet of thing, 사물인터넷)기술을 용한 블루투

스 비콘을 활용하면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실시간 치매환

자의 치정보를 악할 수 있다[15]. 한 배회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의 활동패턴에 한 DB구축이 가능하여 

본 연구의 주제인 실내 치기반 치매환자 모니터링 시스

템을 활용한다면 수집된 치자료의 패턴분석을 통해 치

매환자의 이상행동에 해 조기 응도 가능하게 되며 치

매환자 리를 한 행동패턴의 장기  리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블루투스 비콘을 활용하여 요양

병원, 재가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배회가능성 있는 

치매환자에 한 실내 치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의 제안을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는 치매

환자의 실종 방에 기여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 으로 

한다.

2. 연구방법

2.1 블루투스 비콘

본 연구에서 이용한 비콘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비가

청 역의 주 수를 활용해 단말기와 정보를 송수신하는 

기기로서, 력 BLE 규격을 수용한 블루투스 비콘

(Bluetooth Low Energy Beacon, 이하 BLE Beacon)은 

NFC와 비교해 송거리가 5cm∼50m까지 넓으며 치

를 측정하는 좌표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10,11]. 이를 이

용하면 정확한 실내 치의 확인이 가능하여 실내 치기

반 서비스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 

10cm 미만의 거리에 용되는 태그방식의 NFC[12]보다 

가용거리가 길고 GPS 기술로 불가능했던 실내 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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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도 가능한 것이 큰 장 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BLE Beacon을 활용한 실내 치기반 서비스의 특징  

하나는 비콘 이용자가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이

용자의 치를 악해 비콘 신호수신용 스마트단말기

(Signal Access Point, 이하 AP)로의 신호 송신이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비콘을 활용하는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기 해서는 

비콘과 Application, 그리고 서버가 필요하며 그 용구

조는 [Fig. 1]과 같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콘에서 

송신 되는 데이터 구조는 다수의 Identity를 가지고 있으

며 그  Minor의 인식을 통해 환자의 치를 악할 수 

있다.

[Fig. 1] Application Structure of Beacon,  Application
and Server 

2.2 시스템 개요

[Fig. 2]는 BLE Beacon을 활용한 실내 치기반 치매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본 시

스템은 크게 BLE Beacon 착용 환자의 신호 송신, 신호수

신용 스마트단말기,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서버, 리서

버 그리고 메시지서버로 구성된 랫홈, 인터페이스 로

그램을 설치한 보호자/ 리자의 스마트 단말기로 구성된

다. [Fig. 2]에 나타낸바와 같이 해당 비콘을 착용한 치매

환자의 개인정보와 신호발송 주기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

를 가진 비콘은 지속 으로 치정보를 발송하게 되며 

요양병원 는 재가요양시설의 실내공간 내 특정 장소에 

설치된 비콘 신호수신용 스마트단말기(AP)를 통해 치매

환자의 공간내 치정보를 감지하여 서버로 정보를 제공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비콘은 치매환자가 별도의 행

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치정보를 송신하고 

리자  보호자는 스마트  단말기를 통해 치매환자의 

치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용편의성은 더욱 증가

한다. 한 비콘은 송신신호의 리범   송신주기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치매환자가 병원의 지정된 

리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경보를 발생시키고 서버에 

장된 정보를 리자, 보호자 는 구조요청기 에 송

하게 된다.

본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일반 인 비콘을 

활용한 서비스는 특정장소에 비콘을 설치하고 스마트기

기를 소유한 특정인이 커버러지(Coverage)내에 진입하

면 해당 비콘의 신호를 감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13]이지만, 본 연구는 웨어러블 형식의 비콘을 착용한 

치매환자의 신호를 특정장소에 설치된 신호수신용 스마

트기기(AP)에서 그 신호를 감지하여 환자의 치를 악

하는 가역  방법을 용한 것이다. 

[Fig. 2] System Overview

2.3 대상 및 방법

2.3.1 개발환경

실내 치기반 치매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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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스마트 단말기의 어 리 이션 구 은 Eclipse 

Editor를 활용한 JAVA환경에서 Android 4.3 이상 SDK, 

Beacon 개발사 제공 SDK를 활용하여 개발되며, 

LINUX(아 치)서버 JSP, My-SQL 등으로 구성된 서버

를 통해 서비스된다.

