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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좋든 싫든 고령화 사회가 되어간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인구가 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복용을 까먹어서 합병

증이나 기타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스마트 약병을 개발해 사람

들의 건강한 삶의 에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1. 서론

생활수  향상, 의료기술의 발 에 따라  세계 으로 고

령화의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

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7% 이상)에 진입하 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 이 20%를 넘는 고령사

회에 진입할 것으로 상된다. 이는 OECD 국가  가장 

빠른 추세이며, 고령화사회 진입 시 1인당 국민소득 순

가 일본의 경우 1970년/6 임에 반해 한국의 경우, 2000

년, 22 이다. 한편 미국의 한 리서치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 압 환자 26%가 복약 수를 미 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 이보고서에서는 복약 수 미 이행이 압을 조 하

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심장병이나 신장병

등 각종 합병증을 수반하게 하는 강력한 험요인이라며 

유의를 오망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한 실체 인 모델로 스마트 약병 

모델을 제시한다.

    1)

2. 본론

이 모델은 나이가 많은 노인 환자들의 약 복용을 용이하

게 하기 해 두 가지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 첫째로 약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모터를 부착해 약을 쉽게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 약의 복용 여부를 잊어버리는 경

우를 비하여 약을 공 받아 복용할 때 마다 아침, 심, 

녁, 그 때에 맞는 LED에 불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해 이 모델이 개발 되었다.

******* 교신 자, 

※ 이 논문은 서울어코드 활성화 사업에서 지원되었음.

2.1) 동작방법

1. 약 지 투입

상단에 약 지를 각각 잘라서 순서 로 투입시킨다.

2. 버튼 조작

상단에 붙어있는 버튼을 러주면 LED가 하나씩 등되

면서 약 지를 아침, 심, 녁 순서태로 배출시킨다.

한 사이클이 돌아간 약병은 모두 소등되며 다시 버튼을 

를시 작동을 시작한다.

(그림 1) 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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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 보이지 않는 노인들에게 각 상황에 맞는 약을 자

동 으로 제공해 으로, 때에 맞는 약을 헤깔리지 않고 

정확히 복용할 수 있다. 한 각 LED를 통해 재 약을 

복용하 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디스 이  

효과를 통해 노인들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약 복용이 

가능하다.

한 노인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재미를 주어 약 복

용에 있어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한다.

3. 결론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어들었고 이에 따라 노

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

었다. 약을 장기간 다량으로 복용하는 노인들이 늘어날 것

이고. 약의 복용 여부를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에

서 착안하여 이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모델은 많은 개발이 되지 않는 기모델로 추후 스마

트폰 연동을 통해 약 먹을 시간 알림, 버튼을 르지 않았

을 경우 지속  알림을 통하여 약을 꼭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할 것이며, 한 약을 먹기 시작한 날부

터 복용을 마치는 날 까지 날짜 계산을 통해 어떤 약을 

얼마나 약을 복용하 는지 계산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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