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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침상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고는 낙상이다. 병원의 

낙상 사고는 22시에서 08시 사이에 48.4%로 밤과 새

벽사이에 가장 많았고, 이중 침상 낙상이 44.2%로 

조사되었다[1]. 이처럼 간호사나 보호자의 관리가 부

족한 시간대에 발생하는 낙상은 환자나 노약자에게

는 치명적이다. 빠른 응급처치를 통해 낙상으로 기인

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낙상을 감지할 수 있어

야 한다. 특히 수면무호흡으로 인한 야뇨증이나 졸음 

등이 낙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2]. 수면무호흡증

은 수면 중에 호흡을 완전히 멈추는 상태로 10초 이

상 지속되는 무호흡이 시간당 5회 이상인 것으로 심

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기능적 장애, 인지기능저하,

업무수행력 저하, 교통사고 위험율 증가, 당뇨, 고혈

압, 뇌혈관질환의 위험율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3].

기존 낙상 관련 연구들은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는 

기법, 센서를 사용하는 기법들이 있다[4]. 영상 전송

은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원격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지만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와 사생활 침해라는 

단점이 있다. 센서 방식은 기존 피에조 부저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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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가속도 센서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속도 센서는 사생활 침해가 없고 피에조 부저의 

단점인 감지 영역 제한에 구애 없이 대상자를 모니터

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착용에 대한 이질감,

센서 위치에 따른 검출률 변동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5].

본 논문에서는 침상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되고 있

는 기술들을 살펴보고, 비접촉식 Occupancy와 Radar

를 사용하여 멀티 센싱을 통한 침상에서의 낙상, 수

면무호흡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했다.

침상에서의 낙상과 이탈을 구분하기 위하여 Occu-

pancy 센서로 침상과 주변 영역의 온도를 4×4 구역

별로 측정한다. 이는 적외선 열측정으로 프라이버시 

문제에서 자유롭고 Multi Array 온도를 동시 측정하

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통해 대상의 움직임 추적이 

가능하다. 도플러Radar는 평상시 환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수면으로 움직임이 없을 시 호흡 상태를 

파악한다. 조합된 데이터는 TCP/IP 통신을 통하여 

서버와 보호자에게 전달된다. Radar는 증폭율을 

MCU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H/W 설계하여 센서 편

차 보정과 수신 감도를 조정함으로서 saturation을 방

지하고 최적의 Gain 값을 가질 수 있도록 구현했다.

2. 이  론

2.1 적외선 온도 센서

적외선 온도 센서는 모듈은 필터, 렌즈, 수광부로 

구성된다. 필터는 적외선 영역만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렌즈는 적외선량을 수광부에 집광해 대상물

의 온도를 측정한다. 대상물이 방출하는 총 방사량 

P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되며 자체 방사율과 대상물이 

가지는 절대온도에 의해 좌우된다.

   (1)

   ×      or
P는 물체의 방사에너지, σ은 슈테판 볼츠만 상수,

T는 물체의 절대 온도이다. σ은 슈테판-볼츠만 법칙

(Stefan-Boltzmann law)에 나오는 비례 상수로서,

단위 시간에 흑체(Blackbody) 표면의 단위 면적당 

복사하는 전체 에너지는 열역학적 온도의 4승에 비

례함을 의미한다. 즉, P를 측정하면 T를 알 수 있다.

동일온도라고 하더라도 물체의 종류나 표면상태에 

따라 방사에너지는 변한다. 즉, 흑체가 아닌 다른 물

체의 방사에너지는 완전 흑체의 경우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방사율을 고려해야 한다. 적외선 온도 센서는 

일반적으로 목표물의 온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래

와 같은 식을 사용한다.

 ′  ′    (2)

이때, P‘는 타겟에서 받은 전체 열에너지, εt는 타

겟의 방사율, Tt는 타겟의 절대온도, εs는 센서의 방

사율, Ta는 주변의 절대온도, K’는 경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스테판 볼츠만 상수이다. 적외선을 사

용하는 온도측정은 거리에 따른 온도 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밀 온도 측정 장비에는 추정을 이용한 

대역변환방법과 거리 측정 레이져 포인터가 함께 사

용된다[6-7].

2.1 도플러 Radar

Fig. 1은 도플러 Radar의 기본 구조로 움직이는 

물체에 전파가 부딪혀 반사되면 주파수 편이가 발생

하는 도플러 현상을 이용하여, 피사체의 미세한 움직

임을 감지하는 센서이다. 연속 정현파(CW : con-

tinuous wave) 신호를 피사체에 송신한 후 반사된 

신호를 수신한다. 수신 된 전파를 믹서를 통해 중간 

Fig. 1. Radar configuratio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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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Intermediate Frequency) 신호로 바꾸어 처

리하면 레이더 신호가 가진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피사체의 움직임으로 인한 주파수 편이 정보를 추출

해 주어 피사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8].

