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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ealth/u-Health

시대를 대비한 간호의 역할 확대
김 갱 은 . PhD , RN

I 서론

11

한 사피용>1씩， 기숨적인 연화가 간호사융에게 도

용이 되는 새로운 용경로서 이에되교 수용되도흑
2 1 세기가 되연서 갱잉~I의 용션과 힘께 사회는

하기 쩌한 설영용 세공하요자 힌다

급속히 연아찍고 있다 샤회의 오동 왕야가 컵유터

와 인터넷의 안용 없이 는 그 온연의 영우릅 지속에

땅 속에 깊숙이 자리 잔고 야강한 영양릭 ξ 앵사하

”

게 외었다 전문직 '1 하나인 간호 익시 이러한 영향

1. e- Health/u-Health

융 충용히 방。}을이연시 사회가 요구히운 새로용

1) e-H eaJ th

역안융 충성히 수앵혜냐가야 하는 영홍의 도전과

가 갱의

연화용 직언하찌 외었다

Net gcnerat;on인 집은

e-I-Iea l th라는 용어는 1 999년 혹용 2000녕올

간호앤온 입상 힌정의 연'Hl 자연스엄깨 받아등

기징으j응 하여 두드러지게 동정하기 시작한 용어로

이고 있으며， 그등의 엉우 수!’의 영우오서 다양한

이에 애에 힌 "1디로 영료하게 항의핀 갱의는 아직

갱안기 술의 힐용용 얘잉 에영 씨영하고 있다 쳐근

갖용 수 없지안 않용 용헌용 총앙에 용 예， 갯셰， 갱

툴어서 우리나라의 의료전연얘계는 갱안기숭l'.의

보기숭 확히 인터넷올 수단으효 하여 동찌， 이빼찬

정욕용 용하여 e-H ea llhhrHealth용 하나의 갱향으

제 "1등 (소비 자， 공급자， 보험자， 학자， 정책입안자

로 수용하게 원 것용 한 수 입다 간호사용은 이러

동)융 대상으효 셋째， 보다 소비자 충신적인， 의 샤

한 새로운 연화의 얀경에 잊추어서 그용의 전운직

킬갱 지원융 ~I 얻， 예와 장소융 가리지 않는 보건의

영역융 적극적으로 와대혜 냐가야 언 젠요기 있다

요갱보 잊 서비스용 셰공하여 넷찌， 의료의 원 양

용 고에서는 간호샤를의 영역 와얘의 새호운 기회

상‘ 정보 잊 프효셰스 성근성 향싱‘ 비용정강 효과，

가 원 e-Heal t hArHeaJ t h의 개닝싼 갱림하고 이러

얀연 신영안전， 대 <1 정쟁력 강화 퉁융 셔하고자 하

나갇 수 없옹 갱도호 새호용 갱단기숭용 우리의 생

”

"1 다섯쩨，

서융'H 이쿄 간효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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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원 세로운 예러다임이 도입원 것이라고 엔 수

조하는 것에서 갱차 인간과 죠직에 대한 요인의 중

있다

요성에 대한 인 지 {f 더예가앤서 용신 과 의사철정용
용이하찌 하는 기슐의 혁신적인 사용융 강조01는

냐 냉위 및 영역

것으호 ，~화하고 있어 (Pagl iari et

e-Health 의 정의에서와 마찬가지흐 e-Heal th애

기술 그 자세라기보다는 기슬의 기놓， 잉상갱보 치

얘 한 냉에 또한 영예 '1 생영되지 옷하요 있지만

Pagliari

a l. (2005)은

el

e-Health가

al., 2005)

