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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활용한 혁신 헬스케어 서비스 성과 가시화

▶ 최근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헬스케어 업계에서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의료비 절감 및 서비스 제고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시도가 활발
▶ 특히 전 세계 병원들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병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시적 효과도 드러나는 상황
▶ 미국의 대형 병원들은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료진·설비의 위치와 동선 및 특정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의료 데이터로의 접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 프랑스, 인도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단말 등을 이용해 원격 환자 모니터링, 고령자들의 홈케어,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와 같은 개인적인 의료 서비스 부문에 접목함으로써 소비자 의료비 절감과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창출

Ⅰ. 헬스케어 산업, 사물인터넷을 통한 비효율 및 서비스 개선에 기대감 고조

▒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 증대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업계를 둘러싸고 꾸준히 언급되어 왔던 문제들이 더욱 부각됨
• 글로벌 IT 장비 업체인 시스코(Cisco)는 41%의 환자들이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이유로 병원을
교체하며, 건강(Wellness)에 대한 투자 비용이 1%씩 증가할수록 응급실 방문자 수와 입원 환자
수가 각각 1.7%와 2.2%씩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
• 시스코는 이를 토대로 현대 헬스케어 부문이 ‘예측 가능하고 선제적이며 개인 맞춤화된 진료와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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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향상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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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야기하며, 헬스케어 부문의 진화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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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 발생에 따른 사망 및 비용 증가, 환자 모니터링 체계의 부족, 병원 자산 및 의료진 운영의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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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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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RFID1) 기반 센서, 웨어러블 및 모바일 단말 등을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 기술이 헬스케어
산업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사물인터넷은 원격 환자 모니터링, 고령자들의 홈케어,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 등과 같은 개인적인
의료 서비스 부문에 접목되어 소비자 의료비 절감과 품질 향상 효과를 창출 가능
• 병원들은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료진·설비의 위치와 동선 및 특정 움직임 모니터링,
의료 데이터로 접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영상 통화 등 텔레헬스(Telehealth) 시스템 마련과 같은
스마트 병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물인터넷을 도입
• 최근 전 세계 의료 업계에서는 사물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의료환경 개선의 효과를
증명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는 상황

Ⅱ. 위치 추적 센서 기반의 사물인터넷 기술 도입 사례
▒ 미국 플로리다 주의 어벤추라 병원 (Aventura Hospital) 은 응급실 외래환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실시간 환자 위치 추적 시스템을 도입
• 어벤추라 병원은 환자 진료의 병목현상, 퇴원 수속 절차의 비효율성, 지나치게 긴 응급실 대기 시간
등으로 병원 서비스 저하는 물론 불필요한 비용 낭비가 발생해 전반적인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
• 어벤추라 병원은 GE(General Electric)에서 개발한 의료용 위치추적 시스템 ‘애자일트랙

(AgileTrac)’을 도입하고,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과 병원 내에서 쓰이는 각종 의료기기들의 위치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병원에 입원한 환자 및 외래환자들에게 위치추적 센서가 탑재된 팔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진들이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병원 내 의료장비에도 위치추적 센서를 부착해 치료에 필요한 장비들의 위치도 즉각적으로 확인 가능
• 또한 환자의 도착에서부터 진료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퇴원 수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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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침대의 위치와 침대의 공석 상황 등을 파악하는데도 활용되어 환자 대기시간도 단축
• 어벤추라 병원은 ‘애자일트랙’ 시스템을 통해 9개월 동안 불필요한 입원 시간을 3,156시간 단축시켜

