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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약을 정시에 정량 복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다수의 사람들이 약의 복용 시간을 어기거
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하기 위한 앱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앱의 경우, 복용 알림 기능만 제공하거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불평하고, 복용 약의 사진 등록 등이 불가
능하여 사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용 알림뿐만 아니라 복용 루틴 설정, 복용
여부 확인, 병원 및 약국 검색, 사용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의 이미지 첨부가 가능한 스마트 약물 복용 관리 앱을 개발하
였다. 본 앱을 통하여 복용 시간을 잊어버리는 빈도를 낮추고, 실제 이미지를 통한 복용 약의 확인을 통한 정확한 투약
이 가능하다. 또한 복용 주기가 다른 여러 개의 약을 복용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복용 루틴 설정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병원 및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병원, 약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주제어 : 약물 복용, 위치 정보, 정보 검색, 앱, 알림 시스템

Abstract  In order to treat a disease, it is necessary to take the medication on time, but many people 
often violate or forget the time they take the medicine. Applications are emerging to solve these 
problems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However, for existing applications, it is difficult to use because 
it provides only a notification functions, user interface is inconvenient, and photo registration of the 
medication is impossible. To solve these problems, the study developed a smart medicine management 
application that allows users to set up their taking routines, check if they are taking them, search 
hospitals and pharmacies, and attach images of medicines they are taking. Through this appliaction,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frequency of forgetting the time taken and to take accurate medication by 
checking the actual image. It also supports the setting of a taking routine to support multiple 
medications with different taking cycles. It can also provide information about hospital and pharmacies 
close to their current location to increase access to hospital and pharma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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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약을 정시에 정량 복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다수의 사람이 약의 복용 시간을 어기거
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환자들 중 
66%에 달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잊어버려서’ 약을 복용
하지 못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1].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치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의료비도 
증가하게 된다[2]. 특히 노년층은 노화 때문에 대사력이 
감소하므로 약을 조금만 잘못 써도 부작용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다[3]. 그래서 약의 복용의 중요성이 높은 질병
일수록 약을 제대로 복용해야 하며, 복용 시간을 잘 지켜
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4, 5].

약의 복용을 자주 잊어버리는 사용자들에게 이를 알려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약 복용 일
지를 작성하거나 약 복용 날짜에 약을 붙여놓는 행동, 알
림 엡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6]. 앞의 두 가지 방법
은 약을 복용하는 사용자가 직접 약을 붙여놓거나 복용 
일지를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알림이 울리지 않으면, 약을 붙여놓더라도 시간에 맞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앱을 통해 약의 복용 시간에 대하여 알림을 설
정하면, 사용자가 먹어야 하는 시간에 알림이 울려 약을 
정확한 시간에 복용할 수 있다. 실제로 알림 앱 사용 전, 
약의 복용을 잊어버리는 횟수가 월 평균 4.45회였던 반
면, 알림 앱 사용 후 약 1.27회로 눈에 띄게 줄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6].

현재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앱의 경우 약의 사진 등록
이 어려워 실제 복용하는 약과 비슷한 아이콘을 설정하
여 약의 복용 알림을 간단하게 설정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 또한 해외에서 개발한 앱의 경우 사용자의 주치의나 
병원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7]. 또한 번역이 최적화되지 않아 노
년층이나 영어를 잘 모르는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어려
움이 있다[8-10].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의 알림의 
구체적인 설정과 자주 이용하는 병원 및 약국의 정보 검
색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사용자가 복용하는 약물 복용 관리 앱을 
조사하였다. Table. 1, Table. 2

현재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앱 중 다운로드 수가 가
장 높은 앱은 모두 해외에서 개발되었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불완전한 번역으로 인해 기본 기능 이외엔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다. 국가 설정에 따라 약의 정보
를 제공해주는 기능도 존재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약 정보
는 알 수 없어 국내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앱의 경우, 조작이 단순하지만 알
림 이외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MadiSafe My
Therapy

Notification of dosing ◯ ◯
Set up the dosing routine ◯ ◯

Check if medication is taken ◯ ◯
Hospital and pharmacy search ☓ ☓

Attachment of medicine photograph ☓ ☓

Table 1. Comparison of medication management 
application 1

Medicine
Time

Proposed 
System

Notification of dosing ◯ ◯
Set up the dosing routine ☓ ◯

Check if medication is taken ☓ ◯
Hospital and pharmacy search ☓ ◯

Attachment of medicine 
photograph ☓ ◯

Table 2. Comparison of medication management 
application 2 

‘MadiSafe’는 약을 복용하는 알림 기능과 사용자의 
주치의, 병원 예약이 가능한 앱이다. 약 복용 시간을 사용
자에 맞게 설정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개발된 앱이라 
중장년층에게 조작이 어려울 수 있다[11]. 특히 약과 최
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아이콘 설정이 가능하지만 비슷한 
약 모양의 아이콘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약의 이름만으로 
복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12].

