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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욕창 예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공압식 욕창 예방 매트리스도 시판되고 있지만, 잔존

체압이 임계 체압 32mmHg를 넘어섬으로 아직 완전한

욕창 예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건반식 침

대의 경우에는 건반을 하강해 체압을 0으로 하거나 건

반 상승시 임계시간 이내로 건반을 제어하면 이론적으

로 욕창예방이 가능하다[1].

본 연구에서 개발된 건반 링크 메카니즘은 의료용

침대에 적용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그림 1은 이런 메

카니즘을 17개 장착한 건반 구조형 구조물로 욕창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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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압센서를 장착한 의료용 침대 시스템의 개발

Development of medical bed system equipped with body pressure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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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의료용 침대는 N개의 건반으로 이루어져 각각이 엑츄에이터에 의해 수직으로 구동된다.
각 건반에는 M개의 센서가 실장되어 체압을 측정하므로 체압지도의 해상도는 MN에 의해 결정된다. 각 건반에는 센
서 제어기가 실장되어 M개의 센서로부터 측정한 체압값을 CAN(Car Area Network)와 같은 직렬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메인제어기로 전달한다. 각 건반에는 모터를 구동하는 서보 드라이버가 하나씩 장착되며 메인 제어기와 CAN으
로 연결되어 메인 제어기에서 지시된 변위값대로 건반의 높낮이를 제어하며 향후 개발될 인공지능 제어 알고리즘을
위해 신체 각부의 편안도를 조사하여 건반의 높낮이를 맟추었다. 또한, 건반 각부에 걸리는 최대 체압값과 체압비를
계산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침대 편안도 제어를 위해 기초 데이터로 활용한다. 결과적으로 제시된 시스템은 향후 개발
될 인공지능에 의한 신체의 안락함과 욕창 방지 제어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주요어 : 스마트 의료용 침대, 체압 센서, 건반, 안락감, CAN, 인공지능

Abstract The medical bed developed in this study consists of N keys and each is driven vertically by an 
actuator. Since M sensors are mounted on each keyboard to measure body pressure, the resolution of the body 
pressure map is determined by the MN. A sensor controller is mounted on each keyboard, and the body 
pressure values measured from M sensors are transmitted to the main controller through a serial communication 
network such as CAN (Car Area Network). Each keyboard is equipped with a servo driver that drives a motor, 
and it is connected to the main controller via CAN to control the height of the keyboard according to the 
displacement value indicated by the main controller. In addition, the maximum body pressure value and body 
pressure ratio applied to each part of the keyboard are calculated and used as the basic data for controlling bed 
comfort by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result, the proposed system can be a foundation that can be used for the 
control of body comfort and pressure sore preven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to be developed in the future.

Key words : Smart Medical Bed, Body Pressure Sensor, Keyboaed, Comfortability, CAN,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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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자동교환 및 환자이송을 위한 의료용 전동 침대이

다[2][3].

그러나 건반을 홀짝으로 교대승강시 안락감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체압

센서를 건반에 탑재하여 인공지능적으로 건반 승하강

을 제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2는 향후 개

발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욕창 제어 침대 시스템의

일례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제어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의 침대의 편안도를 측정하

는데 초점을 둔다.

II.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개발된 의료용 침대는 N개의 건반으로 이루어지며

각 건반에는 한 개의 모터와 이를 구동하는 서보드라이

브가 실장되어 있다. 각 모터는 서보 드라이버가 달려

있어 위치 및 속도제어가 가능하다. N개의 서보 드라

이버들은 CAN(Car Area Network)과 같은 시리얼 통

신으로 연결된다. 메인 제어기는 두 개의 CAN 포트가

있어 하나의 CAN 포트는 N개의 모터 드라이버 제어

기와 직렬로 연결되고 또 하나의 CAN 포트는 체압센

서 제어기와 연결된다. 각 센서 제어기에 연결된 M개

의 센서로부터 체압값을 수치로 읽어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얻어진 MN개의 센서 데이터값을 욕창 압력 제

어 알고리즘을 통해 적절히 처리하여 침대의 편안도

개선이나 욕창이 예방되도록 최적의 알고리즘을 구성

하고 해당되는 건반 높낮이 값들을 서보 드라이버에 전

송하며 각 건반의 모터 위치값을 제어한다.