407개의 병실을 추가로 운영하고 32만 8,000달러(약 3억 6,100만 원)의 비용을 감축

1)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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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응급실 대기시간을 68%, 외래환자의 경우 방문에서 퇴원까지의 시간을 약 30분 가량
단축시켜 환자 순환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달성
▒ 플로리다 호스피탈 셀레브레이션 헬스(Florida Hospital Celebration Health) 역시 위치추적
센서 활용한 수술 환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
• 플로리다 호스피탈 셀레브레이션 헬스는 병원 진료의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의료진, 간호사 및
환자들에게 RFID 센서가 탑재된 배지 ‘에어로스카우트(AeroScout)’를 지급해 수술 전후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
• 이러한 배지 추적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환자의 위치 정보는 입원 기간 및 치료 서비스 수준 예측
등에 활용되어 환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
• 플로리다 호스피탈 셀레브레이션 헬스 성과 증진 부서의 애쉴리 시몬스(Ashley Simmons) 부장에
따르면, 동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간호사 및 의사들의 위치 및 진료 정보는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
• 이를 위해 플로리다 헬스는 동 시스템을 응급실 및 병원 전체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며,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업무를 담당할 분석가를 채용해 전담팀도 구성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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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세균 감염 예방을 위해 RFID 태그와 센서를 활용한 위생 손 소독 장치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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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이오 주의 리버사이드 메소디스트 병원(OhioHealth Riverside Methodist Hospital)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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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tanley Healthcare(www.stanleyhealth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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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스카우트’ 태그 외형(위)과 환자 휠체어 및 팔목 착용 모습(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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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2) 에 따르면, 병원에서의 질병 감염 예방 차원에서 진료 전 손 씻기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률은 약 50%에 불과함
• 리버사이드 메소디스트 병원은 RFID 태그를 탑재한 뱃지와 이를 감지하는 센서를 탑재한 손 소독
장치를 결합해 의료진 250여 명의 손 소독 실시 여부를 모니터링
• 병원은 손 소독 장치를 각 병실의 출입구에 설치해 병실 출입 전후로 의료진들의 손 소독 장치
이용률을 확인해 본 결과 손 소독 실시율이 약 94%까지 상승했다고 보고

Ⅲ. 디지털 및 웨어러블 단말 기반의 사물인터넷 도입 사례
▒ 프랑스에 위치한 릴 지역 의과대학 부속병원 (Lille Regional Teaching University

Hospital) 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커넥티드 터치스크린 단말로 교체하고 지능형 침상
시스템(intelligent bedside system)을 구축
• 기존에 병실에 있던 종이 진료기록부를 대신해 환자 정보 및 진료 기록이 저장된 터치스크린 단말을
설치하고 병원 의료진들이 환자 정보를 보다 용이하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
● 릴 지역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지능형 침상 시스템

출처 : Microsoft(20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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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스템은 의료진들이 기존의 환자 정보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부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함으로써 진료 정보 갱신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감축시키고, 환자의 바로 옆에서 관찰되는
증상 등을 즉각적으로 단말에 입력함으로써 진료 기록 오류 발생률도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달성

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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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환자의 질병 및 상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스크린을 통해 검사 결과, 각종 촬영 이미지 및
동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
• 이들 단말은 TV, 인터넷 접속 및 음성 통화 기능도 탑재해 환자가 지인들과 이메일 등을 주고받거나
원하는 방송을 시청하는 등의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인터페이스는 모바일 단말에 대한 환자의
숙련도와 연령에 맞춰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인도의 매니팔 병원(Manipal Hospitals)은 임산부들이 태아의 상태를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단말을 제공
• 웨어러블 단말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나 그 밖의 중요한 상태 정보로서,
담당의사가 원격으로 접근 가능
• 의료진이 태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임산부들이 임신 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병원 방문 빈도를 줄임으로써 그에 따른 비용도 절감
• 매니팔 병원에서는 웨어러블 단말을 활용해 환자들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중앙 간호
본부(Central Nursing Station)도 구축
• 본부에서는 환자의 중요한 건강 관련 통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환자 등록 및 의료 기록 출력
등의 다양한 병원 내 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 의료진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병원의 중앙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웨어러블 단말이 전송한 모니터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이상적인 수치나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표시해주는 도구를 활용해 의료진들의
신속한 조치를 지원
• 해당 시스템은 특히 꾸준히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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