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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착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수면 중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대형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검출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를 위하여 숙면

을 돕기 위해서 착용하는 안대의 코 부근에 온도센서를 부착하여 실제 호흡에 따른 온도 변화를 감

지하였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경우 수면 중 불안정한 호흡이 온도의 변화로 반영되기 때

문에 이를 검출하기 위함이다. 또한 검출된 온도 변화는 안대에 내장된 제어부 및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되어진다. 전송된 데이터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여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구현된 어플리케이션은 위험상황 인지 및 알림, 일월별 관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구현된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임의의 호흡 변화에 대

한 실험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호흡을 중단하였을 시 온도 변화를 통

해 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OSA(Obstructive sleep apnea), Temperature, LM35, Android, bluetooth

Ⅰ. 서 론

최근 현대인들의 서구화된 식습관과 바쁜 직

장생활로 인한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비만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만환자가

증가하면서 50%의 확률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Obstructive Sleep Apnea, OSA)이 발병한다. 현

재 국내에서 40세이상 성인 남성이 27%, 여성의

16%의 유병률을 보이는 이 질환은 초기에는 심

한 코골이, 기상 후 두통이 생기는 등과 같이 간

과하기 쉬운 질환으로 만성이 되어 부정맥, 고혈

압, 허혈성 심장질환, 폐 질환(폐성 고혈압, 폐성

심, 호흡부전)등의 심폐기계 질환이 진행 되었을

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1]. 그리고 호흡 장애

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 과도한 졸림 증상, 집

중력 저하가 작업 중이나 운전 중의 안전사고

빈도를 증가 시키는 원인이 된다[2]. 이렇게 폐

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한 코골이라고 생각

하기에는 심각한 질환이다. 따라서 수면 중 지속

적인 모니터링 및 조기 진단을 통한 관리 및 예

방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병원이 아

닌 일상생활 중에 간편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스

마트폰의 마이크 센서로 코골이의 소리를 측정

하기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한 사

례가 있다. 하지만 주위의 잡음이나 소음의 영향

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수면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대형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검출시스템을 구

현하였다. 이를 위하여 숙면을 돕기 위해서 착용

하는 안대의 코 부근에 온도센서를 부착하여 실

제 호흡에 따른 온도 변화를 감지하였다. 그리고

수면중 발생하는 위험상황 인지 및 알림, 월별

관리 기능을 위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Ⅱ. 시스템 구현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코골이를 측정하는 어

플리케이션 경우와 같이 잡음이나 소음의 영향

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어플리케이션의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해 안대의 코 부근에 온도센서

를 부착하여 수면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

한 안대형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검출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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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였다. 먼저 수면 중의 호흡 상태를 측정하

기 위하여 안대의 코 부근에 온도 센서를 부착

하여 호흡에 따른 온도 변화를 검출하였다. 또한

검출된 온도 변화는 안대에 내장된 제어부 및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함으로

써, 언제 어디서나 쉽게 수면 중의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구현된 전체

시스템의 구성도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보통 수면을 하는 동

안에 10초 이상 호흡이 정지되는 상태가 30회

이상 혹은 수면하는 시간당 다섯 번 이상으로

호흡이 정지되는 상태가 지속된다. 이는 정상적

인 호흡하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3배나 높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대의 코 부근에 온도센서

를 부착하고 실제 호흡에 따른 온도 변화를 검

출하여 온도 변화가 거의 없을 경우에는 숨을

쉬지 않는 무호흡 상태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Ⅲ.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구현된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임의의 호흡 변

화에 대한 실험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그림 2와 같이 시스템을 착용하였

다. 온도 변화 실험 시 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피

검자가 호흡을 내뱉을 때마다 온도가 변화하는

상태를 그림 3을 통해 확인하였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와 같이 호흡을 멈추고 온도를 측

정한 결과를 그림 4와 같이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림 5와 같이 월별 관리 기능을 통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

였다.

그림 2. 안대형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검출시스템 모니터링

그림 3. 호흡에 따른 온도변화

그림 4. 무호흡 시 알림 설정

그림 5. 월별 관리 기능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코골이소리를 측정하여

코골이를 판단하는 코골이 측정 어플리케이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온도센서를 사용하여 온

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상의 인지 및 알림 설정을 위해 스마트폰에

내장된 진동과 벨소리를 사용하도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시간 측정 된 데이터를 폰

에서 뿐만 아니라 서버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모니터링시스템의 구

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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