정보

료 ~온 시 " 1 스 전안융 강죠하고 있아는 것이다

아 직은

McSH(Medical Subjeα Headin양)에서 옥 링 걱인

다 꽉생

t..!..î'f-가 ε| 어

e"Hca l th익 작성 얘 대얘 가장 갱 갱리 한 것으

있지

않으띠

의료갱보학(medical

Î n fonnatics)의 전 영역 얘 킬쳐 팡엉 $1 하게 산재되

오는 Eysenbach(2000)의

어 있냐고 지직하 었다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릎 용

같다

10e's가 있으미 요 l 과

이하게 하는 정보 잊 용신기숭에 대한 내용얘 따라
하위져깨

중 어용리케이션 (Medical

‘

InfonmtÎcs

2) rHealth

Applications) 우훈이 e-Health와 관련딩 구성요소

가 갱의

영역융

유 "1 퀴터스 (Ubiquitous)는 1 988년 " 1 묵의 사

가장

하이

포앙하고

있고

Medical

I nfiαmatics Compu ting용 주로 시스'& 잊 하드예

l;→용 혹사기 제죠회사인 제욕스의

어에 ，

Mark

Weiser.가

Pu blic Hcalth I nfonnati“는 공중보건진효 ，

‘유비찌 터스 갱유명’이라는 용어용 사용하면서 쳐

연구 잊 tI습에 대힌 어 g 려케이션파 관련이 있다

옹으호 등장한 용 어 호사 용이 나 웅기 >1 엽 시공올

영역용 보건의효정보기 술의 초정올

초월에 ‘언찌 어니에나 혼4힌다’는 웃의 라틴어에

하드예어， 시스댐 야키핵처， 데이터에이스 둥올 강

서 유예하었다 용 샤용자가 정유터냐 내트쩌크용

e- Hea1t h

< .H. 1 >

e-Hea lth 의

100's

l Oe 's

내

‘:mciency
enhancing

효윤성 효융성증가로 얀힌 비용-(cost) 껑강
qu에 ity

of carc

cvidence bascd

“

empo cmlcnt of cQnsumers

“

t:neouragemen
cducation

용

- 정 양상 소비자가 정 의장에 새호용 권한자로 장이
- 근거 효과생과 ~융성옹 은거에 입각하이 명가 및 입중
- 소비 자 잊 언자의 권한 강화 엔사충싱의 의 il 근거기반인 11자의 신액 가능
- 영자 와 의료전푼가의 판깨 고묶 외 샤경갱에 잉어 인자와 의"션운가간
와트너싱 지향
용라인 교육 용라인융 용한 의샤g용 잊 @지 요육 가능

enabling

- 가능성 보 건의료죠칙간 정보쿄환 잊 의사소용 가능

。 "κli ng

- 확장성 보건의료영역 외장

L1 hics

- 윤리성 용라인 쳐료， 사정흉의 프라이 써시 용 문제앙생

"'"’ ty

- 영명성 기대효과인 용샤에 쩌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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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판계없이 ^'유용게 내트워크

자가 샤전에 허 용한 엉위 내에서 본인이 인식하지

얘 집옥한 수 있는 얀경용 의이하는 것으로 이 5

옷8눈 가운데， 온인의 건강상태가 파악외어 의료

위 해 서는 장대역 흉신파 건어전스 기숨의 연안화，

진얘게 전당외고 걱정한 진안과 치료가 수앵외 여

정보기술 기기의 지가화， 정보기술의 고도화가 진

안자가 냉원에 방운하지 않아도 냉융 진단할 수 있

재되어야 한다

고， 심 지어 흰자의 용 안에 상엄원 이식형 치료제 얘

우리나라는 2004 년 6월에는 갱보흉신우가 주

신호판 보내어 적견한 약율이 걱정한 농도로 옴 안

축이 되어 lJ- Korea ’§ 선언하연서 갱부의 의시안

에 투여되는 모슴융 그러고 있기도 하다(악해용，

당는 등(이호영， 유시인，

2005)

2004)

기엉 잊 국가차원에

서 경영전략과 정객으로 자이갱아가고 있다 이에
엉잉어 쩌큰 사회 모든 곳곳에시 유비위터스라는

나 유 'I~l 터스 IT의 욕생

용어§ 마지 인종의 유앵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유이씌터스는 연철싱용 지니고 있고， 눈에 보

용용수 있나

이시 않으 l셔， 조용하고 현실성올 내포하고 있나(표

2 창조)

