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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가 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상됨에 따라서 장기 인 투약 상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특히 결핵의 경우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사망률에서 1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  비용 역시 매우 높은 형편이다.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환자에 한 철 한 복약 리

가 필요하지만 직  복약 리 방식은 비용 등의 실 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

결하기 한 방안으로서 IT기술 기반의 효율 인 복약 리를 구 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약상자

를 개발하 고 실제 환자들을 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스마트 약상자가 복약 리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BSTRACT

As Korea is expected to enter an aging society in near future, the number of patients who need a long-term prescription is 

expected to increase as well. In particular, Korea shows the highest in both the incident rate and the death rate among OECD 

member nations. The current situation requires more strict monitoring and management for patients' taking medicine, there are a 

few practical problems such as personnel expenses. In order to realiz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medicine administration, this 

paper proposes a smart pillbox that is developed based on IT technologies. Through the experiments in which actual patients 

participate, it is proved that the smart pillbox is beneficial to the patients taking medicine.

키워드

Directly Observed Treatment(DOT), Smart Pillbox, Medicine-taking, Medication adherence

직 복약 리, 스마트 약상자, 복약, 약물순응도

Ⅰ. 서 론

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결핵환자 발생률

과 사망률에서 1 이며 2004년도 이후부터 계속 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1]. 매년 결핵 치료로 투입되

는 국가 산 8,200억원에 이르고 있고 결핵환자의 

45%가 20-40 로 후진국형 결핵 추이와는 다르고 손

실되는 사회  비용 한 매우 높다. 이와 같은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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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 약상자를 이용한 제안하는 디지털 복약 리 시스템의 개요
Fig. 1 An overview of the proposed digital DOT system using the smart pillbox

환자의 증가세는 치료를 해서는 여러 가지 약을 6

개월 이상 장기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있고 특히 

은 20-30  층에서 치료를 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결핵은 다제내성, 슈퍼결핵 등의 이스를 제외하

고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꾸 한 복약 처방 수를 마

치면 완치되는 질환이다[2]. 즉 결핵의 치료는 치료방

법이나 약이 없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꾸 한 환자 

리가 이 지지 않는 것 가장 요한 문제이며 결핵 

치료에 실패할 경우 주변 사람에게 결핵균을 해 

새로운 감염자를 만드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요하다. 치료 단에 따른 결핵 약제에 

한 내성은 결핵 치료의 어려움을 가 시키고 있고 

결핵이 난치성 질병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재는 기 치료 성공률 약 50% 수 으로 치료 

실패  약제내성결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는 민간의료기  추구 리 기능이 미약하여 치료지속 

 순응도와 치료성공률 조하고 민간의 경우 개 

3차 의료기 에 환자가 집 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해서는 민간과 공공 력 

형태의 결핵환자의 체계 인 리를 한 시스템 구

축 시 하다. 그런데 의료 인력을 통한 리 체계의 

구축은 효과에 비해 비용이 매우 높다는 문제 이 있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높은 IT 기술 수 을 활용하

여 환자의 복약 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국

형 DDOT(Digital Directly Observed Therapy) 시스

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형 DDOT 시스템 구축을 한 스마트 약상자를 개발

하고 실제 환자들을 상으로 약물순응도(Medication 

Adherence)를 측정하여 이의 효용성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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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 DOT 시스템

그림 1은 스마트 약상자를 이용한 복약 리시스템

의 개요를 보여 다[3].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스마트 약상자(Smart Pillbox)란 단순히 약을 보 하

는 원래의 기능을 넘어서 약 복용이 정량으로 정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병원, 약국, 보호

자, 그 외의 의료기  등에 환자의 복약 상태를 보고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화된 디지털 

복약 기기로 정의할 수 있다[3].

헬스 어 센터는 사용자와 병원, 약국을 통신 네트

워크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를 운 하여 사용자의 복약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된

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휴 화 SMS 그리고 약

상자의 LCD, LED, 음성 등을 통해 약복용 알림 서비

스를 받는다. 스마트 약상자는 약복용 서버와의 통신

을 통해 사용자의 약복용 상황을 달받고 이에 해당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요 서비스로 LCD, LED, 

스피커를 통한 약복용 알림, 약 배출, 주의사항 등의 

약 복용 안내를 수행한다. 한 버튼 이벤트를 통해 

서버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달할 수 있다.

