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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저비용으로 고령자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구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5,200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76%가 질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약복용에 대한 

고령자의 부적응이 질병 치료를 실패하게 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했다[1]. 이 

부적응의 원인은 대부분 복잡한 약복용 스케줄과 고령자 기억력 감퇴에서 기인하고 있다[2].  

현재, 고령자가 약복용 스케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많은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고령자가 정시에 정확한 약을 복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령자에게 이 시스템을 

학습시켜 실제 적용한 결과에 의하면, 지원 방법에 따라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 그러나, 이 

시스템들은 두 관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인식되는 고령자의 상황이 너무 단순하여 약복용에 

적합하지 않다. 즉, 상황을 보다 세분화하고,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고령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기존 시스템들이 고령자의 약복용 여부를 약상자 커버의 개폐를 통해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해당 시간에 복용해야 할 약의 존재 유무에 대한 변화에 따라 약복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 PROMES (PROactive MEdication System)가 위에서 

제시한 문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설계 및 구현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2. 본론 

 

PROMES는 크게 3개의 모듈(감지, 추론, 지원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감지 모듈은 다양한 센서 

장치를 통해 고령자의 위치 변화와 약복용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 추론 모듈에서는 감지된 센서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약복용 상황을 추론한다. 즉, 센서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사실들에 의해 활성화되는 

규칙으로부터 추론된다. 지원 모듈에서는 추론된 상황에 따라 약복용에 필요한 행위들을 디스플레이와 

약상자를 통해 표현한다.  

약복용 상황을 세분화하여 인식하기 위해서 고령자의 현재 상태를 크게 2 종류로 구분한다. 하나는 

사용자 위치에 따른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약복용 시간에 따른 상태이다. 이 상태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식별은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PROMES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특정 영역 안에 있는 사용자들을 식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PIR 센서를 통해 이 영역 안에서 

인체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움직임의 감지되면, 모든 고령자의 초음파 발신기에게 순차적으로 초음파를 

발신하도록 요청한다. 만약, 특정 고령자가 이 영역 안에 있게 되면, 두 개의 수신기에 해당 고령자가 

발신한 초음파가 시간 차이를 가지고 도착하게 된다. 이 도착 시간 차이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약상자의 특정 컨테이너 안에 약이 존재하는지는 적외선 센서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고령자의 감지된 상태로부터 약복용 상황을 인식하는 추론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고령자의 약복용에 대한 

상황은 크게 정보 제공 „Informing‟과 행위 안내 „Guiding‟, 그리고 경고 „Warning‟으로 구분될 수 있다. 

„Informing‟은 약복용에 대한 스케줄을 제공하는 상황으로, 고령자의 공간적인 상태에 따라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Guiding‟은 약복용에 대한 행위를 안내하는 상황으로, 사용자의 위치에 관계 없이 스케줄에 

따라 필요한 약복용 행위를 유도한다. „Warning‟은 사용자의 적절하지 않은 상태를 경고하기 위한 상황이다. 

약복용에 대한 상황 세분화를 위한 공간과 시간을 각각 분할한다. 공간은 3개 영역(„incoming‟, „interesting‟, 

„interacting‟)로 분할되며, 그 각각의 거리는 1, 5, 10 미터로 설정하였다. 사용자가 각각의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가 공간 분할의 기준이 되었다. 이 분할에 따라 „Informing‟ 상황에 대한 조건이 구분된다. 

즉, 고령자가 먼 거리에 있을 경우, „incoming‟ 조건에 해당하며 간단한 정보만 제공된다. 예를 들면, 당일 

약복용 횟수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기억을 환기시킬 수 있다. „interesting‟ 조건에 있을 경우, 고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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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정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약복용에 대한 자세한 스케줄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interacting‟ 조건에서는 사용자가 터치스크린를 통해 시스템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복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 조건들의 변화는 사용자가 다른 영역을 이동하거나 한 영역에서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르는 경우에 발생한다.  