유 '1 궈터스 요건의료는 사섣상 용어도‘ 개념 도

유비퀴터스 정퓨영 구현에 있어 핵싱은 기

학실히 정의외어 있시 않다 냉원 내에서의 오é ~J

능의 내재성 (pervasivenesι embeddedn ess)과 휴

우에 있이 소 "1 자(환자) 중↑J'I 서이스 구현옹 위

대성 (portability， mobility)으로， 주요기슐영역으호

해 언재， 이디서나 안자와 의사가 앤요한 정보상 영

는 네트워크‘ 정퓨터 ， 용햇용， 어용라이언스， 어흥

고， 임역할 수 있도착 하기 위해 lJ+los끼'" 옹 요

이채이선 등이며， 이의 핵 심 기술은 샌시 빛 인중기

망하기도 하 "1 냉원분 아니라 가갱， 직장 등 시익사

술， 잉에디드 시스엠， 커유니써이선 기술， 지능형

회 오은 곳에서 건강유지에 엔요한 징보잔 인걱으

인러에이스， 갱 보보안기숭 둥옹 블 수 있다(이호영，

호 수싱， 공유‘ 깐라항ξ호써 앤요한 징보아 서비스

유시인， 2004) 그러냐 일각에서는 ‘유 이퀴터스’라

가 요니 터 링되고 제공페는 포싼적인 내용응 의 " 1하

는 이용하애 computer SCl el‘e 영역(혹은 IT 영역)

기오힌다

에서 진앵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오은 기술혁신의

또한 유씨헤터스 정유텅용 " 밴 으교 한 사회 (U

내용 용 포함하여 언끔하고 있다

Soc i cly)에서의 보건의료라는 전재 하에 익료소씨

<.H. 2 >

유이쩌터스 rr의 듀성 잊 시향성

흐싱

연긴성 (connιCtlVlly

’

보이지 않원 ìn visiblc)

지항싱
오은 경퓨터약 사융

인간를이 셔오 연진되어야 함

- 네트워 크연건의 any' 지향 an)깨 mνc. anynctwork. anydcvicc. anysenιc
시용재ε이 거우강ξ 느끼 시나 땅해앙지 않i륙 컴퓨터아 컴퓨탱 끼숭이 엔갱에

효과적으호 용11 다이 있옹
조용~j-( ca l m)

맹소에는 인시안 수 없으나 띤요시 효피선으호 용안 수 있는 샤용자 중싱의 언정

현싱싱( rcal)

용 이공간얘 싱흔하는 깃 으호씨 가상'. 개의 증강이 아닌 성재λ뼈의 강화용 뜻항

시표 갱"굉녕우 r 2004정보"에 깐한 연사보고서 .J . 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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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H생m 에 대언 e-Health익 의의

있지안 중대되는 의료비 부당에도 용구하고， 현재

와 강용 의료환정으호는 옐 농용 극인의 의료수A

유비쿼 터 스는 훈영 양상껴인 꿈의 기슐혁신 오

총측하기에는 한채가 있다 의료시 장 전연 개앙

습이 며 ， 세계적인 정보용신의 대 세호 IT 강국인 우

g

리냐라애서 새로운 기회로서의 국가적 전략으효 셰

올 앙두고 의료계의 글로연 경생릭 강화 잊 고껴서

q 하기에 부측앙이 없다 그러나 기존의

IT 옐당얘

비스 7.선이 필수척 과제료 동쌍하고 또한 ’국정융

따흔 연속적인 오습이 아닌 하나의 씨료옹 기슐개

초월한 앤칙진료(felemedicine)'용 주요 의제효 하

얀효 간주되어 수요에 기 안의지 않온 에， 셰반 우려

는

사항에 대한 고허 없이 갱단기슐 개앙에 치충하여

한 국가간 앤격진료가 허용인 예정이어서， 양후 의

정보용신기 반 구축， 정 보용신산염 육성에안 의이 용

료시 징 얘 커다한 연화용 예고하고 있다 기슐적으

두꾀 힌다띤 이 는 진정한 의미 ~I I T션 용한 삶의

로도 인터넷， 우선용신， 유'1 쿼터스 동 π7 1 숭의 긍

션 향상， 복지사회 구현용 이전히 구호호얀 그칠 수

속한 안양로 전세깨적으로 e-H ea hlν u-Hea hh 시대

밖에 없내유지연，

가용격화윈 전앙이다

2004)

wro

엄상 철과에 따라 갱보용신 수단융 이용

현찌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도 우 리 의 경우， <"

