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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학적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신생아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된다. 인큐베이터는 이러한 유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갖춰져 있지만 반드시 병원에 가야하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큐베이터의 편의적 그

리고 비용적 측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인큐베이터를 제안한다. 개발된 인큐베이터는 메인 제어 장치로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하고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근거리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큐베이터 내의 환경

은 DHT22 센서를 이용하여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P5511 소리감지센서를 이용하여 소리를 측정한다. 사용자가 설

정한 온도 및 습도 데이터가 기준 값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난방 패드를 가동하거나 팬을 돌려 

공기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인큐베이터 내의 측정값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모니터링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며 앱 인벤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하였다. 아기가 우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알람을 제공하여 아기의 상태를 

부모가 즉시 알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개발된 인큐베이터는 가정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유아를 돌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BSTRACT 

New-born babies who require special attention medically are admitted often to incubator. Incubators are well equipped 
to fulfill take care of infants, but they have to hospital and so expensive. This paper proposes a smart incubator that can 
solve the problem of convenience and cost aspect of these incubators. Developed incubator enables near-field monitoring 
using Arduino Uno as the main control device and Bluetooth communication. The environment in the incubator measures 
temperature and humidity using a DHT22 sensor and the sound using a P5510 microphone. If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data set by the user are lower or higher than the reference value, it is designed to operate the heating pad using 
the controller or turn on the fan to allow air circulation. The measured values in the incubator are displayed in real time 
on the user's smartphone monitoring screen and are programmed using app inventor. Developed incubators can help take 
care of infants at low cost in the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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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CT 기술의 발달은 의료 시스템과 서비스의 개선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센서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등을 이용

하여 환자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제안되고 있다.
의학적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신생아는 대부분 

신생아 집중 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 
NICU)의 도움을 받게 된다. NICU에 입원한 유아들은 

대부분 미숙아 또는 저체중아라고 하며 임신 37주 이전

에 태어났거나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NICU는 흔히 인큐베이터라고도 불리며 신생아 

및 영유아의 상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의료 영상 또는 신호들을 제공한다. 최근의 

NICU는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한 신생아들을 위하여 신

생아의 특수 요구 사항에 맞게 설계된 모니터링 장비인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온도, 맥박 산소측정기, 경
피적 산소 및 탄소-산화 모니터, 초음파 기기 등 응급상

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 환기호흡기 등과 X선 

촬영이나 자기공명 영상촬영기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

다[1]. 그러나 이러한 NICU는 종합 병원이상에서 전문 

의료인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에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병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인큐베이터 장비가 없으며, 임시적

으로 외부와의 접촉 차단 정도의 기능이 다양하지 못한 

환경에서 영유아들에게 적합한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2]. 
집중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와 마찬가지로 만 3세 이

하의 영유아들은 신체 기관이 완전하지 못하기에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이들 영유아들은 습도, 빛, 산소 

농도 등에 영향을 받지만 특히 온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

응한다. 또한 체온 조절을 위한 채내 물질 대사에 관여

하는 효소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열 발생과 열 발산 

메카니즘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신체적 조건

이 완전하지 않기에 자세를 바꾸거나 추위와 더위에 대

하여 의복이나 이불 등의 착용과 벗기를 할 수 없기 때

문에 체온 조절을 스스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가정에서는 유아들을 위한 적절한 온도 환경의 

거의 대부분이 매우 더운 상태를 지속하는 것으로 유지

되고 있어 이는 유아들의 건강과 생명 유지 활동에 매우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3]. 
최근에는 많은 의료인과 의료공학자들이 다양한 조

건에서 영유아 보육을 위한 환경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Tianshun, Sowmiya 
등은 유아 인큐베이터를 네트워크 아키텍처 중심의 IoT 
서비스에 적용 가능함을 설명하고 ARM과 Zigbee를 이

용하여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무선 모니터링을 하였

다[4, 5]. Sivamani는 의사들의 관점에서 IoT를 이용하

여 인큐베이터 모니터링을 시도하였고 Arduino와 온도, 
습도, 빛, 가스 센서 모듈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웹페이

지 상에서 구현하였다[6]. Subramanian은 NICU에서 측

정되는 심전도와 산소포화도의 데이터에 아기의 움직

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추가하여 이들의 조합으로 병원 

내에 있는 간호사와 부모에게 상황 전송이 가능함을 

Labview를 사용하여 구현하였고, 특히 개별 유아들의 

구별을 위하여 RFID tag를 적용하였다[7]. Eizad는 

NICU의 인큐베이터와 모니터링 장비들이 고정되어 있

기에 Arduino와 Atmega를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휴대용 인큐베이터를 개발하여 발표하였다[8]. 이들 연

