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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적은 힘으로도 누워있는 환자의 자세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침대 모형을 만들었다. 시중에

서 판매되고 있는 변형 환자 침대는 침대의 변형을 수동으로 바꾸거나 침대에 연결되어 있는 구동기로 단순

히 환자의 자세를 바꿀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만들어진 침대는 침대를 다리 하단 / 다리 상단 / 상체 파트로 

나누어 따로 또 병렬로 자세를 바꿀 기능을 구현하였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에 의한 제어 구동도 가능하

고, 편안한 자세를 이루는 각 파트의 각도를 편리하게 기억시킬 수 있고, 버튼 한번 누름으로 기억된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다. 또 누워있는 환자가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굳는 형태를 방지하기 위한 운동 기능이 추가되

어 파트별로 운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키워드: 환자 돌봄용 침대(Patient Care Bed), 프로토타입(Prototype), 응용 사례(Applicatio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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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대학에 진학하며 그동안 배운 많은 지식들 특히 대학에 와서 배운 

지식을 이용하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수업 시간에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체구가 할아버지 보다 

작고 힘도 약하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는 종종 할아버지를 앉게 하는 등 할아버지를 

일으켜야 하는 데 할아버지를 일으키려는 모습이 매우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 이었다. 기계와 프로그램의 이기를 이용하여 작은 힘으로 

쉽게 변신하는 침대를 만들어 자세도 좀 바꾸어 드리고, 간병하시는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일들을 도와 드리면 좋지 않겠냐는 교수님의 

말씀에 배운 지식들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용 환자 돌봄 침대를 

만들었다.

II. 프로젝트 목표 및 제품 조사

처음에 다양한 조사와 함께 아이디어를 정리하였다. ‘물리적으로 

자세 변형을 할 수 있는 침대를 만들되, 다리 하단, 다리 상단, 상체부의 

3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이 따로 또는 병행 제어되어, 변형 작동 

되는 침대를 만든다. 안전을 기본으로 하며, 상체부의 작동으로 다양한 

각도의 상체 변형 자세가 될 수 있고, 상체부와 함께 다리 상단부와 

다리 하단부의 변형으로 의자도 되고, 누워서 다리도 올려 혈액 순환도 

되는 형태가 형성되는 침대’였다. 여기에 앱과 결합하여 스마트 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면 좋고, 프로그래밍 기술을 결합하여 편안한 

자세를 위한 각도를 버튼을 한번 눌러 기억하여 놓으면, 다시 쉽게 

기억된 자세로 쉽게 변형 되게 하고, 또 프로그램에 의해 사람의 

관절 운동이 되도록 하여 오래 누워있어 관절이 굳는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만들자고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한 시중에 나와 있는 

환자 돌봄용 침대는 기계식으로 등판을 들어 올리는 형태 이거나, 

유선으로 연결된 조작기에 의해 등판을 들어 올리거나 발판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그러나 앱에 의해 제어되거나, 기억시킨 

형태로 한 번에 변형시키는 기능 또는 운동 기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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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시중에 시판 중인 환자 돌봄 침대 예

III. 설계 및 구현

1. 제안된 환자 돌봄용 침대

Fig. 2. 제안된 환자 돌봄용 침대

Fig. 3. 제안된 환자 돌봄용 침대 제어를 위한 회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은 형태의 환자 돌봄용 침대를 위해 

그림. 3과 같은 형태의 제어 회로를 결합 구성하였다. 침대는 그림. 

2와 같이 3 파트로 구성하였다. 우리는 각 파트를 다리 하단부, 다리 

상단부, 상체부로 명명하였고, 각 파트는 관련 파트와 연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회전 변형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그림. 3과 같이 부품이 

부착되었다. 아두이노는 시스템 제어를 위해 채택된 단일 보드 마이크

로컨트롤러이고, 여기에 다수의 스위치나 센서를 연결하여 값을 받고

나 보내도록 하였다. HC-06은 스마트폰에 만들어진 앱과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 연결하였으며, 서보 모터는 각 파트들을 제어하기 위해 

채택되었고, 배터리 충전 및 공급기는 각 서보모터의 전원 공급을 

위해 채택되었고, 적외선 수신기와 적외선 리모콘은 본 침대를 무선 

제어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2. 아두이노 보드에 구성된 소프트웨어

아두이노 보드에 구성한 소프트웨어는 블루투스를 이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적외선 수신과 발신을 위한 라이브러리, 서보 모터 제어를 

위한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이들을 이용하기 위한 개체 선언하였다. 

