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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병실의 침대 위에서 움직임으로 침대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감시 시스템인  낙상 방지 시스템

을 제안한다. 환자는 휴식을 취하거나 각종 처치를 위하여 침대에 머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기력이 낮아

지고 자기 신체에 대한 제어 능력이 낮아져 침대의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초음파를 이용

한 환자까지의 거리 맵을 생성한 다음 거리 맵을 기반으로 환자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경과 측정거리는 10mm 이내로 측정이 

가능하였고,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여 내구성과 활용성이 우수하였다.

키워드: 낙상방지(fall prevention), 초음파 센서(ultrasonic sensor), 거리 맵(distanc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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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한편 복지에 대한 수요 증진과 인구 고령화로 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증가되고, 농어촌이나 노령자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인하여 더 의료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1]. 노령인구의 급증과 

산업의 고도화로 인한 산업재해의 증가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어 의료인당 관리 환자의 숫자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 환자 

발생 시 항상 환자 곁에 보호자가 있어 관리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빠른 의료인 양성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ITC 기술을 이용하여 환자를 관리하고 돌보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환자보

호 시스템은 환자를 모니터링하여, 위험한 위치로 이동할 경우 관리자

에게 알려주 기능으로, 라이다(Lidar)를 이용한 방법, 로드셀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FLex 센서를 활용한 위치검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거리 맵을 생성한 후, 거리 

맵에서 변화량을 계산하여 위치를 추정하도록 구성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고령인구가 증가되면서 고령자에게 낙상 사고는 자주 발생되는 

사고중 하나이다. 또한 고령자는 인진능력이 저하되어 낙상사고의 

위험성은 더 높다[2,3,4]. 따라서 낙상에 대한 예방과 알람, 상해로부터

의 보호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병상에서 낙상방지에 

대한 연구는 압력 감지에 의한 위치감지방식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기계적 압력측정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경과됨

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접촉 

계측방식으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병상의 침대에서의 환자위치를 

맵으로 작성하여 처리하고자 한다.

III. The fall prevention using by Distance 

map Scheme

본 연구에서는 비접촉 방식으로 침대 위쪽에서 환자에게 초음파를 

발사하여 거리를 측정한 후, 각각의 지점까지의 거리를 맵으로 작성하

여 환자의 위치를 추정한다.

Fig. 1. Configuration of fall preven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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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낙상방지시스템의 구성을 보인 것으로 침대 상에 검출 

영역(Scan Area)을 정하고 검출 영역 위에서 센서로 침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거리 맵을 생성한다. 타이머의 클럭이 10000Hz일 

경우 식(1)과 같이 거리를 구한다.

  

         식(23)

IV. Experence and Result

거리측정은 복수 개의 초음파 센서로 구성한 거리측정 모듈을 

이용하며, 그림 2와 같다.

Fig. 2. Distance Sensing Module.

환자의 위치는 거리측정 모듈로부터 침대까지의 가장 거리를 배열

로 작성하여 거리 맵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STM32F103을 

MPU로 사용하고, 비접촉방식인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거리센서 

모듈을 구성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1과 같이 침대 위 약 60Cm 

윗쪽에 거리측정 모듈을 설치하여 의료용 침대의 너비인 1M를 스캔영

역으로 구성하여 실험한 결과 실제 거리와의 오차가 10mm 이내의 

오차로 측정되어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순번
위치

P1 P2 P3 P4 P5

 59.8 45 45.3 59.3 59.5

   59.5 45.7 45.5 58.6 59.2

 59.65 45.35 45.4 58.95 59.35

Table 1. Distance map for fall prevention system.

측정결과 환자가 P1이나 P5일 경우 추락 위험정보를 전송한다. 

기존방식에 비하여 여러영역으로 나누어 위치를 측정함으로서 활용성

이 우수하였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비접촉 방식인 초음파를 사용하여 거리를 측정한 

후, 각각의 지점까지의 거리를 맵으로 작성하여 환자의 위치를 추정한

다. 측정결과 침대의 끝에 환자가 위치한다면 관리자에게 추락위험 

정보를 보내도록 구성하였다. 마이크로 컴퓨터로 구성하여 실험한 

결과 10mm 이내의 오차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향후 측정오차를 

줄이고, 초음파 모듈사이의 간섭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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