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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보통 병원에서 간호사가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약물주입 과정을 대신할 수 있는 의료용 미세 유량

제어 장치를 소개한다. 이는 아두이노로 구현되었으며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연동펌

프를 통해 약물이 주입되며 RGB color sensor를 통해 배출액의 색상을 값으로 받아들이고 이 값을 바탕으로 수액백에 달

린 연동펌프의 모터 속도를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아두이노 코딩을 통해 구현한다. 전체적인 시스템은 배터리를 통해 작

동되며 연구실에서 355nm UV pulsed laser를 통해 제작한 LIG strain sensor의 추가를 통해 수액백으로부터 주입되는 약

물의 양을 측정한다. 이렇게 제작된 미세 유량 제어 장치는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해오던 병원에 곧장 사용 가능

하며 간호사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장치를 통해 한층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The nurses manually carry out the intravenous therapy for the patients. Using an Arduino, the fine flow

controlling device was invented to provide an ongoing patient care. The medication is injected through a peristaltic pump,

and the amount of the solution is controlled with a RGB color sensor. The power of the device is supplied through the

batteries. An amount of the injection is measured with LIG strain sensor fabricated by 355nm UV pulsed laser. This system

will provide a better medical service.

Keywords: 355nm UV pulsed laser, Arduino, LIG, strain sensor

1. 서 론

수술 후 혹은 요양 중에 환자에게 전문의에 의한 정확

한 진료 및 처방에 따라 약물이 일정한 양과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투여되어야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액치료장비는 롤러클램프이며 이는 튜브의 단면적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액이 공급된다. 가격은 저렴하지

만 경험에 의존하기에 정확한 유량조절이 어려우며 오

류 발생 가능성이 많다.1) 약물 주사기에 압력을 인가하

여 약물을 주입하게 되는 시린지 펌프나 수액백에 압력

을 인가하여 약물을 주입하게 되는 인퓨전 펌프는 수술

실이나 응급실, 혹은 지속적인 약물주입이 필요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다.2) 시린지 펌프

와 인퓨전 펌프는 정밀한 유량 조절이 가능하지만 매우

고가의 장비이다. 때로는 배출액의 정보를 고려하여 주

입되는 약물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기존 약물주입 장치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를 활용한 의료용 미세 유

량 제어 장치를 소개한다.

미세 유량 제어 장치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 연동펌프,

RGB color sensor,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기본적이

시스템을 구축하다. 이 장치는 단순히 일정량의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연동펌프를 통해 약물을

주입하며 RGB color sensor를 통해 주입되는 약물의 양

을 조절 가능한 알고리즘을 아두이노 코딩을 통해 구현

한다.3) RGB color sensor로부터 배출액의 색상을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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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하여 받아들이게 되고 이 값을 통해 계산된 PWM 값

으로 연동펌프의 모터 속도를 조절한다. 이러한 모터 속

도 제어를 통해 주입되는 약물의 양이 조절된다. 또한, 이

장치는 건전지를 통해 작동되기에 휴대성이 우수하다. 

방광세척 과정은 비뇨기과적 수술 진행 후 방광 내의

농, 혈괴 등을 씻어내고 약물을 주입한다. 세척 시 폴리

카테터를 요도에 삽입 후 소변, 약물 등이 주입되거나 배

출된다.4) 의료인이 약물 주입량과 배출량 비교까지 수작

업으로 수행하며 간혈적 세척 혹은 지속적인 세척과정이

배출되는 약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시행된다.5)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하게 되며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로 하다. 모든

과정을 간호사가 직접 작업하기에 의료인의 업무량 증가

와 환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의료

용 미세 유량 제어 장치를 통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화 가능하게 된다.

또한 수혈, 영양공급, 응급 상황 등 여러 상황에서 필요

로 한 정맥주입에 사용 가능하다.6) 정맥주입 시 정확한

양의 투약이 필연적이며 수액을 갑자기 많이 주입하게 되

면 순환계에 과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

다. 이 때 의료용 미세 유량 장치를 사용하면 속도 조절

이 용이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줄일 수 있다.