아울러 필요한 변수들을 선언하였고 각 장치들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구동을 하였으며, 다음부터는 외부의 요구에 맞추어 각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였다. 구성한 기능에는, 다리 하단부 / 다리 상단부 

/ 상체부 들기 또는 내리기 기능이 있으며, 각 기능은 인간의 신체를 

고려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통제 하에 제어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다리 하단부는 무릎이 펼쳐지는 상태에서 아래로 굽어지는 

상태로만 제어되도록 하였으며, 다리 상단부가 들리게 되면 다리 

하단부는 적당히 내려가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 상태에서는 

다리 하단부를 다리를 펴는 정도까지 추가 제어할 수 있으며, 다리 

상단부와 상체부는 최소한 85도 정도 차이가 나도록 하였다. 이는 

환자가 접히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한 것이며, 만일 85도 각도에서 

다리 상단을 제어하여 최소한의 각도가 무너지게 되면 상체부가 

자동으로 뒤로 밀려 85도를 유지하고 환자가 접히는 불상사가 없도록 

안전을 구성하였다. 이밖에 편안한 자세가 형성되면 각 파트의 상태 

각도를 기억하여 한 번에 변신시킬 수 있는 기능과 각 파트별로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구성되었다.

--------------------------------------------------------------------------
#include <IRremote.h>
#include <Servo.h>
#include <SoftwareSerial.h>
SoftwareSerial BTSerial(2, 3); //블루투스의 TXD를 아두이노 2번에, RXD를 아두이노 3번에 연결한
다. 아누이노와 블루투스는 서로 반대로 연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 

/*
// 적외선 설정
int IR_RECV_PIN  = 8;                                    //IR Receiver로 수신한 값을 8번 
핀으로 받습니다.
IRrecv            irrecv(IR_RECV_PIN);                   //IR Receiver를 선언합니다.
decode_results    results;                               //수신결과가 저장됩니다.
*/

// 서보 모터 설정
Servo servo1,  //servo1은 다리 하단 제어(lower leg)
      servo2,  //servo2은 다리 상단 제어(upper leg)
      servo3;  //servo3은 상체(upper body)
      
int servo1_curAng, servo1_tarAng, 
    servo2_curAng, servo2_tarAng, 
    servo3_curAng, servo3_tarAng;
int upperBodyAng, upperLegAng, lowerLegAng;
int step = 5;
char ch;
int servoAngle[3];
int servoLimit[3][2] = {                              // 모터별 제어 한계 설정
  { 5, 100 },                                         // 다리 하단 설정
  { 0, 95 },                                          // 다리 상단 70도(상단을 폄)~170도(다리 
높임)
  { 0, 80 }                                           // 상체 0도(뉘움) ~ 80(세움)
};

int currentAngle[3];

int comfort[9][3] =  //행별 : 다리 하단 / 다리 중단 / 상체
                                {{ 5,       0,        0 },
                                 { 45,      45,       40 },
                                 { 5,       0,        0 },
                                 { 5,       0,        0}, //다리 하단 운동 출발
                                 { 100,     0,        0},  //다리 하단 운동 도착
                                 { 5,       0,        0}, //다리 상단 운동 출발
                                 { 5,       95,       0},  //다리 상단 운동 도착
                                 { 5,       0,        80}, //몸체 운동 출발
                                 { 100,     95,       0}  //몸체 운동 도착
                                }; 
                                
void setup()
{
  pinMode(13, OUTPUT);
  Serial.begin(9600);
  
  // 적외선 설정
  //irrecv.enableIRIn();                                 //IR Receiver enable

  //블루투스 설정
  BTSerial.begin(9600);