약복용서버는 사용자의 처방 을 기반으로 약복용 

스 을 리하고 해당 스 에 따라 사용자의 약

복용 상황을 인식하여 스마트 약상자에 달하고 

DUR(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은 환자 개인별 

처방 조제 지원 안내 시스템을 통해 복 처방, 약제 

부작용, 정확한 복약 지도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약국은 병원에서 제출된 진료 기록  

복약 처방 을 웹을 통해서 검색하고 약상자에 약을 

재하며 병원은 환자의 약복용 순응률을 모니터링하

여 해당 순응률에 따라 처방을 환자에게 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다.

Ⅲ. 스마트 약상자의 개발

3.1 요구사항

지 까지 출시된 복약 보조 기기의 사례를 수집하

여 분석한 결과 국내보다는 미국을 심으로 하는 국

외에서 출시된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이 상당히 우월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외의 제품은 병약 처방만을 지원하기 때

문에 국내에서 그 로 사용되기에는 불가능하다. 반면 

국내에 출시된 제품은 단순히 약 보 을 하다가 정해

진 시간에 배출하는 정도의 낮은 수 의 기능을 제공

하고 있어 디지털 DOT 시스템에 용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특히 디지털 DOT 시스템의 구축을 해서

는 병원, 약국 등 외부 기 과의 실시간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는 을 고려하면 기기의 유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한 정보의 송수신이 필수 이다. 이와 

같은 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스마트 약상자의 본격 인 개발에 앞서 도출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약의 보   배출

 장기 복용 환자 지원을 하여 50개 이상의 약포

지 보 이 가능해야 한다.

 자동 포장된 연결형 약포지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과 복용 방지를 하여 센서를 이용한 1회 단

의 약포지 인식  배출이 가능해야 한다.

2) 복약 알림  지도

 멀티미디어 (음성, 소리, LED 조명 등) 형태로 

약 복용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외출 는 미복용 시 문자 메시지  스마트 폰

을 통하여 약 복용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 포장 약을 이용한 무게 측정 시험
Fig. 2 The weight measurement test by a load cell



JKIECS, Vol. 8, No. 9, 1391-1398, 2013

1394

3)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기능

 병원, 약국, 환자 사이의 원격 처방  리가 가

능해야 한다.

 의사  보호자가 환자의 약복용 상태를 원격에

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련 국제 표 인 IEEE 11073  HL7과의 호환

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2 로드셀을 이용한 무게 측정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스마트 약상자는 환

자의 복약 여부를 로드셀에 의한 잔여 약의 무게 측

정을 통해서 단한다. 따라서 로드셀의 정 한 무게 

측정 가능 여부가 건이 된다. 일반 으로 로드셀은 

외력에 의해 비례 으로 변하는 탄성체와 이를 기

인 신호로 바꾸어주는 스트 인 게이지를 이용한 

하 감지센서를 의미한다.

스트 인 게이지식 로드셀의 기술은 핵심소자인 스

트 인 게이지의 기술 신과 함께 발 했다. 로드셀은 

스트 인 게이지를 부착한 탄성 소재로 구성되어 있

다. 질량이 가해지면 소재는 탄성 거동을 하고 스트

인 게이지는 가해진 질량에 직 으로 상응하는 

항변화를 일으킨다. 결국 로드셀은 하  변화를 항

의 변화로 변화 시켜주는 기 인 장치라 할 수 있

다.

다양한 조사와 실험을 통해서 잔여 약의 무게 측정

을 통해서 복약 여부를 단하기 해서는 어도 

0.2g 단 의 정 도가 요구되었다. 이를 해서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0.1g단 의 측정이 가능한 로

드셀을 선정하 고 과연 약포지에 포장된 약을 측정

했을 때 충분히 정 한 측정이 이루어지는 지를 그림 

1에서와 같이 시험을 통하여 검증하 다.

