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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고령화와 ICTs의 역할:
U-Health
임윤택 |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6

머리말: 도시의 고령화와 정보통신기술(ICTs)
BMW Gugenheim Lab(2012)은 100대 도시트렌드 가운데에서 다섯 번째 이슈
로 ‘Aging Population’을 제시하였다. 도시의 고령화가 농촌의 고령화보다 빠르
지는 않지만 절대적으로 도시거주 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농촌의 고령화에 못지않
은 심각한 도시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도시의 고령화는 경제, 환경,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정석 2012). 고령화는 도시
의 교통, 에너지, 주거뿐 아니라 건강관련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자의 이동문제, 고령친화적 주택공급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도시시설의 입지
배분, 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공급 등은 도시계획이 당면한 문제이기
도 하다(김창수 2014). 고령화로 인한 영향 가운데서도 특히 건강관리 및 의료서
비스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부담1)뿐 아니라 도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도시의 빠른 정보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이상호, 임윤택 2008), 이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령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건강산업분야에 IT, BT

1) IMF는 GDP 대비 의료비 증가의 25%는 고령화에 기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의료비 지출 증가에서 고령화
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가까이 될 것으로 분석함(이은경 2011).

42

<그림 1> U-City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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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VETA Research & Consulting. 2010.

기술이 적용된 ‘E-Health’로부터 유비쿼터스 네

대해 고찰하고, 특히 고령화시대 U-Health의 방

트워크 환경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건강상

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태의 평가,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모든 활동,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U-Health’로 개념이 진

도시의 첨단화: U-City와 U-서비스

화함에 따라(김경호, 이정환 2011) 고령화로 인
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ICTs의 역할이 기대되

1991년 마크 와이저(Mark Weiser)가 유비쿼터

고 있는 것이다.

스 컴퓨팅을 주창한 이래 도시공간은 점차 지

그러나 첨단화와 고령화라는 최근 도시의 두

능화되어 가고 있다. 도시의 보이지 않는 곳곳

트렌드는 상호 배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에 각종 통신망과 센서들이 설치되어 서로 정보

첨단화가 가속화될수록 고령자에게는 도시가 살

를 주고받으며 어느덧 시민들의 생활의 일부가

기 어려운 장소가 되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첨

되어 가고 있다. 도시 내 산재한 각종 ICTs 기술

단도시의 서비스들이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이

들과 정보통신관련 인프라 그리고 정보서비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빠른 속도로 고령

와 이에 대한 유무형의 관리체계2)는 현대 도시

화되는 도시의 적주성(livability)을 향상시키기

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필수요소가 되었다. 이와

위해 ICTs의 효과적 적용을 논의하여야 하는 시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s) 기반 도시는 다

점에 도달해 있다. 이글에서는 첨단미래도시의

양한 형태로 불리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U-

한 전형으로서의 U-City와 고령화와의 관계에

City(ubiquitous city)3)로, EU를 중심으로 한 서

2) 이
 상호·임윤택(2008)은 U-City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로서 서비스(Service), 기술(Technology), 인프라(Infrastrucutre), 그리고 관리
(Management)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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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처: http://ustandard.ucta.or.kr/eng/overview_01.asp

구에서는 Smart City로 구체화되고 있다.
U-City는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이 필요한 정
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기반을 갖춘 도시’로 정의된다(국토해양부 2009). 국
내에서는 초기 송도신도시, 화성 동탄신도시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
되어 2014년 현재 전국 49개 도시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은 U-City 사업이 진행
중이다. U-City는 U-인프라와 U-기술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도시생활에 필요
한 U-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들 U-서비스를 U-행정, U-교통 U-보건·
복지·의료, U-환경, U-방범·방재, U-교육, U-문화·관광·스포츠, U-물류,
U-근로·고용 그리고 기타의 11개 부문으로 나눈 바 있다(국토해양부 2009). 이
들 U-서비스는 도시의 기능과 편리성(U-행정, U-교통 등), 도시의 안전(U-방

범·방재, U-Health 등), 도시의 문화(U-관광, U-문화 등) 등으로 도시와 도시
의 운영주체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그룹화된다.