  // 서보 모터 설정
  servo1.attach(11);  //다리 하단
  servo1_curAng = 90;   lowerLegAng = 180;
  servo1.write( servo1_curAng );

  servo2.attach(10);  
  servo2_curAng = 80;   upperLegAng = 180;     //동쪽(오른쪽)을 0도로 했을 때 다리 상단은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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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servo2.write( servo2_curAng );
  
  servo3.attach(9);   
  servo3_curAng = servoLimit[2][0];   upperBodyAng = 0;
  servo3.write( servo3_curAng );
  
  angleByPart(0);  //환자의 무리한 자세를 허용하지 않기 위한 제어. 0 작업파트 없음, 1 : 다리하 작
업, 2 : 다리상, 3 : 상체
}

void loop()
{
/*  
  //IR 관련 
  if (irrecv.decode(&results)){                         //입력받은 값이 있으면
//    if (result == 리모콘 코드) ch = 작동 문자;
    Serial.println(results.value, HEX);                 //콘솔에 출력 합니다.
    irrecv.resume();                                    //다음 값을 받기위해 resume
  }
*/

// 블루투스에 의한 제어
  if (BTSerial.available()) {
    ch = BTSerial.read();
    Serial.write( ch ); //write 그대로 출력, print 아스키 값으로 변환 출력
    servoCtl( ch );
    ch = ' ';
  }
/*  if (Serial.available()){
    ch =  Serial.read();
    BTSerial.write(ch); 
  }

*/

  //시리얼 모니터에 의한 제어
  if (Serial.available()){
    ch =  Serial.read();
    Serial.write( ch );

    servoCtl( ch );
    ch = ' ';
  }
  
}

void servoCtl( char ch ) {
  switch ( ch ) {
    case 'q' :
    case 'z' : lowerLegCtl( ch );   angleByPart(1);   break;  
    case 'w' : //w는 다리를 내리고 x는 상체 쪽으로 올림
    case 'x' : upperLegCtl( ch );   angleByPart(2);   break;  
    case 'c' :
    case 'e' : upperBodyCtl( ch );  angleByPart(3);   break; 
    case 'r' : setComfort( 0 ); break;                  //편안함 1번
    case 't' : makeComfort( 0 ); break;                  
    case 'f' : setComfort( 1 ); break;                  //편안함 2번
    case 'g' : makeComfort( 1 ); break;                  
    case 'v' : setComfort( 2 ); break;                  //편안함 3번
    case 'b' : makeComfort( 2 ); break;                  
    case 'y' : memoryCurrentAngle( );  lowerLegMotion( 2 );  returnToPreviousState( );  break;  
              //다리 하단 운동 기능  
    case 'h' : memoryCurrentAngle( );  upperLegMotion( 2 );  returnToPreviousState( );  break;  
              //다리 상단 운동 기능
    case 'n' : memoryCurrentAngle( );  wholeBodyMotion( 2 ); returnToPreviousState( );  break;  
             //몸 전체 운동 기능
  }
}

void memoryCurrentAngle( ) {
  currentAngle[0] = servo1_curAng;
  currentAngle[1] = servo2_curAng;
  currentAngle[2] = servo3_curAng;
}

void returnToPreviousState( ) {
  while ( abs( servo1_curAng - currentAngle[0] ) >= step ) {   //다리 하단
    if ( servo1_curAng < currentAngle[0] ) servoCtl('q');     //각도를 늘리고
    else servoCtl('z');                                     //각도를 줄이고
  }  

  while ( abs( servo2_curAng - currentAngle[1] ) >= step ) {   //다리 상단
    if ( servo2_curAng < currentAngle[1] ) servoCtl('w');     //각도를 늘리고
    else servoCtl('x');                                     //각도를 줄이고
  }  

  while ( abs( servo3_curAng - currentAngle[2] ) >= step ) {   //몸체
    if ( servo3_curAng < currentAngle[0] ) servoCtl('e');     //각도를 늘리고
    else servoCtl('c');                                        //각도를 줄이고
  }
}

void lowerLegMotion( int times ) {
  Serial.println( " Lower " );
  for( int x=0; x<times; x++ ) {
    while ( abs( servo1_curAng - comfort[3][0] ) >= step ) {   //다리 하단
      if ( servo1_curAng < comfort[3][0] ) servoCtl('q');     //각도를 늘리고
      else servoCtl('z');                                     //각도를 줄이고
    }
    while ( abs( servo1_curAng - comfort[4][0] ) >= step ) {   //다리 하단
      if ( servo1_curAng < comfort[4][0] ) servoCtl('q');     //각도를 늘리고
      else servoCtl('z');                                     //각도를 줄이고
    }
  }  
}