3. 제안한 방법

3.1 하드웨어 구성

제안된 침상 모니터링 시스템은 Fig. 2와 같이 구

성된다. Device는 각 센서의 특성과 역할에 따라 2개

로 분리 제작된다. Occupancy 센서는 침상과 주변부

의 온도를 측정하기 알맞도록 천정 상단부에 장착되

며, Radar 센서는 대상자의 호흡을 측정해야 함으로  

침대 옆면 혹은 벽 옆면에 설치된다. Master 디바이

스는 Occupancy 센서를 통해 측정된 온도 데이터를 

내장메모리에 저장하여 알고리즘 처리하고 서브 보

드로부터 수신한 Radar 데이터를 조합하여 TCP/IP

로 실시간 전송한다. 스위치를 이용한 I/O가 구성되

어 있어 시스템의 여러 가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Radar를 장착한 Slave 디바이스는 원하는 위치에 붙

여 움직임과 호흡을 측정한다. 센서보드는 블루투스

를 통하여 메인보드에 Radar 데이터를 전달한다.

1.

(a)

(b) (c)

Fig. 2. (a) Block diagram (b) Concept image for Occupancy (c) Concept image for RADAR

(a) (b)

Fig. 3. (a) Occupancy device and (b) Radar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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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보드는 Occupancy, Radar 공용으로 ARM의 

32bit Cortex-M3 시리즈가 MCU로 사용된다.

Occupancy 디바이스는 Fig. 3(a)로 I2C통신으로 센

서와 연결되고 0.2sec 간격으로 0.1도 단위의 온도 

데이터를 가져온다. TCP/IP는 MII 인터페이스를 지

원하는 RTL8201 PYH chip을 붙여 10/100 속도를 

지원하고 있다. (b)Radar는 10.525GHz 주파수 대역

을 사용하며, Analog Switch를 사용해 Amp의 증폭

율을 MCU를 통해 조정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Radar

signal을 16단계의 증폭률로 자동으로 조정(증폭률 

: x15～x100 )가능 하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호흡 

Pulse를 구분하는 Algorithm을 통해 횟수를 측정 후 

3초마다 블루투스 통신으로 실시간으로 메인 보드에 

전송한다.

3.2 Occupancy 디바이스 설계

Fig. 4(a)는 Occupancy 센서의 16 point array

(4×4) 영역에 대한 것으로 (b)는 감지 영역 천정부에 

board를 설치하여 각 측정 영역(P0~P15)의 순서를 

표시한 사진이다. 온도 data를 인체(열원)의 움직임

과 온도변화를 초당 5회 AD 컨버팅하여 MCU에서 

Fig. 5(b)에서 (d)와 같은 순서로 데이터 처리 알고리

즘을 시행한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Data를 

기준 온도로 설정하여 이후 변화하는 data와의 온도 

차를 절대값으로 도출해 최고값을 찾음으로서 침상

내의 움직임을 도출한다. 대상자의 이탈과 낙상을 분

석해 관리자에게 이상 유무를 알리고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 가능하도록 한다.

3.3 Occupancy 소프트웨어 설계

Fig. 6의 (a)는 Occupancy 디바이스의 소프트웨

어 흐름도로 I2C를 통해 얻어진 16개 포인트의 열 

정보 값을 절대 값을 산출하여 온도의 변화가 생겼는

지를 판단한다. 변화가 판단된 경우 최대값 알고리즘

은 초기값에서 변화하는 온도 차를 절대 값으로 도출

해 영역과 열(column) 별로 최댓값을 찾음으로서 침

상내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저장해 낙상 판단 알고리

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해주는 알고리즘이

(a) (b)

Fig. 4. (a) Occupancy Sensor (b) Occupancy Sensor board mounting for experiments.

P0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0 P11

P12 P13 P14 P15

22.5 22.9 23.1 23.5

22.7 23.3 23.5 23.9

22.6 23.1 23.4 24.0

22.6 23.1 23.3 24.3

27.4 23.5 23.3 23.6

28.1 23.9 23.6 23.9

28.0 24.6 23.5 23.9

27.2 24.2 23.3 24.1

4.9 0.6 0.2 0.1

5.4 0.6 0.1 0

5.4 1.5 0.1 0.1

4.6 1.1 0 0.2

(a) (b) (c) (d)

Fig. 5. (a) The blue blocks are on the bed and the green blocks are the outside of the bed, (b) Measure of a base 

temperature, (c) Change of the temperature measurement, (d) Temperature difference value and finding maximum 

value(Red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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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는 낙상은 침상 오른쪽 외각 3열에 누워 있다