건반은 그림 3과 같이 4 bar 링크 메카니즘으로 이

루어지고 모터는 회전 각도를 입력 받으며, 모터와 연

결된 링크의 길이에 따라 건반의 높이값이 정해진다.

동작시키고 싶은 높이값을 아래의 수식에 대입하면 필

요한 모터의 회전 각도를 구할 수 있다[4].

   cos  (1)

  arccos 


 (2)

그림 2.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욕창 제어 침대 시스템의 일례
Fig. 2. An example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smart bedsore control bed system

그림 1. 개발된 의료용 침대의 외관
Fig. 1. The appearance of the developed medical bed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646-653, February 28,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648 -

여기서, 는 건반 링크의 회전각도이고, 은 건반링

크의 회전반경, 그리고 는 건반의 높이이다. r =

40mm 이므로 높이값 d는 [-40, 40] mm 범위에서 변하

게 된다.

그림 3. 4 바 링크 메카니즘
Fig. 3. 4 bar link mechanism

III. 체압센서 및 시험 시스템

1. 체압센서

체압센서는 FSR방식의 박막 체압 센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FSR이란 Force Sensitive Resistor의 약자

로 물리적인 힘, 무게 등에 따라 저항 값이 바뀌는 성

질을 이용한 센서로 압력 센서라고 알려져 있다. 모델

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FSR은 몇 개의 레이어로 구

성된 박막 형태의 센서다. 가장 기본적인 FSR은 중간

에 스페이서(Spacer)라고 하는 공간적인 갭을 만드는

레이어를 중앙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 위아

래로 회로가 인쇄되어 있는 레이어(FPC)와 전도성 물

질로 코딩이 되어 있는 필름 레이어(MD film)가 배치

된다. 그리고, 위에서 힘이 가해지게 되면, FPC의 더

많은 부분이 MD film과 접촉을 하면서 센서의 저항 값

이 줄어들게 되어 센서에 가해진 힘의 양을 추정할 수

있다.

센서값의 수 NM이 클수록 체압지도의 해상도가 커

진다. 그러나 N과 M은 물리적인 이유와 실용적인 이

유로 제한이 되며 적절한 값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체

압센서는 사용전에 캘리브레이션되어 0∼80mmHg의

체압값을 제어기로 전송한다.

2. 시스템 구성

시스템은 N개의 건반에 있는 N개의 모터 서보 드라

이버에 각 건반의 높이값 h를 메인 제어기에서 각도값

으로 CAN통신을 통해 전송하고, 실제 동작된 높이값을

CAN통신을 통해 메인제어기에서 읽는다. 마찬가지로

각 건반에 있는 M개의 체압센서값을 센서 제어기로 읽

어 메인 제어기로 전송한다. 그림 4는 구성된 시스템을

보여준다. 메인제어기는 시리얼 통신을 통해 PC로 연

결되고 PC는 건반의 높이 제어를 행하며 체압센서값을

읽어 표시한다. 그림 5는 개발된 체압센서를 보여준다.

그림 4.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Fig. 4. The organization of system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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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험에 사용된 체압센서 및 제어기
Fig. 5. The body pressure and the controller for experiment

메인제어기의 프로그램은 CubeMx로 하드웨어 설정

을 하고 Cube IDE환경에서 C언어로 프로그램이 작성

되었으며. 메인 제어기에 연결되는 PC는 Windows 10

운영체제 환경에서 Visual C#으로 프로그램이 작성되

었다. PC는 메인제어기로의 명령을 내리거나 메인제어

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시각화 및 엑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6은 제작된 PC프

로그램의 GUI를 보여준다.

IV.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 [5]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침대의

편안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16명(남자 12명, 여자 4명)

의 시험참가자를 대상으로 2회 시험을 행하였다. 시험

방법은 바로 누운자세, 좌로 누운자세 및 우로 누운자

세에 대해 침대 각 건반의 높이를 조절하여 시험참가자

들이 반응을 조절 전과 조절 후는 표 1과 같다.

