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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역할



 값비싼 기존의 기구(Infusion Pump)는 수액 투여 환자 모두에게 적용 불가능하며,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 빠른 대
응에 적합한 방법과 설치 및 동작 방법이 단순하고 염가의 가격을 갖는 수액투여상태 알림이 가능한 IoT 시스템의
가치 발견

 빠른 대응을 위해 설치 및 동작이 간단한 기구를 제작하기 위해선 규격화 되지 않은 다양한 크기의 점적통
(Chamber)에 모두 적용 가능한 기구부 설계가 요구됨

그림2. 다양한 점적통(Chamber)에 적용 가능한 기구부 설계를 위한 해결책 제시



 수액 투여 IoT 시스템의 원리를 알기 위한 수액 투여 알고리즘

- 수액을 투여하기 위해 의료인은 점적통의 중간 높이까지 수액을 채움[의료지침]

- 높이를 맞춘 후 의료인은 레버를 돌려 수액을 한 방울 씩 점적통으로 흘려 보냄

- 수액은 사용자의 실수, 기구적 결함으로 인해 혈액이 역류 될 경우, 수액의 드롭은 멈추고 라인을 타고 흐르는 수액이 점

적통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점적통 내의 수액 수위 상승

- 수액을 다 처방 받았을 경우, 수액의 드롭은 멈추고 수액팩 내의 수액 뿐만 아니라 점적통 내부의 수액 수위 또한 하강함

- 이때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수액의 점적 뿐만 아니라 수액 수위를 기준으로 공기중, 액체속을 판단할 수 있음.

- 이를 근거로 환자의 수액 상태(정상상태, 이상상태, 완료상태)를 알 수 있음







현재 부족한 의료인력과 투여 상태를 수시 확인해야하는 관리 문제가 존재하며, 제안하는 기술 도입을 통해 수액팩

교체및제거 시기와이상상태상황을신속하고정확하게알려줌으로써수액투여중발생할수있는사고에 빠르

게 대처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예상함. 특히 환자가 자고 있는 야간이나 영유아의 경우 오직 의료인의 라운딩

만으로 수액의 상태를 판단 가능한, 항시 센싱 중인 기구를 통해 업무 효율 및 환자의 편의 문제를 향상 시킬 수 있

을것으로기대함.



개발 일정 개발내용

10월 19일 ~ 23일 회로 설계/UI 프로그램 개발/기구부 프로토 타입 설계

10월 26일 ~ 30일 회로 설계/UI 프로그램 개발/기구부 프로토 타입 수정

11월2일 ~ 6일 PCB 제작 및 펌웨어 개발/클라우드 서버 단 프로세스 개발
/기구부 프로토 타입 탄성 등 기능 확인

11월9일 ~ 13일 펌웨어 개발/클라우드 서버와 통신 확인/기구부 구조적 문제 수정

11월16일 ~20일 클라우드 서버와 기구부 연동 확인

11월23일 ~27일 프로토 타입 보완 및 예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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