3) A
 . Townsend는“U-city is a uniquely Korean idea”
라고 하며 정보통신기술을 도시공간에 종합화한 개념이
라고 소개함. U-City와 Smart City에 대한 차이는 이상호·임윤택(2014) 참조(http://www.nytimes.com/
2005/10/05/technology/techspecial/05oconnell.html?pagewanted=print&_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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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의 고령화와 물리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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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령친화도시의 주요 이슈

출처: WHO. 2007: 9.

동적인 고령화(active ageing)를 도모하는 곳’으
로 정의하고 있다(경기개발연구원 2012). 이에

다. 이들의 주요 내용도 해외의 경우와 크게 다

따라 외부공간 및 건물, 주택, 교통, 존경과 사회

르지 않아 주거, 교통, 일자리 등과 함께 정보제

적 포함, 참여와 고용, 소통과 정보, 지역사회의

공, 복지 및 보건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과 건강서비스 등 WHO가 노령친화적 도시
의 중요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요인들이 고령친

2. 고령화와 ICTs

화 도시계획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뉴욕시, 애틀랜타시, 아키타시 등 해외 고령친

도시의 정보화는 고령자에게 정보통신기술이

화도시 전략이 지향하는 바는 대부분 주택, 교통,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의 첨단화

건강 그리고 정보 및 서비스에의 접근으로 요약

로부터 노령자 계층을 격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된다(<표 1, 2> 참조).

김천석(2008)은 대표적 정보통신서비스인 인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도시

넷 이용률이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28.3%에서

의 계획적, 정책적 접근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0.5%로 급감하고 있음을

<표 1> 뉴욕시의 고령친화전략

대영역
지역사회와 시민참여
주택
공공공간과 교통
건강과 사회서비스

세부영역
고용과 경제적인 안정, 자원봉사, 문화 및 여가활동, 정보화 계획
적정 비용의 주거개발, 자가소유자와 임대거주자 지원,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
교통의 접근성과 비용적절성, 안전하고 고령친화적인 공공공간 미래계획
건강 및 건강관리계획, 고위험군 노인 지원, 영양 지원, 수발 및 장기요양, 완화 케어와 죽음
준비

출처: New York City. 2011; 경기개발연구원. 20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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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분야별 비전 및 세부목표

분야

분야별 비전

세부목표 및 전략과제
●

주거편의 환경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 구현

●

●

●

교통편의 환경

6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반 확충

안전 및 고령
친화시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지역사회 활동
참여

자발적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사회적 존중
및 배려

고령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지역사회통합의
기틀 마련

●

●

●

●

●

●

●

●

●

●

●

●

고령자원
활용 및
일자리 지원

고령인적자원을 위한
사회환경 구축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정보소외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 구축

지역복지 및
보건

체계적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 구현

●

●

●

●

●

●

●

●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
노
 인용 공공임대주택과 저소득층 노인주거시설 확대
공급
자가 및 차가 노인가구의 주거비 지원
보행용이성 제고
안전한 교통환경 구현
대중교통이용 편의성 증대
도시 안전성 및 편리성 강화
어울려 사는 쾌적한 도시 구현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환경 구축
사회참여 정보인프라 강화
세대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가족기능 보완
노인 존중 및 배려를 실천하는 지역사회의 포용
노인인권과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대중이미지 제고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 조성
고령자 취업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자원봉사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 강화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유용한 정보 확대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관리 수준 강화
욕구맞춤형 의료복지 확대
노인부양 및 수발가족 지원체계 강화

출처: 이상철. 2011; 경기개발연구원. 2012. 재인용.

<표 3> 장노년층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률
(단위: %)

구분

50세 이상

55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

28.3

18.2

12.5

0.5

출처: 김천석. 2008.