피험자 나이 키 몸무게
Rohrer’

s index
No.1 59 175 88 164.2
No.2 26 182 68 112.8
No.3 22 165 68 151.38
No.4 37 179 78 136
No.5 31 176 72 132.07
No.6 34 173 72 139.06
No.7 33 174 95 180.33
No.8 39 186 82 127.43
No.9 67 173 85 164.17
No.10 42 156 62 163.31
No.11 50 155 55 147.7
No.12 37 155 52 139.64
No.13 21 168 65 137.08
No.14 27 170 63 128.23
No.15 29 158 52 131.84

No.16 62 165 57 126.89

평균 38 169 69 142.63

표준편차 14.0 9.6 13.3 17.29

표 1. 피실험자들의 인체정보
Table 1. The body information of participants for experiment

그림 6. PC 스크린 상의 GUI 화면
Fig. 6 The GUI on PC scree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646-653, February 28,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650 -

Rohrer‘s index란 비만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아래의

수식에 신장과 체중을 입력하면 Rohrer index를 구할

수 있다.

′ 신장
체중

× (3)

그림 7은 시험에 사용된 침대 건반의 구역분할을 보

여준다. 건반은 총 N = 17개이며 건반의 피치는 11cm

이며 건반의 너비는 880mm, 그리고 건반당 체압센서의

수 M = 10이고 체압센서간 피치는 77mm이다.

그림 7. 건반 매트리스 구역분할과 체압센서
Fig. 7. The reginal division of the keyboard matrix and the body

pressure sensors

각 매트리스 건반  , 센서 에서의 측정 체압 과

전체 체압에 대한 비율 는 식(4)와 같은 공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가 클수록 매트리스 의 체압비는 커지

게 되며 이는 침대의 편안도와 욕창과 관련이 있다.

 


  




  



 


  





   ⋯ (4)

그리고 각 건반에서의 최대 체압은 식 (5)에 의해 계

산된다. 최대 체압값이 32mmHg가 넘으면 욕창발생 임

계압력을 초과하게 되어 일정시간이 지속되면 실제 욕

창이 발생하게 된다[6][7].

  max    ⋯ (5)

설문조사는 5점 척도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건반의

높낮이 조절에 따른 신체 각 부분의 편안도를 조사하였

다. 신체의 각 부분은 목, 어깨, 요추, 엉덩이, 무릎, 발

목이고 5점 척도는 1-많이 불편하지 않다, 2-불편하지

않다. 3-보통이다. 4-불편하다, 5-많이 불편하다이다.

그림 8은 측정된 체압지도의 일례를 보여준다.

(a) (b) (c)
그림 8. 체압지도의 일례: (a)바로 누운 자세 (b)우로 누운 자세

(c)좌로 누운 자세
Fig. 8. An illustration of body pressure map: (a) suspine (b)right

(c)left lying position

V. 시험결과

1. 체압비와 건반 높이의 관계

체압비는 백분율로 표시되고 있고, 그림 9에서와 같이

조정 전 바로 누운자세에서는 4(견갑골), 8번(엉덩이) 건

반에서 전체 체압의 40%가 집중되었지만, 조정 후 상체

의 경우 체압이 집중된 부위인 3∼5번의 건반의 높이를

주변 건반보다 높이를 낮춤으로써 체압이 낮아졌으며,

체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6∼7번의 경우는 건반 높이

를 높여서 척추를 지지해주었다. 하체의 경우는 전반적

으로 건반의 높이를 높여 다리를 지지해줄 경우 편안함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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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바로 누운자세에서조정 전, 후의 체압비와건반높이
Fig. 9. The body pressure ratio and keyboard height

adjusting before and after the supine position

그림 10에서와 같이 조정 전 옆으로 누운자세에서는 3,

4, 8, 9번 건반에서 체압분포가 집중되었다. 옆으로 누울

경우 머리와 어깨의 단차가 크게 생기기 때문에 3, 4번

의 건반을 많이 낮춰서 어깨부분에 걸리는 압박을 낮춰

주었다. 또한 8, 9번의 건반을 낮춰서 골반 부위의 체압

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다리쪽으로 압력을 분산시켰다.

