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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한 첩씩 복용하는 알약은 복용 여부를 정확히 판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만든 

스마트 약통을 제안하고 있다. 이 스마트 약통은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날짜별 복용 여부를 휴대폰 어플

로 알려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장기간 복용하는 약은 한 번의 내원으로 많은 양의 약을 처방받아 오기 때

문에 기억력이 좋지 않은 어른이 사용하기에 유용하다. 처방 받은 약통에 있는 QR코드를 최초 입력함으써 

약 3일 정도의 데이터 수집기간을 통해 평균 복용시간을 인식하고, 평균 복용시간을 인식한 후에 약 먹을 시

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하였다. 평상시에는 잠금장치를 통해 걸어 열 수 없게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복용 

시간에만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환자의 약물 오남용을 막고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약물 오남용(drug abuse), 복용 시간(time of taking), 마찰(f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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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우리나라의 약물 복약 불순응도는 질병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략적

으로 8.07~30.5%이다[1]. 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 다국적 의약산업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처방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이유 중 

‘약 먹는 것을 잊어서’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4.4%로 가장 높았다

(Figure 1). 이러한 통계는 복약순응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2].

복약 순응도와 질병의 연관성은 아주 밀접하다. 의약품을 지시대로 

복용하지 않을 경우 질병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병증 

발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낮은 복약 순응은 심장병 사망 위험을 

1.6배, 뇌졸중 사망위험을 2.19배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에서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약통을 

제안하고자 한다.

Fig. 1. 복용 순응도 실태조사

II. Preliminaries

기존에 판매되는 IoT(Internet of Things) 스마트 약통 ‘가시안

(GASIAN)’은 약을 보관하는 용기의 센서를 통해 개인이 복용해야하

는 의약품의 재고를 확인하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이 되어 사용자들

에게 약의 복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준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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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ASIAN 블루투스 휴대용 약통 

가시안은 사용자에게 의약품 복용 여부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

하지만, 다음의 단점을 가진다. (1) 사용자가 직접 의약품을 수동으로 

채워 넣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 적은 수량의 의약품만 보관가능

하다. (3) 여닫는 뚜껑이라 필요하지 않을 시에도 잘 열린다.

III. The Proposed Scheme

이 연구개발에서는 만능 스마트 약통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스마트 

약통을 이용하면 약을 섭취해야 하는 시간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뚜껑에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복용 시간에만 뚜껑이 열리도록 설정할 

수 있다(Figure 3).

Fig. 3. 스마트 약통과 애플리케이션

시중에 판매되는 가시안은 적은 수량의 약을 먹을 때마다 일일이 

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만능 스마트 약통은 처방받아 

온 약을 스마트 약통에 한 번에 옮겨 담으면 돼서 훨씬 간단하다. 

그리고 복용 시간 등 약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QR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약에 대한 정보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따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Figure 4). 

더불어, 뚜껑의 잠금장치 해제 및 설정 기능을 통해 불필요할 

시에는 약통을 잠글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은 약 복용 시간이 되면 

잠금장치가 해제되는 기능을 탑재해 환자의 약물 과다복용을 막을 

수 있다. 

<바로 복용 가능 시>

:설정 시간 도달→잠금장치 해제→복용→잠금장치→반복

<바로 복용 불가능 시>

:설정 시간 도달→복용 전까지 계속 잠금 해제→복용 후 잠금장치 

걸림→반복

Fig. 4. QR코드 입력

IV. Conclusions

우리가 제안하는 만능 스마트 약통은 국민의 약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복용하는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이나 약 복용 

여부를 자주 잊는 어른들이 헷갈리지 않고,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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