2.3.2 시스템 분석

시스템 설계를 해 자료의 정확한 흐름과 서비스 구

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구성한 자료흐름도를 [Fig. 3]에 

나타내었으며 그 구성은 치확인, 비상알림호출여부, 비

상알림, 자료 리 4단계의 로세스로 되어 있다. 치확

인 로세스는 비콘 착용 환자의 치신호를 수신한 AP

가 설정된 송신시간 별로 환자의 치를 확인하여 서비

스 랫홈으로 송신하고 치정보를 송하는 역할을 하

는 단계이다. 비상알림호출여부 로세스는 환자의 치

정보를 리자가 확인하여 지정된 리범 를 이탈했을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환자의 정보를 확인 후 비

상알림 로세서로 제어를 넘기거나, 환자가 리범  

내에 있을 경우에는 리자에게로 제어를 넘긴다. 비상

알림 로세스는 비상알림호출여부 로세서에서 비상

알림 요청이 들어오면 보호자, 치매지원센터, 경찰서로 

치매환자 실종에 따른 비상상황을 알린다. 자료 리 

로세스는 환자의 개인정보  리자 정보를 장하고 

리하며 환자의 정보를 나타내는 메시지 포맷을 형성하

여 서비스 랫폼으로 메시지를 생성· 장· 리 하는 단

계이다.

[Fig. 3] Data Flow Diagram

2.3.3 데이터베이스 설계

실내 치기반 치매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리해

야 할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치매환자가 지정된 리지역

을 벗어날 경우 리자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을 구성하기 한 데이터베이스 간의 객체 계도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각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비콘정보, 

환자정보, 보호자정보, 리자정보, 환자 치정보, 메시

지정보, 비상알림정보로 구성하 으며 Primary key는 

Minor로 설정하여 각 테이블 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

다. 각 테이블 필드는 비콘은 ID, Major, Minor, 

Measured Power로 구성하 으며 환자정보 테이블은 성

명, Minor, 주소, 성별, 생년월일, 소속병원, 특이행동, 치

매상태, 병력, 보호자, 연락처, 사진으로 구성하 다. 보호

자정보 테이블은 보호자 성명, Minor, 연락처, 환자의 

계로 구성하 으며 보호자는 두 명이상을 선정하고 그  

우선 연락 상자를 설정하도록 구성하 다. 리자정보

는 요양병원 는 재가요양시설의 치매환자를 모니터링

하는 리자로 리자명, 부서명, 리 상 Minor, 권한, 

리자의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알림정보는 환자

가 리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보호자, 리자, 치매센터, 

경찰서로 달하게 되는 정보로 실종당시 환자 치정보 

 시간, 연락해야 할 리자  보호자의 화번호, 환자

정보 그리고 발송 메시지정보의 템 릿을 각 테이블필드

에서 검색하여 비상메시지가 보호자와 리자에게 달

되도록 구성하 다.

[Fig. 4] Diagram showing the Database Flow and
Inte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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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구현 결과

3.1 실내위치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는 치매환자의 실종 방을 하여 웨어러

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형식의 블루투스 비콘을 

착용한 치매환자의 실내 치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

안하 다. 이 시스템은 치매환자의 리범 내 존재 유

무를 확인하여 주며, 만약 치매환자가 리범 를 벗어

날 경우 리자  보호자 등 의 스마트 단말기로 알림 

 경보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Fig.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으로 치매환자가 

착용한 비콘은 지속 으로 치매환자의 치정보를 발송

하며 요양병원 는 재가요양시설의 실내공간내에 설치

된 비콘 신호 수신용 AP를 통해 리서버로 정보가 송

된다. 리서버는 치매환자의 정보 장과 함께 환자가 

착용한 비콘의 고유정보와 신호수신 주기를 설정하고 정

보를 연동하여 리하며 보호자  리자는 스마트 디

바이스를 통해 치매환자의 치를 확인한다. 만약 비콘

을 착용한 치매환자가 리구역을 벗어나거나 거리가 멀

어져 신호가 끊어질 경우 리자  보호자에게 즉시 알

람과 경보를 울리고 구조요청을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

어 있다.

[Fig. 5] System Configuration

3.2 시스템 제안

블루투스 비콘을 활용하여 치매환자를 보호  리

하는 실내 치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의 Application 시뮬

이션 화면과 주요모듈을 [Fig. 6∼12]에 나타내었다. 

[Fig. 6]은 스마트 디바이스에 Application을 실행하고 ID

와 비 번호를 입력하면 인증과정을 수행한 후 치매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메인메뉴를 실행하는 화면이며 

[Fig.7]은 그 실행 모듈을 나타낸 것이다.

 

[Fig. 6] Main List Screen of Application

[Fig. 7] Log-in Module

[Fig. 8]은 메인 메뉴에서 등록을 선택하고 등록 리 

화면을 실행하면 환자, 보호자  리자 정보 리 화면

이 나타나며 이  보호자 정보 리를 실행하면 보호자 

정보의 입력을 실행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보호자는 보

호자1과 보호자 2로 분류하여 우선연락 상 보호자를 

선정하도록 구성하 으며 이와 같이 입력된 자료는 서버

에 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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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gistration Management Screen of Patient, 
Guardian and Monitoring Manager