‘MyTherapy’는 기본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알림 기능
과 사용자의 주치의,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등록이 가능
한 앱이다. 직접 입력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여 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복용하는 약의 아이콘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록한 약의 이름만으로 구분
해야하는 단점이 있다[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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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타임’은 사용자가 복용하는 약의 알림만을 제공하
는 앱이다. 약의 여러 종류에 따라 아이콘 설정이 가능하
며, 알림 또한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캘린더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복용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 약의 
복용 시간을 잊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약을 하루에 여러번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 식별이 어렵
다는 단점이 있다[15].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앱은 주요 연령층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로그인 과정 없이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편의성을 높였다. 약의 아이콘이나 사진 설정이 가능
하여 알림 팝업을 터치했을 때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하는
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복용 진척도도 확인이 가
능하여 사용자가 약의 복용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복용 루틴 또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검색 기능을 통해 사용자
의 현재 위치와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시스템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알림 
모듈과 약 이미지 저장 모듈, 검색 모듈, 약 복용 확인 모
듈,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Fig. 1. System Structure

알림 설정 및 확인 모듈은 사용자가 해당되는 약을 복
용하기 위해 알림 설정 및 이를 확인하는 모듈이다. 약 
이미지 저장 모듈은 사용자가 해당되는 약을 복용할 때 
약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모듈이다. 검색 모듈은 사용

자의 현재 위치에 따라 가장 가까운 병원 및 약국을 검색
하는 모듈이다. 약 복용 확인 모듈은 본 시스템의 알림이 
울린 후, 사용자가 약을 복용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모듈이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알림 정보와 약 이미지 파일 
경로 정보와 약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3.1 Usecase Diagram
본 연구에서의 Usecase Diagram은 Fig. 2와 같다.

Fig. 2. Usecase Diagram

Fig. 2의 Usecase는 알림 관리, 복용 관리, 병원 검색, 
약국 검색으로 구성하였다. 알림 관리의 경우 알림 추가, 
수정, 조회, 삭제가 가능하며, 알림 추가와 수정의 경우 
이미지 첨부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병원 검색, 약국 
검색의 경우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 따른 검색이 가능하
도록 구성하였다. 

3.2 E-R Diagram

Fig. 3. E-R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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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해 E-R 
Diagram을 Fig. 3과 같이 작성하였다. 

알림 정보 테이블에는 사용자의 약 복용 횟수와 복용 
확인 정보, 미복용 정보가 저장된다. 해당 알림 정보는 약
의 정보에 따라 알림 횟수가 정해지므로 1:N 관계로 설
정하였다. 약 이미지 파일 경로 정보 테이블에는 약의 이
미지 식별 정보와 약의 이미지 파일 경로 정보가 저장된
다. 약의 이미지는 약의 정보에 따라 개수가 정해지므로 
해당 테이블도 1:N 관계로 설정하였다. 약의 정보 테이
블에는 사용자의 진료과 정보와 복용하고 있는 약의 정
보, 약의 복용 방법이 저장된다. 약의 정보에 따라 알림 
횟수와 약의 이미지 파일 개수가 정해지게 된다.

4. 시스템 구현

4.1 시스템 개발 환경
본 연구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은 Table. 3

과 같다. 

Operating System Android 10

Development Language Java

Database SQLite

Development Tool Android Studio

Table 3. Development Environment

운영체제는 Android 10, 개발 언어는 Java를 사용하
였다. 데이터베이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내장 모듈
인 SQLite를 사용하였으며, 개발 도구는 Andoird 
Studio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4.2 주요 기능 구현
본 앱의 주요 기능으로는 알림 설정 및 확인 기능, 약 

이미지 저장 기능, 병원 및 약국 검색 기능, 약 복용 확인 
기능으로 구성된다.

4.2.1 알림 설정 및 확인 기능
알림 설정 및 확인 기능은 사용자가 해당 약을 복용하

기 위해 알림 설정 및 이를 확인하는 기능이다(Fig. 4)
Fig. 4와 같이 알림을 설정할 시 약의 복용 주기, 요일

을 설정할 수 있으며, 약의 복용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을 설정할 수 있어 설정된 시작에만 알림이 울리도록 구

성할 수 있다.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이 아닌 경우 요일 
설정을 통해 원하는 날짜에 알림이 울리도록 구현하였다.

Fig. 4. [Program Capture] Alarm settings and confirmation
interface

4.2.2 약 이미지 저장 기능
약 이미지 저장 기능은 사용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복용하기 위해 약 이미지 파일을 저장
하는 기능이다. Fig. 5

Fig. 5. [Program Capture] Medicine image storage 
interface

Fig. 5와 같이 사용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스마트 
폰의 카메라로 찍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본 앱으로 등
록하게 된다. 등록된 이미지 파일은 사용자가 복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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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약의 아이콘 형태로 변환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확인이 가능하여 
제 때에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4.2.3 병원 및 약국 검색 기능
병원 및 약국 검색 기능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 따라 

가장 가까운 병원 및 약국을 검색하는 기능이다(Fig. 6).

Fig. 6. [Program Capture] Hospital and pharmacy search
interface

Fig. 6과 같이 ‘찾기’ 탭을 선택하면, 사용자의 현재 위
치에 따른 해당 병원 및 약국이 검색된다. 해당 검색 시
스템은 구글 지도와 연동이 되어 있어 해당 병원 및 약국
의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다.

4.2.4 약 복용 확인 기능

Fig. 7. [Program Capture] Medicine-taking confirmation 
interface

약 복용 확인 기능은 본 시스템의 알림이 울린 후, 사
용자가 약을 복용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기능이다
(Fig. 7).

Fig. 4와 같이 Notification으로 알림이 오면, 사용자
는 Fig. 7과 같이 사용자가 복용하는 약의 복용 여부를 
체크하고자 본 시스템의 캘린더로 접속해야 한다. 이후, 
해당 날짜에서 사용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의 정보가 나
타난다. 사용자는 해당 정보(미복용)의 체크 해제를 통해 
사용자의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5. 결론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해당되는 약을 정시에 정량 
복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다수의 사람들이 약의 복용 
시간을 어기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의 알
림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약의 복용 여부 확인, 
복용하고 있는 약의 이미지 등록, 병원 및 약국의 정보 
검색이 가능한 앱을 개발하였다.

본 앱은 다수의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사용자들에게 
규칙적으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네이버 데
이터베이스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사용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의 정보도 검색할 수 있게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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