제시하였다. 최근에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연합뉴스 2014), 고령층의 정보활용 의지에 있어서 개인의 취미생활과 교
양을 위한 인터넷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
여 생활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인터넷의 활용에는 참여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나서(명승환, 이복자 2010) 노년층의 정보활용 및 접근은 젊은 층과 비교할 때 능
동적인 정보접근에는 의식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정언 외(2007)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가운데에
서 고령층의 정보격차가 가장 심각하며, 이는 정보화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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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거나 학습 속도가 느리다는 일반적인 인식 외

노인들의 이동성을 확대하고 교통수단 이용 시

에도 잔여 수명기간 동안 새로운 지식을 배움으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U-환경’ 환경정보의

로써 얻게 되는 편익의 현재가치가 학습비용에

제공을 통해 오염에 취약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배우려는 지불의사

향상시킬 수 있으며, ‘U-방범·방재’는 상대적

(willingness to pay)가 적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으로 피난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층을 범죄 및 재

그러나 급격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향후

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필요한 정보의 습득 여부와 실생활 간의 관계가

로 판단된다. ‘U-교육’을 통해 교육기관 및 도서

더욱 밀접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고령층의 정보소

관 등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평생

외현상은 사회문제화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U-문화·관광·스포

에 고령층의 실질적인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츠’는 각종 문화시설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노인

정책방안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였다.

들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
‘U-근로·고용’도

U-Health: 도시의 노령화에 대응하는
첨단기술

<표 4> U-서비스의 고령화관련 대표 서비스 추출

구분

고령화관련 대표 서비스
●

1. U-서비스와 U-Health

U-행정

●

●

●

앞서 살펴본 고령화시대 도시계획

U-교통

●

●

의 방향과 U-서비스를 비교하면 많

●

은 부분에서 U-서비스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이 고령화에 대응한 도

●

U-보건·의료·복지

부 외(2008)가 제시한 11대 U-서비

●

●

●

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

●

U-환경

●

●

●

스 분류 및 그 하위서비스를 대상으
로 고령화와 관련된 U-서비스를 분
류한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
다. 이들 가운데에서 ‘U-행정’은 소

U-방범·방재

●

●

●

U-교육

●

●

●

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정보를 제공

U-문화·관광·스포츠

각종 교통정보의 제공은

물론,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을 통해

●

●

하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U-교통’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

U-근로·고용

●

●

U-민원
e-공청회 등 시민참여
각종 정보제공서비스 등
U-대중교통
Car Sharing
교통정보 제공 등
홈 건강관리
투약관리
원격진료 및 처방
U-실버도우미
치매노인 보호 및 노약자 생활모니터링
노약자 이동지원서비스 등
종합 환경오염정보 제공
원격 에너지검침 등
응급구조
가정방범·방재
U-화재감시
U-재해정보 제공서비스 등
U-도서관
U-평생교육서비스 등
U-투어
문화정보 안내
U-생활체육서비스 등
노인고용 정보지원
U-Work 서비스 등

출처: 국토해양부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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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서비스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U-Health’ 분야다. U-Health의 하위
서비스로는 가정 내 건강관리, 투약관리, 원격진료 및 처방, 실버도우미, 치매노
인 보호 및 노약자 생활 모니터링, 노약자 이동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이들은 일
반인이나 고령자가 아닌 환자 또는 장애인 등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고령자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들로서 고령화사회에서 의미가 매우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6

2. U-Health의 개념과 구분
U-Health는 Ubiquitous Healthcare의 약자로서, ‘센싱기술 및 유무선 네트워크
등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환자는 물론 건강한 일반인에게까지
언제 어디서나 질병치료와 예방 및 건강증진 등 모든 유형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황종성 외 2007; 장욱 외 2010. 재인용). 일부에서는 U-Health
를 원격의료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원격의료는 의료법상에 규정4)
된 원격지 간의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행위로서 U-Health의 일부분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 ‘유헬스 신산업 창출전략’에서 U-Health 서비스를 대상

<표 5> U-Health의 구분

구분

내용

U-Medical

U-Silver

U-Welness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려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거동
는 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 이 불편한 자를 재택환경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여 지속적인 관리 및 케어 서 관리하는 모델로 홈케어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
가 대표적임
해주는 서비스

대상자

만성질환자
(2010년 700만 명
→ 2014년 1천만 명)

65세 이상
(2010년 500만 명
→ 2014년 6만 명)

일반인
(2010년 4,800만 명
→ 2014년 49만 명)

서비스

치료

요양

건강관리

관련법규

의료법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출처: 지식경제부. 2010; 이재영 외. 2012. 종합.

