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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열량 식단이 많아지면서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비만을 원인으로 하는 수면무호흡증도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수면 인 사용자의 무호흡 횟수와 실시간 호흡 상황을 입력받

아 입력된 값을 계산하고 분석한 뒤, 블루투스를 통해 사용자가 깨어났을 때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사용자의 수면무호흡 상태를 표시하도록 구 하 다.

1. 서   론

최근 수면무호흡증에 한 의 심이 높아지고 있

다. 일반 으로 남성의 6~7%, 여성의 3~4%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코골이로만 알고 있었지

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코골이는 기도가 좁아지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 원리인데, 수면무호흡증에 경우 기도가 

완 히 폐쇄됨으로써, 호흡이 일정시간 단되는 증상을 

말한다[1]. 

이로 인해 주간에는 피로감, 주간 졸림 상, 성격 변화

(공격  성격, 자극 과민성, 불안감, 우울 반응 등), 성 충

동 감소, 발기부 , 이산화탄소 축 으로 인한 심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소아는 학습 부진이나 발달 

지연,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어 말처럼 얼굴이 길어

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면무호흡증은 

부정맥, 고 압, 허 성 심장질환, 좌심실부 , 폐 질환(폐

성 고 압, 폐성심, 호흡부 ) 등의 심폐기계 질환들을 악

화시키거나 유발할 수도 있다[2].

  이러한 심각한 증세  합병증을 낳는 수면무호흡증은 

의심이 되어도 진단하기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재 

진단을 할 수 있는 수면 다원 검사의 경우 60만원이라는 

높은 진단 비용을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의 진단이 객 인 정확성을 

1)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ICT융합고 인력과정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5-H8601-15-1009).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용자에게 병원이라는 낯설고 불편한 공간보다 자택이

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진단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진단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과 1회 진단 비용만 60만원이

라는 부담되는 가격 에서 구 으로 사용 가능한 기기

를 25만원이라는 보다 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겠다는 것

에 을 두고 개발하게 되었다.

2. 시스템 구성도 

  <그림 1>은 제안하는 수면무호흡 진단 시스템의 구성

도이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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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이노의 원을 켜면 자동으로 측정 기 시간이 카

운트 된다. 무호흡증 진단은 아두이노의 원이 들어오고 

나서 략 30분 후부터 측정이 시작된다. 사용자가 아두이

노를 켜고 마스크 착용 후 30분 후 수면에 들어가면 센서

들이 작동하면서 실시간 측정값을 아두이노의 장 공간

에 장하게 된다. 장된 값은 계속 되며 시간마다 

구간을 나 어서 시간  별로 측정값을 알 수 있게 구분

해 두었다. 

  진단 기 은 사람마다 호흡량과 소음의 크기가 다르고 

장소에 따른 온도도 다르기 때문에 자료 구조 큐를 사용

하여 실시간으로 진단 기 을 기화하고 측정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평균 측정 시간은 7시간으로 잡았다.

  사용자가 일어나면 핸드폰을 켜고 측정 용으로 배포

하는 어 리 이션을 켜서 블루투스 검색 후 아두이노가 

검색되면 측정값을 받아오는 버튼을 클릭한다. 버튼을 클

릭하면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통신으로 아두이노에 일정 

호출 값을 보내게 되고, 아두이노는 그 값에 반응하여 

재까지 축 된 측정값을 스마트폰으로 송하게 된다. 다

시 아두이노에서 스마트폰으로 측정 결과 값이 송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그 결과 값을 토 로 진단 결과를 사

용자에게 보여주게 되면서 무호흡 진단은 끝이 난다.

3. 구  결과

3.1 센서 역할

 바람 센서 

 - 사용자의 호흡 상태를 인식

 - 온도와 세기로 호흡 유무 결정

 사운드 센서

 - 사용자의 코골이 소리 인식

 - 임계값을 설정하여 사용자 숨소리 인식

 블루투스 센서 

 - 주변 블루투스 기기를 검색

 - 연결된 기기와 데이터 통신

3.2 Software

<그림 2> 진단 어 리 이션 로토타입

  <그림 2>는 본 로그램의 어 리 이션 로토타입이다. 

“결과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결된 기기로 99라는 정

수 값을 송하고, 아두이노는 99라는 값을 받으면 반응하게 

구 했다.

<그림 3>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연결 블록

  스크래치를 이용하여 아두이노의 기능을 구 한 

블록의 모습이 <그림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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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사용자들의 수면무호흡증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

라, 련 연구 한 많이 시도되고 있다. 기존의 진단 시

스템으로는 주변인을 통한 설문 조사나 수면 유압기라는 

기기를 사용하여 일시 으로 수면무호흡증을 처하는 방

법이 있었다. 하지만 주변인이 없거나 유압기를 마련하기 

어려운 사용자들을 한 안은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

택에서 편안하고 렴한 가격으로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수면무호흡증을 진단 받을 수 있도록 로그램을 구 하

다. 아두이노라는 기기를 처음 해봤지만 다양한 분야

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을 살려보려

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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