가 낙상을 재현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벗어난 상황은 

3열에 누워 있다가 P6지점에 앉으면서 P7으로 일어

나 나간 측정 온도의 절대차이다. 붉은색 점선은 대

상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경우의 P6 영역 최대 온도

이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침상에서 나가는 경우 P7

의 온도가 P6보다도 높아지고 낙상의 경우 P6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낙상감지 알고리즘은 낙

상과 입/출입의 구분을 각 열별로 최대치를 구해 0.3

℃ 이상의 온도의 변화를 움직임으로 감지해 파악한

다. 초기값 함수는 변화된 온도의 절대 값 계산을 위

한 기준 값으로 활용 된다. 온도의 변화가 ±0.2 이내

로 안정된 상태를 파악해 10회 이상 유지가 되는 경

우 이의 평균을 산출하여 기준 값으로 갱신한다. 일

상생활에서 난방, 냉방, 위치 이동은 여러 변수가 있

음으로 기준 값 변화가 필요하다.

3.4 Radar 디바이스 설계

Fig. 7의 (1) Op-Amp는 높은 입력임피던스를 특

성을 갖는 비반전 증폭기(부궤환)로 Radar에서 출력

되는 signal의 미세 전류로 인한 신호 손실 없이 증폭 

가능하도록 회로를 구성하였다. (2) Op-Amp는 반전 

증폭기로 증폭 Gain 값을 Quadruple Analog Switch

를 통하여 1차 출력된 signal을 8단계의 증폭률(x15

～x100)로 MCU에서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이는 단순한 움직임만을 감지하려는 목적

이라면 signal의 saturation이 일어나도 무관하지만 

대상자의 수면 시 호흡감지를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gain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3) Op-Amp는 5V를 사용하는 Radar와 3.3V를 

사용하는 MCU간의 level converter 역할을 하기 위

해 설계 되었다. Op-Amp에 사용되는 reference 전

압은 Radar 5V signal 증폭을 위한 (1), (2)단 2.5V와,

MCU ADC 3.3V를 위한 (3)단 1.65V 2개로 설계하였

다. AD converting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Occu-

pancy 센서가 장착된 메인보드에 블루투스를 사용

하여 Data를 전송한다.

3.5 Radar 소프트웨어 설계

Fig. 8(a)는 Radar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흐름도

로 Radar 신호를 ADC를 사용하며 10 mS마다 디지

털 변환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저장된 데이터에서 

Peak-to-Peak 변화폭에서 포화상태가 발생한 횟수

를 가지고 Radar 신호의 증폭률을 아날로그 스위치

를 통해 증폭 저항 값을 조정한다. 호흡 알고리즘은 

호흡에 의한 신체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패턴을 피크 

영역으로 파악해 호흡 감지한다. 호흡 파형이 감지되

다가 호흡 패턴이 5초 이상 멈추었을 때는 무호흡 

구간으로 판별한다. (b)는 Radar 신호의 포화가 발생

(a) (b)

Fig. 6. (a) S/W block diagram of the occupancy device, (b) Temperature changes of fall and get out from the bed.

Fig. 7. Radar automatic amplification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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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후 일정 시간동안 offset 기준 값 1.5에서 ±0.5

영역으로 낮아진 신호가 6초 이상 잡히면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낙상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c)는 낙상과 일반적으로 나가는 상황, 빠르게 침상

을 뛰어나가는 상황을 각 20회 시험하여 포화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침상을 나가는 경우는 평

균 5.50으로 낙상 평균 1.53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뛰어 나가는 경우는 9.6% 데이

터가 낙상과 겹치는 구간이 확인되었다. Radar 자체

만으로는 빠르게 침상을 뛰어나가는 데이터가 낙상 

시 데이터와 유사함으로 단독으로 판단을 내리 않고 

2.0 sec 이하의 감지에 대해서는 낙상 확률이 높음을,

5.0 sec 이상의 감지에 대해서는 낙상확률이 낮음을 

Occupancy 디바이스에 알려주어 낙상에 대한 오감

지 확률을 줄이기 위한 보조 정보로 활용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9은 Occupancy 센서 온도 측정에 대한 신뢰

성을 실험한 결과이다. (a)는 침대의 온도를 200초

(1000회)동안의 연속 데이터로 온도변화가 없는 고

(c)

Fig. 8. (a) S/W block diagram of the radar device, (b) Fall detection area offset 1.5 ±0.5, (c)Saturation detection time.