4) 의료법 제34조에는 원격의료를‘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한다)이 컴퓨터, 화상통
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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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U-Medical,

펴볼 수 있다. 먼저 U-Health관련 장치로는 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U-Silver, 그리고 일반

체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들

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U-

이 있는데, 이는 기기형, 패치형, 의복형, 벨트형

Wellness로 구분하고 있다.

등이 형태로 건강신호 측정기, 운동신호 측정기,

이 가운데 U-Medical은 원격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규정을 두고 의료계 및 법조계에서의 논

근력신호 측정기, 체중·체지방 측정기 등이 있
다(이재영 외 2012).

란이 큰 상황이다(조경애 2012; 장욱 외 2010).

해외에서는 신체에서 발생되는 심박수, 뇌

그러나 U-Silver 및 U-Wellness의 경우에는 현

활동지수, 근육활동량, 체온 및 체온변화, 발한

재 많은 지자체와 민간에서 서비스를 개발하여

량 등 각종 생체신호를 컴퓨터로 전송하는 기

보급하고 있다.

술이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이
와 같은 정보들은 WBAN(Wireless Body Area

3. U-Health관련 기술과 적용사례

Network)이나 블루투스 기술로 전달되어 앱 또
는 웹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이재영 외

U-Health는 각종 센서 및 의료관련 기기 등의

2012).

제품과 측정장치 및 데이터 전달장치 등을 한곳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IT기반 측정 및

에 집적시켜 놓은 시설로 구분하여 그 사례를 살

자료전송 기기들은 U-City 서비스로서의 U-

<그림 4> U-Health 기기 사례

출처: 각 제조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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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처: http://gnews.gg.go.kr/

Health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U-City란 규모와 관계 없이 공
간(장소)을 기반으로 공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
문이다.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U-Health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최근 각
지자체에 의해 보급되는 것이 U-Healthcare Center다. 서울의 경우 서울숲과 강
남구에서 Health Park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동구의 경우 보건소에서 다양한 형
태의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관리 받을 수 있는 U-헬스관리센터를 운영 중에 있
다. 또한, 송파구는 구청사 및 주민센터 4곳, 마천시장을 비롯한 10여 곳에 ‘스마
트헬스케어존’을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서
울숲 u-헬스파크를 모티브로 한 함지공원 U-헬스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창원
시 및 광양시 등의 도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이재영 외 2012).
최근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인정 등 특정한 장소에 U-Health 서비스를 집
약적으로 제공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경남 양산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및
<표 6> 양산시 U-경로당 복지시스템의 서비스 구성

사업명

구성 서비스

서비스 내용
●

U-스마트 헬스케어

●

●

●

양산시
U-경로당
복지시스템

U-안전관리

●

U-원격진료
U-환경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출처: 양산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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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방문형 U-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혈압·혈당·소변 측정결과를 활용한 건강관리
타 지역 가족구성원과 측정결과 공유
방문자 확인 서비스
침입탐지/재난방지 서비스
홈 뷰어 서비스
원동보건지소와 선리경로당 간 원격진료
오지마을 선리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단 및 처방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구현을 위한 원격서비스
원격지 지능형 홈서비스 구현

광역지자체의 지원을 기반으로 ‘U-경로당 복지

U-City와 U-Health의 나아갈 길: 정책과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헬스케어뿐 아니라 방범기
능, 원격진료, 환경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

이 글에서는 도시의 정보화와 노령화라는 양대

공하고 있다.