그런데 로드셀의 센서가 온도 등의 외부 환경 변수

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인한 문제 이 발견되었다. 

특히 동일한 약을 여러 번 측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값이 지속 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상당히 

큰 값이 측정되는 문제 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출력 값의 샘 링을 통하여 신

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일반 이지만 이럴 경우에는 

많은 수의 데이터를 샘 링하기 한 시간이 소요되

어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이 문

제는 크리스탈 오실 이터의 사양을 높이는 하드웨어

인 방법으로 해결하 다.

 다른 문제 은 기구 으로 로드셀의 기울기에 

따라서 측정된 무게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내부 수납공간을 정사각형으로 

설계하여 제작하 고 마찰 면에 한 항의 최소화

를 한 내장재 분리 방식을 도입하 다. 이 후 여러 

번의 반복 실험을 하 고 그 결과 약 수납공간을 

앙에 치시킬 수 있었다.

그림 3. 최종 개발 완료된 스마트 약상자
Fig. 3 The developed smart pillbox

3.3 최종 제작

그림 3에는 최종 제작된 스마트 약상자를 나타내

었다. 만성 질환자의 경우 략 한 달 단 로 약을 

복용한다는 을 고려하여 정 앙에 치한 공간에 

약 30일분의 약을 수납할 수 있는 크기로 설계하

다. 그리고 정면에 치한 디스 이를 통하여 약의 

복용 여부를 시각 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 다.

Ⅳ. 성능 평가

개발된 스마트 약상자가 실제 환자들의 약 복용에 

기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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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약물순응도(Medication Adherence)

약물순응도란 한 개인의 행동, 즉 약물복용, 생활습

, 병원방문 등의 행 가 얼마나 의사 는 의료진의 

권고와 일치하는가 하는 정도를 말한다[4]. 약물순응

도가 낮다는 것은 여러 단계에 있어서 치료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의 

약물 투여를 요하거나 다제내성이 있는 결핵과 같은 

질병의 경우에는 특히 요하다. 통상 으로 약물복용

에 한 순응도는 50-60%는 좋은 순응도, 5-10%는 

매우 나쁘며, 30-45%정도가 그 간에 속하지만 다양

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5].

연구목 으로 약물순응도를 측정하기 하여 가정 

방문, 남은 약의 개수를 세는 pill count, 약국 기록 

조회, 약물 assay 등의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고 있으

며 약물을 직  assay하는 방법의 변형으로 약물에 

극소량의 trace를 첨가하는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이

에서 특수한 용기를 이용한 자  모니터링 방법

이 gold standard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를 총칭하여 

MEMS(Medication Event Monitoring System)라고 

한다. MEMS의 경우 약통 뚜껑을 개 한 시간을 기

록할 뿐 실제로 환자가 약을 복용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는 약 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

지고 있는 다른 방법들에 비하여 신뢰성 있는 순응도 

측정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순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약복용비율(percentage 

of Doses Taken, PDT), 처방 수비율(Percentage of 

Doses Taken Correctly, PDTc)이 있으며 이는 다음

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4.2 약물순응도의 측정

스마트 약상자의 개발이 완료되면 실제 환자들을 

상으로 스마트 약상자를 지 하여 약물순응도를 측

정할 수 있다. 스마트 약상자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

하여 다음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웹서비스를 통

해 감시하는 과정에서 약물 복용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빨간불)를 직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기기나 

통신의 오류를 제외하고 복용 지도를 한 후 복용한 

경우에는 지연 복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용하지 않

는 경우에는 실제 미복용 등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이 

구분된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PDT와 PDTc를 계산

하여 약물순응도를 측정한다.