 „Guiding‟ 상황은 시간 영역의 분할에 따라 그 조건이 결정된다. 이 분할 역시 약상자의 특정 컨테이너에 

대한 약복용 시간을 중심으로 3개의 영역이 존재한다. 즉, 이 영역에 따라 „Guiding‟ 상황을 „on‟, „over‟, „next‟ 

조건으로 구분한다. 현재 시간 current가 해당 컨테이너에 부여된 복용 기간에 속하면 „on‟ 조건이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당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위들을 멀티미디어를 통해 지원한다. 복용 기간이 

지났지만 약을 복용하지 않은 „over‟ 조건에서는 고령자의 긴급한 약복용 행위를 유도하게 된다. 현재 

복용해야 할 약은 없고, 다음 복용해야 할 약이 있는 „next‟ 조건에서는 고령자가 다음 약복용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current=„12:40‟이고 컨테이너 c1에 약이 존재한다면, „over‟ 조건에 필요한 긴급 

행위를 지원하게 된다. 

 „Alarming‟ 상황은 사용자의 여러 부절절한 약복용 행위들에 대한 조건들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할아버지 약상자에 접근한 조건 „illegal_user‟, 현재 복용해서는 안 되는 컨테이너의 커버를 개방한 

조건 „illegal_open‟ 등이 있다. 이렇게 하나의 상황을 여러 조건들로 분할함으로써 노인이 해당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보다 세분화하여 지원할 있다. 

약복용 상황과 조건을 인식하기 위한 기존의 추론 엔진(JESS)을 사용한다. 먼저, XML로 저장된 규칙들이 

추론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된다. 센서를 통해 감지된 사용자 상태들은 사실로 변환되고, 이 사실들에 의해 

특정 규칙이 활성화되어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하게 된다. 이때, 생성되는 새로운 사실들이 다시 상황 추론에 

이용되는 피드백 과정을 수행한다. 따라서, 여러 상황들이 순차적으로 추론될 수 있으면, 이들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 스케줄링된다.  

이 XMM은 고령자의 약복용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선행위 지식의 예이다. 사용자 „?u‟가 „on‟ 

조건으로 인식되면, 이 지식의 시나리오에 따라 

멀티미디어를 서비스한다. 이 멀티미디어는 사용자의 

해당 상황에 적합한 약복용 행위를 지원하는 

내용들에 대한 컴포넌트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Media>에는 사용자가 현재 복용해야 할 약을 

보관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표시된 약상자 이미지가 

기술된다. 이 이미지는 약상자에 현재 상태에 따라 시스템에 의해 동적으로 생성된다. 또한, 아바타가 

<Message>에 있는 내용을 음성과 텍스트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아바타의 종류 역시 

<Agent>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이 메시지에 포함된 „?u‟은 실시간으로 사용자 이름으로 대치된다. 

또한, 이 XML에서와 같이 하나의 상황에 대한 행위 지원은 시각화되는 기간을 가지는 멀티미디어 컴포넌트 

<Component>들의 연속으로 표현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선행위 지식을 이용하여 고령자가 약복용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약복용 행위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현재 위치 및 약복용 시간에 따라 고령자의 상황을 세분화하여 인식한다. 

이 인식된 상황에 따라 고령자의 약복용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가 순차적으로 서비스된다. 이 

서비스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센서가 부착된 디스플레이와 약상자를 개발하였다. 전자는 약복용 

행위를 멀티미디어로 시각화하거나 고령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된다. 후자는 여러 스케줄에 따라 약을 

보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약복용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고령자가 약복용 스케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게 한다. 특히, XML로 선행위 지식을 표현함으로써, 본 시스템이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고령자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향후 과제에서는 고령자의 일상 행위를 지원하는 헬스케어 응용 환경과의 통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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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context="guiding" type="on" priority = "34" led="blue"> 

<Component duration="10" > 

<Media g=’true’>Guiding Image</Media> 

<Message>">?u! Take Medicine!</Message> 

<Agent>Guiding AG</Agent> 

</Component> 

< Component duration="5"> … </ Component >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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