추세에 맞추어 정보통신기술을 노령화 극복의

양산시는 관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매월 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

기적인 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혈압과 혈당,

다. 특히, U-City로 개발된 신도시뿐 아니라 기

소변을 분석하고, 결과정보를 축적하여 개인별,

존 도시 및 농어촌지역까지 정보통신인프라가

질환유형별, 연령대별, 지역별 등으로 건강관리

잘 구축된 우리나라는 U-Health 서비스를 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축적

절히 제공하고 타 연관서비스와 연계시켜 효율

된 노인들의 건강검진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별,

성을 향상시키면 고령화로 인한 도시민의 삶의

질환유형별, 연령대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질 저하에 일정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

건강예측 및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공장

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적 효과를 위해서

및 공단 등 사회기반시설과 인접한 지역의 건강

는 U-Health의 정책방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상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의료·복지정책 수립
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정기검진, 수시검진, 응

1. 공간(장소)기반 U-Health 서비스의 발굴과 시행

급상황 등에 따른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응급상황 발생을 예측하여 집중적으로

박수경(2012)은 일본 원격진료 서비스의 공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현재의 건

적 차이성을 대도시권, 대도시주변부 그리고 지

강관리뿐 아니라 향후 지역기반 건강관련 정책

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종 의료서비스

을 수립하는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기관이 집적된 대도시의 경우에는 기업을 중심

양산시의 사례는 경로당이라는 장소가 가지

으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부족한 분야의 의료서

고 있는 특징 – 노인들의 만성질환, 농촌 경로당

비스를 연계하는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대도시

의 방범취약성, 환경관리 인력의 부족 등 – 을 분

주변부의 경우에는 지역 중심부의 대형병원을

석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으로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를 구

전형적인 장소기반 연계형 U-서비스를 구현한

축하고 2, 3차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시스템을 확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U-City 인프라가 구축

립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에서는

된 장소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의료진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노인

수 있다는 점을 통해 향후 U-서비스의 방향을

이나 임산부의 원격진료나 건강관리 등의 서비

보여주기도 한다.

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의
료권의 핵심적인 사안은 환자와 수익이 특정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서비스기관
이 전국 어디에든 균등하게 존속할 수 있도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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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다는 의료서비스철학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공간이나
장소적 특성보다는 의사, 약사 등 업역별 비즈니스 특성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U-Health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 공간의 유형별로 정보인프라 및 의료시설의 분포, 인구
통계학적 특성, 주민의 니즈(needs) 등 해당 공간의 특성에 따른 U-Health 전략
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6

2. 기술 및 서비스의 연계
최근 국내외적으로 U-Health관련 기술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만 해도 2012년 현재 U-Health관련 특허가 900건 이상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개별 기술들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관건은 이들 요소기술들이 기기(디바이스)
간, DB 간, 시스템 간에 연계됨으로써 새롭고 필요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령화, 저소득층 등 의
료 및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의 공간적 집중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시 데이터(Macro Data)의 분
석 → 필요한 서비스의 설정 → 관련 기술요소의 검색 및 결합 →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의 체계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U-Health의 최대 걸림돌은 의료법이라고들 이야기한다. 양산시의 경우와 같이
평상시에는 기기에 의한 측정과 데이터 저장이 이루어지고 의료진이 경로당을
방문할 때만 원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의료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
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의료정보의 저장과 열람 권한, U-Health관련 시설의 설
치 및 관리주체, 비용의 조달 등 복지시스템의 일환으로서 U-Health에 대한 사
회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우선이
라고 판단된다.
노령화 및 정보화에 따른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수요와 같은 현실을 무시
한 채 법령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동적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아닌, 정
보화 및 관련 인프라의 보급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
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이의 보급이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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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유연하게 법령
을 개정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의 조성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
의료행위가 아닌 U-Health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 전체의 건강수준 증진이 될 것이다. 가정 내
에서의 건강관리,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건강관
리가 지역 단위의 건강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기존 IT인프라를 활용한다
는 측면에서 U-Health는 고령화되어 가는 도시
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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