그림 4. 웹기반 측정 시스템의 복용 황
Fig. 4. Status of taking medicine collected by 

web-based management system

4.3 웹기반 측정 환경 구축

다수의 환자들을 상으로 약물순응도를 실시간으

로 측정하고 리하기 한 시스템을 웹기반으로 구

축하 다. 구축된 시스템은 사용자 UI를 제공하여 실

시간 제 서버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권한 별로 

처방  등록, 약복용 스  등록/변경/ 리, 순응률 

조회, 부작용 등록에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고 이를 기 으로 다음번 처방  등록에 한 데이

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리자  

환자는 일별/월별 복약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특히 리자는 자신이 리하고 있는 환자들의 체 

복약 상황을 확인하여 미복용인 환자에 미복용 사유

를 메모로 달아둘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4는 환자 

별 복용 황의 를 보여 다. 날짜별로 복용 황이 

복용, 지연복용, 미복용, 외출 등의 네 가지 상태로 표

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JKIECS, Vol. 8, No. 9, 1391-1398, 2013

1396

4.4 측정 결과

국에 분포한 보건소, 병원 등의 의료기 의 조

를 통하여 개발된 스마트 약상자를 환자들에게 지

하고 사용하도록 한 후 복용율을 측정하 다.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측정이 이루어졌으

며 이 기간  한 달이라도 스마트 약상자를 사용한 

환자의 수는 총 141명이고 의료기  별 환자 수는 아

래와 같다.

- 제주보건소 56명

- 제주서부보건소 2명

- 제주 학병원 33명

- 동국 학병원 20명

- 경주보건소 11명

- 구서부보건소 1명

- 정선군보건소 2명

- 진천군보건소 1명

- 제천시보건소 4명

- 강북구보건소 2명

- 송 구보건소 4명

- 진구보건소 1명

- 구로구보건소 1명

- 삼육서울병원 3명

매 월 단 로 각 환자가 스마트 약상자를 사용한 

일수를 측정하고 그 가운데 정상 으로 복용이 이루

어진 일수를 측정하여 최종 PDT를 계산하 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단 이나 외출 혹은 입원으로 

인한 부재, 일시 단,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인하

여 데이터가 송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 는데 이

러한 경우는 사용일수에서 제외하 다.

표 1에는 체 사용자에 하여 월별로 측정된 

PDT를 정리하 다. 사용일수(day-of-use), 복용일수

(day of doses taken), 미복용일수(day of doses 

not-taken)를 수합하여 최종 PDT가 계산되었다.

측정 기에는 사용자의 수가 많지 않아 체 사용

일수 역시 었지만 이후 사용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

면서 사용일수가 2천 건 이상으로 증가하 다. 표에서 

볼 수 있듯 측정된 11개월 모두 PDT가 90%이상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스마트 약상자가 정해진 복용 

시간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1차 으로 복

용이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설사 

복용을 하지 않더라도 스마트 약상자가 미복용 사실

을 병원으로 송하여 리자가 2차 인 복용 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높은 PDT가 도출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체 기간에 한  

PDT는 약 91.8% 고 이는 스마트 약상자의 효용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수 으로 단된다.

month day-of-use

day of  

doses 

taken

day of  

doses 

not-taken

PDT(%)

2012-05 17 17 0 100

2012-06 575 540 35 93.9

2012-07 1355 1264 95 93.3

2012-08 1898 1761 137 92.8

2012-09 1905 1685 220 88.5

2012-10 2321 2116 204 91.2

2012-11 2276 2111 165 92.8

2012-12 2264 2078 186 91.8

2013-01 1695 1549 146 91.4

2013-02 1260 1148 112 91.1

2013-03 1086 1014 72 93.4

Total 16652 15283 - 91.8

표 1. PDT 측정 결과 ( 상 환자 141명, 11개월)
Table 1. PDT mesurement results
(141 patients, 11 months)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장기 복약 환자들의 복용을 원활하

게 하고 효율 으로 리하기 한 DOT 시스템 구

축에 필요한 스마트 약상자를 개발하 다. 개발된 스

마트 약상자는 무게를 측정하여 약병이 아닌 포지 단

로 제공되는 우리나라 약 처방 방식을 지원할 수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 별 환자의 복용 여부를 단할 

수 있다. 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환자의 약 

복용 여부를 병원의 리자에게 송하여 리자에 

의한 이차 인 복용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개발된 스마트 약상자의 효용을 알아보기 하여 

여러 의료기 의 조를 얻어 11개월간 총 141명의 

환자를 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 개발

된 스마트 약상자가 환자들의 약 복용에 크게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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