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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세계 으로 평균 수명이 늘었으며 그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 
2018년 기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 다. 노령화에 따른 기억력 하 등의 이유로 복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존의 경우 단순히 복약할 시간에 한 알림만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에 따라 

본 논문은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약품 복용 알림 시스템을 구 하 다.

 

1. 서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 으로 평균 수명이 늘

었으며 그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 한국의 경

우 2018년 기  노인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

입했고, 2025년 노인인구 비율이 20.0%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망이다.[1]. 한 규칙 인 투약의 필요

성에도 불구하고 노령화에 따른 기억력 하로 인하여 원

활한 약물의 복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2]. 고 압

과 당뇨병 환자를 상으로 복약순응도에 한 연구 결과 

응답자의 44.5%가 약 먹는 것을 잊은 이 있으며, 21%

가 약 먹는데 무 심하다고 답하 고, 10.1%가 처방약을 

다시 받는 것을 잊어버린 이 있다고 응답하 다[3]. 약

물 복용을 하지 않거나 과다 복용하는 경우 질병이 악화

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로 하다. 

2011년부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KRPIA(Korea 

Research-based Pharmaceutical Industry Association)가 

공동으로 ‘약 올바르게 복용하기 - 락(樂)&약(藥) 캠페인’

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어 리 이션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은 존재하나 

단순히 알람기능만을 포함한다. 알람을 듣기  복약을 하

고 복약한 사실을 잊고 알람을 통해서 약을 먹어야 한다

는 사실로 인해 과다복용할 수 있는 문제 이 있다. 본 논

문은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복

용 알림을 하는 약품 복용 알림 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

다.

1)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진흥

센터의 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

되었음" (IITP-2017-2015-0-00403)

2. 련 연구

   약품 복용의 경우 해외에서 사용화가 되어 매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연구  매되고 있다

[4-6].

(그림 1) Apex Weekly Pill Turtle 

Organizer XL with Reminder Alarm

  (그림1)은 Apex 사의 Weekly Pill Turtle Organizer 시

리즈 제품이다. 이 제품의 경우 미리 요일별로 먹을 이

스에 넣고 알람을 성정해야 하는 이 있다. 이 제품의 경

우 이스에서 미리 요일별로 먹을 약을 넣어야 하는 단

이 존재하며, 한 하루에 여러 약을 먹을 경우 복용 시

간이 다른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에 해 처리가 미흡하다.

  (그림2)은 한국환자단체엽합회와 KRPIA에서 공동으로 

만든 꼬박꼬박복약알리미 어 리 이션이다. 실제 복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상 없이 단순히 알림만 함으로써 알림 

 미리 약을 먹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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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꼬박꼬박복약알리미

  

3. 시스템 구

3.1 아두이노 구성도

(그림 3) 아두이노 구성도

   (그림3)은 아두이노 기반 구성도이다. 사용자는 LED 

센서를 통하여 알람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복약을 하지 않

았을 경우 알람을 받게 된다. 한 약품을 복용하기 해 

이스를 터치한다. 이를 통하여 복약 여부를 알 수 있다.

3.2 아두이노 구

   아두이노는 블루투스 센서, 터치센서, LED 센서가 연

결되어 있다. 터치센서로는 TTP223B를 이용하 다. 이를 

이용하여 이스를 열 때 터치 인식을 하게 된다. 그로 인

해 정해진 시간안에 이스를 열면 복약을 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약을 먹고나서 다시 알람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 다. LED 센서는 3색 LED 센서를 이용

하여 스마트폰이 없더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블루

투스 센서는 HC-06을 이용하 다. 이를 통하여 정해진 

복약 시간에 이스를 열지 않았을 경우 스마트폰 어 리

이션에 통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어 리

이션 Push 기능으로 사용자는 알림을 받게 된다.

(그림 4) 약품 복용 알림 이스

   (그림4)는 약품 복약 시스템 이스이다. 3D 린터로 

제작하 으며 휴 가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외장배터리를 

사용하여 원을 공 하는 형식으로 제작하 다.

3.3 스마트폰 어 리 이션 구

   본 논문은 안드로이드 환경의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을 구 하 다. 약품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해 아두이노

와 블루투스로 통신을 하며, 정해진 시간에 복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Push로 알림을 다.

(그림 5) 어 리 이션 기 화면

   (그림5)는 스마트폰 어 리 이션 기 화면이다. 이를 

통하여 복약 련 스 링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 복약 완료 확인

   (그림5)에서 날짜를 선택하게 되면 (그림6)과 같이 확

인할 수 있다. (그림6)과 같이 표시하기 해 SQLite를 이

용하여 복용 약품, 복약 시간을 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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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를 이용한 약품 복용 알림시스

템을 구 하 다. 환자의 경우 복용을 잊게 되면 치료 효

과가 하가 되고, 약을 혼동하여 과다 복용한 경우 부작

용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구 한 아두이노를 이

용한 약품 복용 알림 시스템을 통하여 제때 복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환자들에게는 소 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며, 간단하게 양제를 복용하는 사용자에게는 

효과 이고 체계 인 복용 리 체계를 도와 다. 재에는 

복용하는 사용자가 이스에서 약을 꺼내면서 터치를 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스에 터치하는 것을 잊을 

경우 제 로 된 리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에 

따라 추후 약을 꺼내기 해 이스를 열게 되는데 이를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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