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현재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환자가 증가하면
서 욕창 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1].

특히 COVID-19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간호인
의 업무 부하 및 면회 금지 등으로 인해 욕창 관
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

욕창은 한 자세로 누워 있을 때 특정 부위에 지
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
겨 궤양이 유발되는 질병이다[3]. 이런 욕창은 주기
적으로 체위변경을 해줌으로써 예방하는데 이는 
주기적으로 시행해야하기에 간호인의 부담이 크다.

이에 본 논문은 환자가 욕창이 유발되는 위험성
이 있는 부위를 검출하고 체위변경을 시행해야하
는 시기를 간호인에게 피드백을 해 줌으로써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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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욕창유발을 방
지하고자 한다.

Ⅱ. 시스템 개요

본 시스템은 누워 있는 시간이 많은 뇌졸중 환자, 
마비환자 및 노인인 와상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며, 
중환자실이나 요양원에서 사용하도록 제안한다.

표 1. 욕창 간호 업무의 어려움 조사

정신적 노동 육제적 노동
비율 64% 36%

[표 1]은 애광요양원, 동래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
사 등 60명의 간호인을 대상으로 욕창 간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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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매년 고령화 사회로 인해 욕창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COVID-19의 팬데믹 상황으로 간호인의 업무 
부하로 욕창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욕창은 부동자세로 인해 궤양이 생기는 질병으로 간호인
이 주기적으로 체위변경을 해줘야 하기에 간호 부담이 큰 질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욕
창 유발 위험을 검출하고 호발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줌으로써 간호인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
는 시스템을 제시한다. 본 시스템을 통하여 간호인의 욕창 간호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간호 업무의 증대
할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number of bedsores patients is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the aging society, and the importance of bedsores m
anagement is emerging as a burden on nurses due to the pandemic situation of COVID-19. Curses are a disease that c
auses ulcers due to floating posture, and it is a disease that is burdensome for nurses to periodically change their body 
position.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system that can reduce the burden on nurses by detecting the risk of inducin
g bedsores and monitoring the status of calls in real time. Through this system, it will be possible to increase nursing 
work by solving the difficulties of nursing in the bedsores of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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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노동과 육체적 노동의 어려움의 비율을 조사
한 내용이다. 그 결과 대부분 욕창간호에 대해 정신
적인 노동이 힘들다고 느꼈으며, 특히 24시간 관리
해야 한다는 점과 각 환자의 호발부위를 신경 쓰면
서 간호해야한다는 점이 어렵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
자의 체위변경 현황과 호발 위험 부위를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CNN**기반의 욕
창 위험 검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Ⅲ. 시스템 구성

 
[그림 1]은 본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매트는 체

압측정을 위한 압력센서가 분포되어 있고 이는 라
즈베리파이와 연동되어 있다.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면 .csv형태***의 데이터로 반환하며 이는 각 
셀 마다 체압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다. 체압 분포 
데이터는 AI기반 알고리즘을 통하여 욕창 위험 부
위를 검출하여 관리 모니터링에 송출한다.

Ⅳ . 인공지능기반 SW 알고리즘

1. 환자 자세 판단
체압 분포를 기준으로 환자의 욕창 위험 부위를 

검출하기 위해선 호발부위를 알아야하며, 이는 환
자가 취하고 있는 자세를 먼저 판단해야한다.

그림 2. 환자의 자세 판단 구성도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한 계층의 각 
뉴런이 다음 계층의 모든 뉴런에 연결되는 신경망 구
조
***csv(comma-separated values): 몇 가지 필드를 쉼
표(,)로 구분한 텍스트 데이터 및 텍스트 파일

한 체압 분포를 이용하여 환자의 자세를 판단한 
논문에 의하면 CNN기반의 몸의 특징 점을 이용한 
자세 추정 알고리즘으로 Spine을 추출한 뒤 
one-hot encoding****기법을 이용하여 구현[4]하는 
방식으로 본 시스템에서는 자세를 판단한다.

2. 호발 부위 기반 욕창 위험 부위 검출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자세 판단 알고리

즘을 통한 환자의 Position data를 추출한다.

그림 3. 욕창 위험 부위 검출 알고리즘

추출한 position data를 기준으로 호발 부위 및 
압력 분포추출하고 이를 [그림 3]의 알고리즘 모델
에 학습시킨다. CNN신경망은 특징을 추출하는 
Convolution 계층과 추출된 특징들의 샘플링의 사
이즈를 줄이는 Max-pooling계층으로 Feature 
extraction을 구성한다.

추출한 특징들은 FC (Fully Connected layer)를 
거쳐 현재 압력 받는 부위를 판별한다. 이후 환자
의 사정정보를 반영하여 ReLU (Rectified Linear 
Unit)함수로 욕창 위험 부위를 감지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욕창 간호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CNN기반 욕창 유발 위험 부위 검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발 부위를 시스템이 검출
해줌으로써 매 시간 욕창 간호에 신경을 써야하는 
간호인의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고
령화 시대에 도래한 욕창 환자의 증가와 
COVID-19로 인한 욕창간호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간호인의 업무 효율을 증대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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