구는 모두 병원의 NICU에서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

격지로 전송하기 위한 연구들이거나 가정에서의 영유

아들을 보살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과는 기능, 
크기와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건강하다고 판

단되는 영유아들도 가정의 노출된 환경에 민감하게 반

응하기에 관리가 필요하며 이들을 보살피는 부모의 정

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영유아 보육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진 스마트 인큐베이터를 개

발하였다. 개발된 인큐베이터는 메인 제어 장치로 아두

이노 우노를 사용하고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근거

리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큐베이터 내의 환

경은 DHT22 센서를 이용하여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P5510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리를 측정한다.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 및 습도 데이터가 기준 값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난방 패드를 가동하거나 팬

을 돌려 공기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휴

대성을 위하여 배터리를 장착하여 차량이나 유모차 등

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큐베이터 내의 측정

값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모니터링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며 앱 인벤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하였다. 실시

간으로 측정된 인큐베이터 내의 온도와 습도 이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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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울음은 사용자에게 알람을 제공하여 아기의 상태

를 부모가 즉시 알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Ⅱ. 스마트 인큐베이터 시스템 구조

인큐베이터 시스템은 신생아의 신체상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일부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혈압 측정을 

위하여 신생아의 팔이나 다리에 감겨있는 커프에 연결

된 기계에서 자동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표시

하는 모니터가 있다. 영유아의 체온은 간호사가 일정한 

간격으로 수기 측정하여 기록하며, 인큐베이터 내의 온

도와 습도는 강제 공기 순환 장치를 통하여 일정하게 유

지하고 있지만 비교적 건조하여 항상 가습기를 같이 가

동하고 있다. 산소 후드를 통하여 영유아의 머리 부분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호흡이 힘든 경우에는 

석션을 통하여 폐에 직접 공기를 주입하는 인공 호흡기

가 같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알

리는 알람이 간호사의 모니터에 제공되지만 다수의 알

람 소리는 다른 아기들에게 영향을 주기에 모니터 화면

에만 표시된다. 이들 시스템은 매우 유용하지만 모두 

NICU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일반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신생아의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그 내용이 제

공되지 않으며 하루 두 번 정도의 간단한 브리핑을 통하

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가정에

서 신생아 또는 영유아에게 적합한 환경 상태를 모니터

링하고 유지하기 위한 인큐베이터의 기본 기능을 구현

하고자 한다. 인큐베이터 내의 환경 데이터는 아이 부모

의 스마트폰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환경인 경

우 팬과 패드를 사용하여 일정한 온도와 습도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들 데이터의 변화 상태와 

아이의 울음을 감지하여 부모의 스마트 폰에서 적절한 

알람 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하여 신생아의 건강 환경을 

확인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였다. 

2.1. 제안된 스마트 인큐베이터 시스템 구조

제안된 스마트 인큐베이터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
과 같다. 센서부, 중앙컨트롤러, 구동부와 스마트폰 앱

의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메인 컨트롤러는 아두이

노 우노 보드를 사용하였다. 센서부는 온도, 습도 및 유

아의 울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측정된 온도와 

습소에 따라서 사용자가 설정한 값에 따라 동작하는 온

열 시트와 쿨링팬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 전원이외에 차

량 이동 또는 유모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베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스마트 폰과의 통신은 블

루투스를 이용하였으며 스마트 폰 앱은 안드로이드 운

영체제에서 동작하도록 구현하였다. 스마트폰 앱에서

는 인큐베이터 내부의 온도, 습도와 아이의 울음에 대한 

소리의 세기에 대한 데이터를 표시하고 알람을 표시하

도록 하였다.