2. 실험 방법

Fig. 1은 의료용 미세 유량 제어 장치의 도식화를 나타

내며 연동펌프와 RGB color sensor는 아두이노와 연동되

어 정보를 주고 받게 코딩되어 있다. 약물의 양을 조절하

는 연동펌프는 유체를 구역별로 밀어 일정량을 보내게 된

다. 이는 모터 드라이버를 통해 모터 회전 방향, 속도 등

을 제어한다. 연동펌프로부터 나오는 약물은 연구실의

355nm UV pulsed laser를 통해 제작된 LIG (Laser-Induced

Graphene) strain sensor를 활용하여 약물의 양을 측정한

다. 튜브의 strain 변화를 측정하는 LIG strain sensor는 튜

브 외부에 부착되어 물방울이 지나갈 때 내부의 압력을

감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내부의 유량을 측정하게 된다.

LIG strain sensor를 지나 신체 장기로 주입된다. 약물이

주입되어 염증 치료 및 예방을 하게 되고 RGB color sensor

가 배출되는 약물, 혈액의 색상을 감지한다.

튜브의 색상을 감지하는 RGB color sensor는 흰색 led

빛을 조사하는데 이 때 물체로부터 반사된 빛을 이용해

색상을 감지를 한다(Fig. 2). RGB color sensor는 red, green,

blue 값 모두 측정 가능하지만 red 값만 필요하므로 코딩

을 통해 red 값만 가져오게 된다. 튜브에 혈괴, 혈액이 감

지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red 값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는 적외선 차단 필터가 코팅되어 있어 센서에 들어오는

적외선 영역의 성분을 최소화하여 색을 감지하게 된다.7)

의료용 미세 유량 제어 장치의 구체화는 Fig. 3에 나타나

있다.

이 장치는 아두이노를 통해 RGB color sensor로부터 배

Fig. 1. Schematic of flow controlling device. Fig. 3. Set up of flow controlling device.

Fig. 2. Schematic of RGB color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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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의 색상을 값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값을 통해 입

력해둔 식에 대입되어 계산된 PWM 값으로 연동펌프의

모터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 따라서 RGB color sensor에

물체가 없을 때와 붉은색의 물체가 있을 때의 주입되는

약물의 양을 비교하였다. 

Fig. 4는 아두이노에 입력한 코드이다. 모터의 IN1은 아

두이노 우노 보드의 2번 핀, IN2는 보드의 3번 핀으로 제

어하며 모터의 속도는 보드의 5번 핀으로 조절된다. 9600

의 속도로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며 RGB color sensor가

연결되어 인식되면 ‘연결됨’이라고 표시되고 인식되지 않

으면 ‘연결안됨’으로 표시한다. 연결이 되었다면 pinmode

를 통해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2, 3, 5번 핀을 출력으로

사용하게 한다. 그 후 RGB color sensor로부터 red, green,

blue 값을 가져오게 된다. Serial,print는 시리얼 모니터에

red, green, blue 값을 출력하여 표시한다. IN1에는 HIGH

값을, IN2에는 LOW값을 주고 RGB color sensor로부터 얻

어지는 값들 중 red 값에 0.5를 곱한 다음 160을 더한 결

과값을 연동펌프의 PWM 값으로 입력되어 속도가 조절

되며 주입되는 약물의 양 또한 조절된다.

Fig. 5는 폴리이미드 필름 (polyimide film)에 355nm UV

pulsed laser를 조사해 LIG strain sensor 제작이 가능하다.

Graphene은 sp2 결합구조로 되어 있으며 육각형 형태의 2

차원 벌집모양으로 존재한다. 높은 열전도도와 우수한 전

기적 특성을 지니고 광학적으로 투명하여 터치스크린, 디

스플레이 등 여러 분야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8)

이렇게 제작된 LIG strain sensor는 높은 출력과 짧은 파

장특성을 지닌 UV 레이저로 제작되었기에 가공되지 않

은 영역의 열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폴리이미드 필름 상에 광열효과(photothermal effect)와 더