void upperLegMotion( int times ) {
  for( int x=0; x<times; x++ ) {
    while ( abs( servo2_curAng - comfort[5][1] ) >= step ) {   //다리 상단
      if ( servo2_curAng < comfort[5][1] ) servoCtl('w');     //각도를 늘리고
      else servoCtl('x');                                     //각도를 줄이고
    }
    while ( abs( servo2_curAng - comfort[6][1] ) >= step ) {   //다리 상단
      if ( servo2_curAng < comfort[6][1] ) servoCtl('w');     //각도를 늘리고
      else servoCtl('x');                                     //각도를 줄이고
    }
  }  
}

void wholeBodyMotion( int times ) {
  for( int x=0; x<times; x++ ) {
    lowerLegMotion( 1 );
    upperLegMotion( 1 );
    while ( abs( servo3_curAng - comfort[7][2] ) >= step ) {   //다리 상단
      if ( servo3_curAng < comfort[7][2] ) servoCtl('e');     //각도를 늘리고
      else servoCtl('c');                                     //각도를 줄이고
    }
    while ( abs( servo3_curAng - comfort[8][2] ) >= step ) {   //다리 상단
      if ( servo3_curAng < comfort[8][2] ) servoCtl('e');     //각도를 늘리고
      else servoCtl('c');                                     //각도를 줄이고
    }
  }  
}

void setComfort( int x ) {
  /*
  comfort[x][0] = servo1.read();

  comfort[x][1] = servo2.read();
  comfort[x][2] = servo3.read();
  */
  comfort[x][0] = servo1_curAng;
  comfort[x][1] = servo2_curAng;
  comfort[x][2] = servo3_curAng;
}

void makeComfort( int x ) {
  while ( abs( servo1_curAng - comfort[x][0] ) >= step ) {   //다리 하단
    if ( servo1_curAng < comfort[x][0] ) servoCtl('q');     //각도를 늘리고
    else servoCtl('z');                                     //각도를 줄이고
  }
  while ( abs( servo2_curAng - comfort[x][1] ) >= step ) {   //다리 상단
    if ( servo2_curAng < comfort[x][1] ) servoCtl('w');     //각도를 늘리고
    else servoCtl('x');                                     //각도를 줄이고
  }
  while ( abs( servo3_curAng - comfort[x][2] ) >= step ) {   //상체
    if ( servo3_curAng < comfort[x][2] ) servoCtl('e');     //각도를 늘리고
    else servoCtl('c');                                     //각도를 줄이고
  }  
}

void comfortPrint( int val ) {
  String str = "편한 자세 ";
  switch ( val ) {
    case 0 : str += "1"; break;
    case 1 : str += "2"; break;
    case 2 : str += "3"; break;
  }
  str += " 설정(다리 하단 / 다리 상단 / 상체 ) : ";
//  Serial.println();
//  Serial.print(str);
//  Serial.print( comfort[val][0] );
//  Serial.print(" / ");
//  Serial.print( comfort[val][1] );
//  Serial.print(" / ");
//  Serial.println( comfort[val][2] );
}

void lowerLegCtl( char ch ) {
  //서보 1, 다리 하단 제어
  if ( ch == 'q' ) {
    servo1_curAng = servo1_curAng + step;
    if ( servo1_curAng > servoLimit[0][1] ) servo1_curAng = servoLimit[0][1];
    servo1.write( servo1_curAng );
  }
  if ( ch == 'z' ) {
    servo1_curAng = servo1_curAng - step;
    if ( servo1_curAng < servoLimit[0][0] ) servo1_curAng = servoLimit[0][0];
    servo1.write( servo1_curAng );
  }
  Serial.println();
  Serial.print("다리 하단 각도 : "); 
  Serial.println( servo1_curAng );
}

void upperLegCtl( char ch ) {
  //서보 2, 다리 상단 제어
  if ( ch == 'w' ) {
    servo2_curAng += step;
    if ( servo2_curAng > servoLimit[1][1] ) servo2_curAng = servoLimit[1][1];
    servo2.write( servo2_curAng );
  }
  if ( ch == 'x' ) {
    servo2_curAng -= step;
    if ( servo2_curAng < servoLimit[1][0] ) servo2_curAng = servoLimit[1][0];
    servo2.write( servo2_curAng );
  }
  Serial.println();
  Serial.print("다리 상단 각도 : "); 
  Serial.println( servo2_curAng );
}