Fig. 1 The Block Diagram of developed Smart Incubator 
System

2.2. 스마트 인큐베이터 시스템 구성

시스템의 메인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싱글 보드 마이

크로 컨트롤러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아

두이노 우노를 사용하였다. 아두이노는 응용할 수 있는 

많은 센서들이 제공되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라이버러

리가 지원되고 있어 개발이 용이다. 또한 개발된 모든 

제품은 GNU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 응용 보드 제조 

및 소프트웨어 배포가 누구에게나 자유롭고 무엇보다

도 가격이 저렴하여 현재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DHT22은 저비용 디지털 온도 및 습도 센서로 대기 

중 온도와 상대 습도를 측정해 디지털 신호 출력을 제공

한다. 여기에서 온도는 표면 장착 서미스터(NTC 온도 

센서)의 도움을 받아 측정되며 상대 습도는 두 전극 사

이에 습기를 머금은 센서의 수증기 함량을 감지하여 두 

전극 사이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여 결과를 출력한다. 측
정 가능한 온도는 –40~125[℃](error 0.5[℃])이고 습도

는 0~100[%](error 2~5%)이며 0.5Hz의 샘플링 레이트

를 가지고 있다. 
고감도 소리감지 센서인 P5511은 민감도가 높은 마

이크로폰을 채택하고 있으며 가변 조절기로 감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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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가능한 센서 모듈이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출력 각

각 1pin을 가지고 있으며 감도는 44~66[dB], 주파수 응

답은 50[Hz]~20[kHz]이다. 일반 가정의 평균 생활 소음 

레벨이 40[dB]정도이며 아이 울음의 경우 최소 300[Hz]
이상 50[dB] 이상으로 나타남으로 영유아의 울음을 감

지할 수 있다. 

Fig. 2 The Hardware Setup of developed Smart Incubator 
System

스마트 폰과의 무선 전송은 HC-06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하였다. 이 모듈은 블루투스 2.0을 지원하며 최대 

10m 범위 내에서 스마트폰과의 페어링이 우수하며 사

용이 편리하고 송·수신이 가능하여 모니터링과 제어에 

많이 사용된다. 

Ⅲ. 스마트 인큐베이터 구현

본 논문에서 구현된 스마트 인큐베이터 시스템의 메

인 하드웨어를 그림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상단 좌

측부터 고감도 소리감지 센서인 P5511, 온·습도 센서인 

DHT22와 블루투스 통신 모듈인 HC-06을 설치하였다. 
하단에는 메인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아두이노 우노를 

배치하였고 각각 전원과 아날로그 및 디지털 핀을 연결

하였다. 

Fig. 3 Inside the infant smart incubator developed as a 
prototype

그림 3에는 프로토타입으로 개발된 스마트 인큐베이

터 내부를 나타내었다. 투명한 아크릴 케이스에 그림2
에서 설명한 메인 하드웨어가 인큐베이터 내의 바닥과 

좌측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측면에 쿨링 펜을 배치하였

다. 일반 가정 내에서는220[V] 전원을 사용하지만 아래

쪽 바닥에 20,000mAh 배터리를 장착하여 장시간 외부 

활동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4는 이들 구

성 부품 위에 난방 패드가 장착된 내부 이미지를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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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side the developed infant smart incubator

그림 5는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에서 구현된 모니터

링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나타내었다. 센서에서 입

력되는 데이터를 아두이노 우노가 처리하여 블루투스 

통신을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면 그림과 같은 화

면에 온도, 습도와 소리의 세기를 표시하여 상시 모니터

링이 되도록 하였다. 난방 패드와 쿨링 펜이 동작하는 

설정 값은 계절별로 다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였다. 제작된 앱은 실시간으로 측정된 인큐베이터 내

의 상태를 부모의 스마트 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모니

터링이 5분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알람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신생아와 유아의 울음의 종류와 세기가 각각 다

르지만 일반적으로 통증 울음, 배고픔 울음, 졸림 울음

으로 나누어지며 졸림 울음과 배고픔 울음 사이의 

65[dB]이상의 소리의 세기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알람을 제공하여 즉시 영유아의 상태를 확인하여 돌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인 기능을 가진 스마트 인큐베이터를 개발하였다. 인큐

베이터 내의 온도와 습도 및 아기의 울음을 지속적으로 

감지하여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으로 데이터로 제공하

여 유아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기존 연구자와 비교하여 인큐베이터의 편의적 기능을 

모두 갖추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온도와 습도에 따라 난방 패드와 쿨링 팬을 갖추고 

있어 설정된 값에 따라 유아의 체온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발된 

인큐베이터는 아두이노 우노와 간단한 센서들을 이용

하였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어 일반 가정 또

는 의료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서 유아들을 돌보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향후 과제로는 다양한 생체 신호를 비침습적으로 측

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측정된 데이터의 신뢰성

향상과 장기간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의 추가 등이 필요하다. 

Fig. 5 The Program of Monitoring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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