그림 10.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조정 전, 후의 체압비와 건반
높이

Fig. 10. The body pressure ratio and keyboard height
adjustment before and after sideways lying position

2. 체압비와 최대체압의 관계

그림 11에서 각 건반에서의 최대 체압값은 그림 9와 비

교할 때 체압비와 대략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체

압비가 높은 신체부위에서 최대체압이 주로 나타난다..

그림 11. 바로 누운 자세에서 조정 전, 후의 최대체압값과 건
반높이

Fig. 11. The maximum body pressure and keyboard height
adjusting before and after the supine position

그림 12.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조정 전, 후의 최대체압값과
건반높이

Fig. 12. The maximum body pressure and keyboard height
adjusting before and after sideways lying position

3. Rohrer’s index와 건반 높이 조절량의 관계

체형별로 선호하는 각 부위의 높이 조절량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Rohrer’s index 160이상과 130이하로 나

누어, Rohrer’s index와 높이 조절량의 상관관계를 표 1

에 나타내었다.

두 집단 공통적으로 머리 부분의 체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베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 2번 건반의

높이 조절량이 다른 부분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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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바로 누운자세에서 Rohrer’s index와 건반 높이
Fig. 13. Rohrer's index and keyboard height in the supine lying

position

먼저 바로 누운자세부터 보면 그림 13에서와 같이

Rohrer’s Index가 160이상인 집단에서 머리, 엉덩이 부

위와 근접한 건반과의 단차를 높여줄 경우 편안함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Rohrer’s Index가 130이하인 집

단에서 허리 아래, 무릎 뒤쪽 부위와 같이 공간이 생기

는 부위에 매트리스를 높여주면서 해당 부위를 지지를

할 경우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옆으로 누운자세에서 Rohrer’s index
Fig. 14. Rohrer's index and keyboard height in sideways lying

position

다음으로 옆으로 누운자세를 보면 그림 14에서와 같이

Rohrer’s Index가 160이상인 집단에서는 6∼11번(허리

∼엉덩이) 건반을 아래로 낮춰줄 경우 편안함을 느끼고

130이하인 집단에서는 16번(발목)을 살짝 올려줬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개의 높이의 경우 아래 표 2 와 같이 Rohrer’s index

가 클 때 베개 높이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Rohrer’s index와 베개 높이 조절
Table 2. The height adjustment of pillow and Rohrer’s index

Rohrer’s index 바로누운자세 옆으로누운자세
160 이상 16.86mm 42.63mm
130 이하 13.12mm 41.75mm

4. 설문조사 결과

건반 높이를 조절한 후 불편 정도의 변화량을 파악하

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초기에 침

대가 평탄할 때 신체 각 부분의 불편정도를 측정하고,

조정 후 한번 더 불편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15, 16와 같이 두 자세에서 공통적으로 조정 전에

목과 어깨에서 불편함을 보였다.

그림 15. 바로 누운 자세에서 불편도 수정
Fig. 15. The correction of discomfort in the supine position

그림 16.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불편도 수정
Fig. 16 The correction of discomfort in the sideways position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체압 센서를 장착한 의료용 침대를 개

발하고 누운 자세에서의 신체의 편안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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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4 bar링크로 구성된 17개의 건반으로 구분된

침대에 체압센서를 각 건반당 10개씩 총 170개를 장착

하였다.

침대가 초기에 평평한 상태에서 체압 분포를 관찰하며,

피실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터 높이를 조절한 후 편

안을 느끼는 체압 분포와 건반의 조합을 살펴보았다.

체압 분포의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체압이 어깨, 엉덩

이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으며, 체형에 따라 편안함을

느끼는 건반 높이 조절량이 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편안함은 주관적이지만 정량화시킨 방법으로 측정하

였으며, 체압이 감소하면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

떤 경우에는 체압이 작용하여 신체를 받쳐주는 느낌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았다.

연구결과는 신체의 체압분포 특성을 고려한 인공지능

제어로 욕창을 방지하면서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의료용 침대가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향후 연구되어야 할 것은 문헌 [6]과 같이 신체와 개

발된 매트리스 침대를 유한요소로 모델링하고, 침대와

신체의 정적인 특성과 동적인 특성을 고려한 상호작용

을 분석해보는 것이 욕창을 고려한 체압제어 침대 개발

과와 편안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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