void upperBodyCtl( char ch ) {
  //서보 3, 상체 제어
  if ( ch == 'c' ) {
    servo3_curAng -= step;
    if ( servo3_curAng < servoLimit[2][0] ) servo3_curAng = servoLimit[2][0];
    servo3.write( servo3_curAng );
  }
  if ( ch == 'e' ) {
    servo3_curAng += step;
    if ( servo3_curAng > servoLimit[2][1] ) servo3_curAng = servoLimit[2][1];
    servo3.write( servo3_curAng );
  }
  Serial.println();
  Serial.print("상체 각도 : "); 
  Serial.println( servo3_curAng );
}

void angleByPart(int workingPart) {
//  Serial.println("===================          ... 동쪽(오른쪽)을 기준(0도)로 함 ");
  Serial.print("상체 각도 : "); 
  upperBodyAng = servo3_curAng;
  Serial.print( upperBodyAng );
  Serial.print(" / ");  
  Serial.print("다리 상단 각도 : ");
  upperLegAng = servo2_curAng + 90; 
  Serial.print( upperLegAng );
  Serial.print(" / ");  
  Serial.print("다리 하단 각도 : ");
  lowerLegAng = upperLegAng + 90 - servo1_curAng; 
  Serial.println( lowerLegAng );
  Serial.println("===================");

  switch ( workingPart ) {
    case 1 : break;
    case 2 : // 다리 상부 이동  상체 파트 관계와 다리 하단부 관계 제어 필요
      if ( (upperLegAng - upperBodyAng) < 85 ) servoCtl( 'c' );
      else if ( upperLegAng < 180 && lowerLegAng < 170 ) servoCtl( 'z' );
      break;
    case 3 : // 상체 파트 이동. 다리 상단 파트 관계 제어 필요
      if ( (upperLegAng - upperBodyAng) < 85 ) servoCtl( 'w' ); 
      break;
  }
}

--------------------------------------------------------------------------

Fig. 4. 아두이노에 구성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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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앱 파트에 구성된 소프트웨어

Fig. 5. 앱 파트에 구성한 소프트웨어

앱에 구성한 소프트웨어는 아두이노에 구성한 소프트웨어와 상응하

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기능과 현재 사용자가 

요청한 기능이 무엇인지 출력하는 기능, 다리 하단부 / 다리 상단부 

/ 상체부 들기 또는 내리기 기능, 다리 하부, 다리 상부 운동 시키기 

기능이 있으며, 현재 구성된 자세를 기억시키기 기능과 기억시킨 

자세로 한 번에 형성시키는 기능이 있다[1].

4. 침대 및 팬텀 설계

아래 그림들은 환자 대용으로 보이고자 했던 팬텀의 설계와 침대의 

상판과 하판의 설계도이다. 상판의 구성에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Fig. 6. 팬텀 및 침대 설계도

5. 구현 결과 검토

Fig. 7. 구현된 모습

그림. 7과 같이 구성하여 실험을 하였다. 상체 및 다리 상단, 다리 

하단 올림과 내림 기능, 편안한 자세가 되었을 때 기억시키는 기능 

및 버튼 한 번으로 기억시킨 자세로 변형하기 기능, 다리 하단 및 

다리 상단, 몸 전체 운동 기능이 블루투스를 통하여 앱에 의하여 

잘 작동되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누워있는 환자의 자세 변형을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프로토타입을 구성하였다. 누워있는 환자의 자세 변형을 

통한 욕창 방지 효과 기대한다. 또 변형 침대에 구현된 운동 기능을 

통한 누워있는 환자의 관절 가동성 손상을 방지하는 관절 구축 효과 

기대한다. 향후 할 추가 작업은 웹 캠 혹은 CCTV를 이용한 환자 

관찰 환경 조성과 욕창 방지를 위한 침대의 종축 움직임 기능 추가 

작업, 적외선 장치와 서보 모터의 병행 작업 시 발생되는 문제 찾아 

수정하기 및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앱으로 개선하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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