Stabilization

time[mS]
[%]

< 200 5

< 400 45

< 600 35

< 800 15

(a) (b)

Fig. 9. (a) Temperature changes during 1000 consecutive measurements, (b) Stabilization time when changing more 

than 4~6℃ (within±0.1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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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물체에 대해서는 높은 안정성을 보인다. (b)는 

기준 온도에서 4～6℃ 변화를 주었을 때 안정화되는 

시간을 20회 측정한 것으로 침상내 온도 변화를 감지

하는데 충분한 속도와 안정성을 보인다.

Fig. 10는 성인이 누워 있는 상태를 각 20회 측정

해 변화된 차 값의 평균을 산출한 것이다. 이 데이터

에서 중요한 것은 침상(a)(b)(c)과 바닥(d)에서의 온

도 차이이다. (d)는 바닥에 누워 있기 때문에 센서와

이 거리에서 침상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침상에서 정

상적으로 벗어나는 경우 아무리 허리가 굽거나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침상의 눕는 면 보다는 높은 위치로 

머리가 들리게 된다. 센서 높이는 250cm, 침상 높이

는 80cm로 센서와 침상의 거리(170cm), 센서와 바닥

의 거리(250cm)는 80cm의 차이가 있다.

Fig. 11은 침대에서 앉아있는 높이를 가정하여 

100cm 거리에서 추가 측정해 침상과 바닥에서 측정

되는 평균값과의 비교한 표이다. 앉아있는 경우와 바

닥에 누운 경우는 측정온도가 3.7℃ 차이가 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신체 측정 부위의 온도는 

34.6℃, 주변 온도는 24.3℃에서 기준하여 측정하였

다.

Fig. 12는 Radar의 호흡 감지 Data를 PC로 전송해 

실시간 그래프화한 사진이다. MCU에 프로그램 되

어 있는 Auto Gain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로 움

직임을 주어 Gain(증폭율)을 최저인 x15로 낮아진 

상태에서 움직임을 없애 idle 상태의 신호가 증폭 증

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Fig. 13은 증폭율 15배 구간에

서 감지되는 호흡의 미약한 신호를 MCU에서 Gain

증가를 통해 증폭 45배로 증가하여 호흡 신호를 증폭

시킨 그래프이다.

Fig. 14는 정상적인 호흡 시 감지되는 Data(a)와 

무호흡 구간(b)에서의 데이터 변화를 통해 수면 중 

무호흡을 감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Fig. 15는 낙상과 침상에서 나갔을 경우의 Radar

파형이다. 붉은색 표시선이 움직임의 시작으로 낙상

4.9 0.6 0.2 0.1

5.4 0.6 0.1 0

5.4 1.5 0.1 0.1

4.6 1.1 0 0.2

1.1 4.6 0.9 0.4

1.8 5.3 1.2 0.4

2.6 5.3 1.4 0.3

1.7 4.9 0.9 0.2

0.4 0.1 4.9 0.7

0.3 0.1 5.2 0.6

0.3 1.5 4.9 0.2

0.2 1.1 4.7 0.2

0.2 0.3 0.4 0.3

0.2 0.2 0.1 3.5

0.2 0.3 0.3 3.1

0.2 0.2 0.3 2.6

(a) (b) (c) (d)

Fig. 10. Temperature difference when a person lies on the color display area. (a)(b)(c) is on the bed, and (d) is 

when the person is lying on the floor.

Distance[cm] 0 100 170 250

Temperature[℃] 34.6 31.1 28.6 27.4

Fig. 11. Temperature measured by distance.

Fig. 12. Analog digital converting data.

Fig. 13. Radar gain control in M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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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급격한 움직임이 짧게 일어난 뒤 멈추고 그렇지 

않고 침상에서 나가는 경우는 Radar에서 지속적으

로 멀어지거나 추가적인 움직임으로 인하여 추가 파

형이 발생함을 확인했다.

5. 결  론

멀티 센싱을 통한 실시간 침상 모니터링으로 낙상

과 무호흡을 감지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했다. 2

개의 디바이스로 구성된 침상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 

역할에 맞게 침상 위와 측면에 설치되어 침상을 감지

한다. Occupancy 디바이스는 침상온도를 모니터하

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낙상을 검출한다.

Radar 디바이스는 MCU gain control을 통해 적정 

증폭구간을 만듦으로써 대상자의 무호흡을 검출하

(a)

(b)

Fig. 14. (a) Normal respiration signal, (b) Apnea detection signal.

Fig. 15. (a) Fall out of bed, (b) Get out of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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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낙상 감지에 보조 데이터로서 함께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 진행한 낙상 시 발생하는 급격한 온도 변화

를 감지하는 것 외에도 온도 영역별 증감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선과 서버 개

발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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