불어 광화학적효과(photochemical effect)에 의해 one-step

방식으로 그래핀이 형성되기 때문에 CO2 레이저에 비해

제작과정의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이

로 인해 재료에 안정적인 작동과 미세한 strain 변화값 측

정할 수 있다.9) LIG strain sensor는 물리적인 변화를 전기

적인 특성의 변화로 변환되어 나타난다. 전기적인 변화

는 저항의 변화로 나타내게 되고 이렇게 저항이 바뀌는

효과를 압저항 효과 (Piezoresistive effect) 라고 부른다.10)

스트레인 게이지의 변화는 압축. 팽창 등과 같은 물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다. LCR 미터를 통한 임피던스

측정을 위해 폴리이미드 필름에 LIG 제작 후 silver paste

를 칠하였다. 이를 의료용 미세 유량 제어 장치에 추가하

여 미세한 strain 변화값을 통해 주입되는 약물의 양을 측

정하였다.11)

3. 결과 및 고찰

Fig. 6과 같이 입력해둔 아두이노 코드를 통해 주입되

는 액체의 양 조절과 측정을 위해 의료용 미세 유량 제어

장치를 제작하였다. 링거대에 걸린 피딩백으로부터 액체

가 공급되며 튜브를 통해 연동펌프로 물이 전달된다. 연

동펌프에서는 액체를 구역별로 밀어 일정량을 보내게 되

는데 이 때 배출되는 액체의 양을 측정하였다. 신체 장기

로부터 배출되는 혈액, 혈괴가 섞인 약물은 붉은 물체로

대체하였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붉은 물체를 두었을 때

와 배출액이 깨끗할 경우를 대신하여 물체가 없을 때 주

입되는 약물의 양을 비교하였다.

Fig. 7은 물체가 없을 때와 붉은 물체를 두었을 때 RGB

color sensor를 통해 측정되어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되는

red, green, blue 값이다. 이 중 red 값아 식 0.5*r+160에 의

하여 연동펌프의 PWM 값으로 변환된다.

물체가 없을 때 red 값이 약 4정도이므로 PWM에 162

Fig. 4. Arduino code.

Fig. 5. LIG strain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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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력되었다. 30초 동안 흘려 보내는 액체의 양은 측정

한 결과 약 1.2g이었다. 붉은 물체가 있을 때에는 red 값

이 약 24로 PWM에 약 172가 입력되었으며 30초 동안 흘

려 보내는 액체의 양은 약 3g이었다. 붉은 물체가 있을

때 RGB color sensor에 상대적으로 높은 red 값이 측정되

어 평상시보다 모터 속도가 증가하였으며 주입되는 액체

의 양 또한 증가하였다.

Fig. 8은 LIG strain sensor가 튜브에 물방울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의 측정된 임피던스 값이다. 평상 시 30초동안

지나가는 물방울을 측정하였으며 20개의 물방울이 자나

갔을 때 19개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붉은 물체가

있을 때 30초동안 52개의 물방울이 지나갔으며 52개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물방울 무게가 약 0.06g이므로

30초동안 지나간 물방울을 계산하게 되면 각각 1.14g,

3.12g이 된다. 이를 통해 피크 개수를 확인할 수 있었으

며 LIG strain sensor로 측정된 총 물방울의 양과 실제로

지나간 약물의 양이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12)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동펌프와 RGB color sensor를 코딩을

통해 아두이노와 연동시켰고 RGB color sensor를 통한 배

출액의 색상 측정을 바탕으로 연동펌프의 PWM을 조절

하여 주입되는 약물의 양을 조절하였다. 또한 폴리이미

드 필름 상에 355nm UV pulsed laser를 조사하여 LIG

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strain 측정에 응용하였다. 이는

튜브에 물방울이 지나가게 될 때 임피던스 변화값을

LCR 미터를 통한 측정으로 물방울 개수를 피크 개수로

확인 가능하였고 물방울 무게를 곱하여 유량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의료용 미세 유량 제어 장치는 병원의 환자들을 위해

사용 가능하며 간호사의 편의를 제공 가능하다. 기계적

구성요소는 튜브 밖에서만 작동하므로 유체내부의 접촉

이 없기에 오염이 없다. 이는 방광세척 과정 혹은 정맥주

입에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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