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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일부 노인들의 욕창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U-Health 에 대한 시
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구김에 강한 필름 형 압력 센서를 사용하여 무선으로 데이

터의 송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간병인 및 간호사들이 실시간으로 환자의 대소

변 여부나 자세 고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환자의 상태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데이터를 통한 체압 측정의 특정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체압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였다.  

 

1. 서론 

근래에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65 세 이상 노인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65 세 이

상 노인들은 만성질환과 장애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면

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에서 활동이 불편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장기간 생존하게 된다.  

 그러나 핵가족화, 급격한 여성 사회참여 등 사회

여건의 변화로 장애를 가진 노인환자를 돌보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주로 노인 요양원이나 병원

에 위탁요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요양원과 병원

에서 '돌봄을 기다리는 노인의 수'에 비해 '돌봄을 

행하는 자'의 수가 적음에 따라 돌봄이 소홀히 행해

지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노인의 욕창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욕창(pressure sores or pressure ulcers)은 신체의 

뼈와 같은 골성 돌출부에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압

력 또는 마찰 등에 의해 조직의 혈액 순환 장애로 인

한 국소적 조직 괴사 또는 궤양을 뜻한다[1]. 욕창 

발생은 외적 요인으로 직접적 압력, 압력의 지속 시

간, 전단력, 온도와 습도 등이고 내적인 요인으로는 

운동결손, 감각 결손, 근위축, 건강 및 영양상태, 혈

관계 요인 등으로 볼 수 있다[2][3].  

또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있어 욕창을 예방 

및 치료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효과적으

로 여러 기술들을 융합하여 '돌봄을 행하는 자'의 수

가 적음에도 효율적으로 돌봄을 행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체압 정보를 알리고, 자세의 

변화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욕창을 예

방하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는 데에 본 연구는 

초점을 맞췄다. 
 
2. 고려사항 

 궁극적으로는 중증 이상의 노인 분들을 수발하는 

간병인, 간호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앞 서 

구현되는 본 시스템은 그러한 내용들 중에서도 좀 더 

구체화 하여, 중증 노인 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간병인이 간병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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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태를 실시간으로 얻고 

대처할만한 여러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욕창'을 유발할 수 있는 '수분'을 체크하여 

간병 인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기능성 

기저귀를 사용한다.  

② '욕창'을 유발할 수 있는 환자의 '오랜 

자세고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자세이동을 판별해야 한다. 

③ 판별 여부는 간병인의 Smartphone 으로 

전송되고, 병실 내의 모든 환자의 정보는 

비치된 스마트 패드를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한다. 

④ 이러한 상태정보는 '간호사'에게도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⑤ Tablet 의 보급 관련으로 각 병원에서 

저렴하게 구매 및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가정한다. 

 

3. 기능 설계 

개발한 시스템에서는 수분 및 압력센서의 측정값을 
Bluetooth 를 통하여 서버에 전송, 병원의 환자 종합 
정보 DB 에 입력한 후 입력된 DB 값을 간호사실 등
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웹 페이지에 디스플레이하고  
한 병동에 환자 상태를 보여줄 수 있도록 비치된 
Tablet 에 디스플레이하며 Rounding 시에 간호사가 확
인할 수 있는 Smartphone Application 을 제공한다. 

 
4. 시스템 구현 

4.1 제안 시스템 구성도 

제안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하드웨어 구성과 

(그림 2)과 같이 소프트웨어로 구성하였다.  
 

 
(그림 1) 하드웨어 구성도 

(그림 1)에서 보여지듯이 하드웨어 구성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시스템이 동작된다.  

착용한 기저귀 내의 수분이 발생 했는지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으며 Atmega128 에 포함된 내장 ADC 를 

사용하여 한계 전압 값의 변화를 측정한다. 변화 측

정에 따른 수분 유무를 판별할 수 있다. 압력 센서를 

통하여 현재 환자의 체위 상태를 판별한다. 압력 센

서의 측정된 압력값을 통하여 평균 데이터를 얻으며 

먼저 저장된 패턴을 인식 받아 환자의 위치 상태를 

판별 할 수 있게 된다. 센서들로부터 받은 측정 값들

을 Bluetooth 모듈을 이용하여 Tablet PC 로 프로토

콜을 전송한다. 

 
(그림 2) 소프트웨어 구성도 

(그림 2)의 구성은 다음와 같은 방식으로 시스템이 

동작된다. 

서버는 Database 를 두어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 데

이터들은 Android 기반의 Smartphone 으로 전송되어

지며 병원에 구축된 웹 페이지로 환자 정보를 보내 

주게 된다. 