[Fig. 9∼10]은 비콘 리를 한 실행화면과 주요모듈

을 나타낸 것으로 비콘착용 환자의 비콘 ID, Major, 

Minor를 입력하고 환자 리를 한 비콘의 신호송신주

기와 송신거리, 환자의 이름으로 입력하도록 설정하여 

등록을 진행하면 서버에서 련정보를 일정 신호주기를 

통해 결과값을 받아 비콘등록을 하게 된다. 한 비콘 등

록자료의 효율  리를 해 비콘 리 바탕화면에서 등

록자료 삭제 리 메뉴로 바로 가기가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Fig. 9] Beacon Device Management Screen

[Fig. 10] Beacon Device Registration Module

[Fig. 11]은 비콘 리 모드에서 설정한 신호송신거리

와 송신주기에 따라 앱 화면상에서 환자의 리구역내의 

존재유무를 알려주는 치확인 메뉴의 실행화면으로 

[Fig.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기 으로 수신된 비콘정

보(Minor)와 련 AP 정보, 비콘신호세기, 모니터링 시

간을 체크하여 서버의 DB로 장한다. 만약 환자가 리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치확인의 이탈화면이 실행되고 

다음을 실행하면 환자의 리구역 이탈확인의 화면이 실

행된다. 이때 리자 는 보호자가 환자의 리구역이

탈을 최종확인하고 메시지 송내용과 수신자를 선택한 

후 비상알림을 선택하면 환자의 정보와 함께 구조요청을 

보호자, 할경찰서, 치매센터로 실행하는 단계로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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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atients’Location Information and Alert 
Message Screen

[Fig. 12] Patients’Location Information Monitoring
Module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블루투스 비콘을 활용하여 요양병원, 

재가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배회가능성 있는 치매환

자의 실종 방을 한 실내 치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이 시스템은 치매환자의 리범 내 존재유

무를 확인해 주며 치매환자가 비콘의 신호수신 설정거리

를 벗어나면 즉, 지정된 리구역을 이탈하면 비상메시

지가 보호자와 리자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달하는 시

스템으로 치매환자의 실종을 방하는데 효과  시스템

으로 사료된다.

일반 으로 비콘을 활용한 서비스는 특정장소에 비콘

을 설치하고 스마트기기를 소유한 특정인이 커버러지

(Coverage)내에 진입하면 해당 비콘의 신호를 감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13].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비콘을 치매

환자가 웨어러블 형식으로 착용하고 특정장소에 신호수

신용 스마트 단말기(AP)를 설치하여 그 신호를 감지하여 

환자의 치를 악하는 가역  방법을 선택한 용한 

것이다. 그리고 치매환자가 착용한 비콘은 지속 으로 

치정보를 발송하고 신호주기와 감도 그리고 수신거리 

조정을 통해 환자의 치를 악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

고 있으며 력소비 형식을 취하고 있어 비콘의 베터

리 교환주기도 긴 장 이 있다. 한 기존의 치제공시

스템 연구에서 발생하는 문제  즉, 실내환경에서 수신

이 어려운 GPS 방식과 RFID 방식의 경우 RFID tag의 

크기와 인식거리문제  보안의 취약성, 인식거리에 따

른 RFID 리더기의 비용 등의 문제 그리고 NFC의 짧은 

인식거리 등의 문제 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 인 시스

템이다.

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치매환자의 리

구역내 존재 는 이탈유무를 확인하고 이탈시 alerts를 

발생시킨 후 비상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시스템을 보다 효과 으로 활용하고 발 시키

기 해서는 치매환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악할 필요

가 있으며 한 제공되는 실내 치에 한 정확성에 

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즉 측정된 신호의 세기를 기반

으로 하는 실내측 에서 가장 요한 것이 신호의 세기

와 거리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측정된 신호세기의 강도

도 약해지며 한 요양병원 등의 실내공간내에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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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과 같은 장애요인이 존재하면 그 측정치가 약하게 나

타나 실내측 에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실내

치 측 의 정확도를 높이기 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

행되고 있으며 특히 삼변측량 개선 알고리즘과 반복 가

치 무게 심 알고리즘을 제안한 개선된 삼변측량방식

[16]과 칼만필터(Kalman Filter)를 용하여 실내 치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를 제시하 으며 이  칼만

필터를 용하여 BLE 비콘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한 결

과 0.2648m, 0.276m의 오차를 보이는 결과를 제시하 다

[17]. 이는 일반 인 비콘의 거리측 오차를 고려하면 정

확도가 상당히 높은 결과로 단된다. 상기의 연구 결과

를 본 시스템에 수정 용하여 다수의 AP와 신호세기  

신호주기를 활용한 치매환자의 치를 실시간 로 악

하고 한 사용공간의 목   활용도에 응하는 정확

한 실내의 치측 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과 시

스템의 설계에 해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자는 이에 

한 연구를 재 진행 이다. 이 연구의 실 을 통해 치

매환자의 특성과 배회활동패턴을 DB로 구축한다면 치매

환자의 건강상태와 행동패턴의 연 성을 밝히는 유용한 

연구자료로 활용가능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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