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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 중 가장 위험한 2~8세 아동들의 지속적인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중요하며, 야간에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보호자에게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수면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스마트폰 기반의 실시간 호흡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은 아동의 수면 중 자세 변화로 인한 잦은 폐쇄성 수
면 무호흡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수면 상태 모니터링 및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편안한 수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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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면 중 자주 발생하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Obstructive Sleep Apnea, OSA)은 비만이거나 
혀가 크고 입이 작은 경우, 또는 어린이의 경우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의 비대로 상부 호흡기 
폐쇄를 가져오는 증상으로 환자의 대부분의 질
환이 비강에서 시작되어 인후두까지 이어지는 
구조인 상기도 공간이 좁아지는 해부학적 이상 
증상을 가지고 있다[1].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질환은 수면 중에는 
코골이, 무호흡,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소아는 야뇨증, 성인은 야간빈뇨, 식도역류, 과다 
발한, 심한 잠꼬대, 몽유병 등이 나타날 수 있으
며, 부정맥,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좌심실부
전, 폐 질환 (폐성 고혈압, 폐성심, 호흡부전) 등
의 심폐기계 질환들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할 수
도 있다. 특히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2~8세 아
동의 1~ 3%가 발생되는 흔한 질환으로 소아는 
학습 부진이나 발달 지연,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어 말처럼 얼굴이 길어지는 증상도 나타
날 수 있다. 따라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 

중 가장 위험한 2~8세 아동들의 지속적인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중요하며, 야간에 수
면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보호자에게 스트
레스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수면 상태를 측정하
기 위한 스마트 폰 기반의 실시간 호흡 모니터
링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은 아동
의 수면 중 자세 변화로 인한 잦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수면 
상태 모니터링 및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으
며, 보호자에게 편안한 수면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호흡을 측정함으로
써 기존 스마트폰에 내장된 마이크를 이용한 방
법에서 주변 잡음 및 소음에 의한 정확한 측정
이 어려운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Ⅱ. 시스템 구현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중 아동의 수면에 대
한 모니터링 및 보호자에게 편안한 수면을 제공
하기 위하여 스마트 폰 기반의 폐쇄성 수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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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환자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
였다. 먼저 아동의 수면 시 호흡 상태를 측정하
기 위하여 코 아래에 온도센서를 부착하여 호흡
에 따른 온도 변화를 계측하였으며, 아날로그 신
호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
하여 스마트 폰 상에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
기 위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제어 시
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스마트 폰에서 실시간
으로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어플리케
이션을 구현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수
면 중의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전
제 시스템의 구성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일반적으로 무호흡이란 수면 다원검사 상 10

초 이상 호흡이 없는 경우 무호흡이라고 정의하
며 호흡량이 10~50% 감소된 경우 저 호흡이라
고 정의한다[2]. 또한 하루 밤에 10번 이상의 무
호흡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
이 3배나 높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에 
부착된 온도 센서가 규칙적인 온도 변화를 나타
내는 경우를 정상 호흡 상태로 판단하며,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를 숨을 쉬지 않는 무호
흡 상태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Ⅲ.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존 마이크를 이용하여 코골
이를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주변의 잡
음이나 소음의 영향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도센서를 이용한 스
마트폰 기반의 폐쇄성 무호흡 환자 실시간 모니
터링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실제 호흡에 따른 온
도변화를 계측하기 위하여 그림 2과 같이 계측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피검자가 호흡을 내뱉을 
때마다 온도가 변화하는 상태를 그림 3에, 인위
적으로 호흡을 멈추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를 그
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2. 피검자의 수면 중 호흡에 따른 

실시간 온도센서 모니터링.

그림 3. 호흡에 따른 온도 변화.

그림 4. 무호흡 일정 온도 유지.

Ⅳ.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면 중 자주 발생 하는 수면 
무호흡증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환자의 
수면 상태를 측정하여 환자의 수면 중 호흡 상
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 
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인 마이
크를 이용하여 수면 중인 환자의 코골이 소리를 
측정하여 환자의 상태를 판별하는 시스템과는 
달리 환자의 수면 도중 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도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현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마이크와 온도센서를 같이 
이용하여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현할 계획이며, 실시간 측정 되는 데이터를 서
버 저장 하여 원거리에서도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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