 

4.2 제안 시스템 및 알고리즘 

 
(그림 3) 본체 구성도 

 

(그림 4) 기저귀 구성도 

- 1121 -



제3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8권 1호 (2011. 5)

제안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본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입력 받은 수분 센서 값과 압력 센서 값을 합

쳐서 가공한 프로토콜을 Tablet PC 로 전송하는 역할

을 한다.  

(그림 4)의 기저귀의 수분 체크 메커니즘은, 기저

귀 내부에 4 개의 구리 판이 설치되어 있다. 각각 첫 

번째 구리 판은 세 번째 판에, 두 번째 판은 네 번째 

판에 연결되어 수분센서 모듈 쪽으로 연결이 된다. 

이러한 원리는 1,2,3 번 부분 어느 곳에나 수분이 감

지 되더라도 모든 회로가 short 되게 되어 수분센서 

모듈이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자세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은 4 개의 압력센서로부

터 받은 전압 값을 가지고 인식하게 된다. 자세 인식 

과정은 다음 Pseudo code1 과 같다. 

 

Pseudo code1 

Input: pressure sensor a, b, c, d  ->(kg); 

 

big Pressure1, big Pressure2; 

두 개의 큰 압력 센서 저장 

while 

{ 

MaxTwo(a,b,c,d);  

//압력 센서 중 2 개의 제일 큰 값 저장 

currentPressure1, currentPressure2; 

 

if(big Pressure1, big Pressure2 

    != currentPressure1, currentPressure2) 

//측정한 압력 센서 가중치가 전과 다를 경우 

{ 

 timeReset(); //자세 고정 시간 초기화 

} 

} 

 

End; 

 

 

위 내용을 설명하면, 

 

전압 값을 AD 컨버터를 이용하여 얻은 뒤 kg 로 

단위 환산을 한다.이 때 4 개의 압력 측정값 중 

가중치가 큰 2 개를 선택한다. 이전의 압력 측정값에 

따른 가중치 변화가 없으면 자세 고정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한다. 일정 임계 시간이 지났을 경우 

웹페이지 또는 단말기로 알림을 보낸다.4 개의 센서 

값이 모두 최저 임계 치보다 작을 경우 자세 고정 

시간을 초기화 하고 체위가 변경 되었다고 

판단한다.(예를 들어, 간호사가 직접 환자를 들어 

체위를 변경시켰을 경우)  선택된 값이 달라졌을 

경우, 자세고정 시간을 초기화 시키고 자세가 변경 

되었다고 판단한다. 

 

 

 

4.3 제안된 시스템 UI 설계도 

(그림 5) 본체 구성도(웹 페이지용) 

(그림 6) 본체 구성도(Tablet 용) 

 
(그림 7) 본체 구성도(Application 용) 

 

- 1122 -



제3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8권 1호 (2011. 5)

제안 시스템에서는 프로토콜을 통하여 전송 받은 

환자정보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UI 를 구성하

였다.  

(그림 5)는 웹 페이지, (그림 6)은 Table, (그림 

7)은 Smartphone 의 환자 관리 화면을 나타냈다. 

 

 
 

(그림 8) System Flow Diagram 

 

5. 결론 

욕창을 예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욕창이 발생

하기 이전에 욕창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환자의 욕창 방지 및 체형 교정을 위해 

시판되는 국내외의 체압 측정 장치는 정밀한 대신에 

상당히 고가이고 장비의 착용성에서 불편함이 있다. 

일상 생활에서 체압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압력의 크기와 압력 분포를 얼마나 잘 인지할 수 있

느냐와 측정 장비가 얼마나 착용이 쉬운 것인지가 가

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김에 강한 필름 형 압력 센서 사용과 

무선으로 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한 작은 단말기의 사

용으로 내구성 및 착용성에서 큰 강점을 보인다. 또

한 여러 자료를 통한 체압의 측정 메커니즘을 도입, 

체압 정보의 신뢰성과 설계의 유연성 및 경제성 역시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욕창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 대

소변의 비 위생 또한 고려하여 수분 센서를 장착하여 

예방 뿐만 아니라 욕창 부위에 대한 위생 효과를 더

하여 예방 뿐만 아니라 치료에 또한 효과적으로 보탬

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차후 U-Health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는 각종 환자 

상태 확인 기기와 관련하여 환자의 여러 측면에서의 

상태를 확장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간호사 및 환자의 편의성을 고려, 센서와 

Bluetooth 모듈을 효과적으로 착용 가능하도록 하는 

밴드 형태의 하드웨어 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 추후 

상용화가 될 경우, 하드웨어 본체와 센서의 소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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