기존 '1료중심의 의료서비 스가 IT기숭용 힐용

Health라는 용어와 의의가 셰 익숙예지지도 않용

언 예 ‘g 빛 건강 중진으료 션안， 의료서비스 갱의

생대에서， 더욱이 e+lealth얘 대한 사고와 대펙이

외기 칙 개선 및 의료비 정강와 국내 의료시장의 개

충분히 논의외지 않온 상얘애서 ‘유이쿼터스’라는

앙에 따혼 국가 경쟁 력 확보용 외얘 세계 최고 수

이성 (1! 앙)척인 단어 측에 정우， 인간애서는 않옹

준의

사잉툴용 께찍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는 수

Hca l thhrHeallh는 현 사회얘서 멍수객이 다

IT 인프라와 기숭용 이용한 의료갱!.l화 공

r

한연 e-HeaJthlu- H ca lth는 용암자 중싱적인 보

려한 모융의 의료기기와 의료기슐 개녕 애는 도언한

지 모르나 인터넷이 생힐의 일부인 인터넷시대 인

진의효섭 수요자 중싱으흐 또한 의료의 질융 충싱

터넷사외 속애 있는 인간와 원연조칙의 업우와 앵

으료 힌 기쳐셰채훌 찌우척 이특융 충싱으료 하여

예가 아뀌어 보건의요서 비스의 갱 이 양상되고， 접

산업혀 혹연에 커다강 기 여 홈 하고 있다 e- Hcalthl

근생 이 제요외여‘ 의효비정감， 경연 산업 1강전 둥과

σHeallh는 보건의료 수요 빛 공융자간 역'1잔찌에

g온 궁극적인 옥직 g성융 위한 서 '1 스가 개얀되고

서 수요자에재 보다 강한 연한용 우이하재 하고 이

신용화되는 것과는 아직옹 꺼 리가 있으1세， 그 이전

는 전욱 보다 더 양섣익 보건의료서비스용 지 링한

에 션경외어야 항 않용 용재둥이 냥아있다는 것용

가 칙흐호 제꽁하게 하는 공금자의 흉기료 이어져

인지혜야힌다

보건의 li서 ' 1 스의 산영화용 훌진시키는 데에 기혹
찌 역항융 수앵힐 것으호 기대된다 따라서 보건의

2. oti 않Ith/u-H ealth의 뀔요성

료 재정이 급칙하게 중가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한국선산씬(21)(삐 보고서에 따므연 고령화 잊

와총용 최우션적으호 고려예야 히Ii; 우괴의 상핑에

생힐양식 연회료 지속혀 판리당 요하는 노인성 정

맞추어 양 예 e- H ealthlu- Heal th는 인간의 역항 강

인과 앙， 고혈압， 당k 풍'1 강용 안성정인 퉁이 급

화 잊 산엉화호 인한 정무찌징 -1 무당안화에 기여

중하고 있어 국인의 의료비 우당이 갱자 중사하고

한 깃으호 선잉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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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환자 스스로가 쳐써의 건강에 대 해 의사로부터

3 εHealthJu-Health 환경에서의 장애와
해결정

의 전문적 죠언용 영훌 수 있다 인>f을옹 향후 당

1) 울척 요소

뇨냐 고형압과 강옹 안성적 건강 문제에 대 한 개명

~J-lealthArHeallh가 첫 언셰로 의료서비스 생

씩 온라인 갱생건강가욕올 유지하기 위해 당당 의

산놓력에 。| 치는 영향용 살펴보연 조기 ~Healthl

사와 힘력하여 대 지얘야안 하는 데 이용 호다 용 이

u+lealth 얀경 하에 놓아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곰

하게 하는 것이 ~Healthlu-I-’ealth이다 e- Healthl

과 이용 황용함얘 씬요한 훈련 등에 상당한 시간의

u- Health는 인지논 몽폰 의사， 간호A댄도 상호작

무임이 인요안 것이다 또한 기존 갱보시스엠파의

용의 확대와 모냐 터링융 홍혜 보다 악대왼 역힐융

연계 빛 용항용 우l 얘 g춘얘 대한 투자가 확대윈

수앵하도욕하고 있다

것이여 통합씬 보건의료 빛 건강에 대한 갱보보호

또한 e-Healtll!u-Heallh는 근거중싱의학(evidence

§ 위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룹 위한 투사가 또한

-bas ed medicine: EBM) 등올 기초료 잉상 의사갱

층옥원 것이나 라lealtlν'u-I-I ealth 찍산에 따룡 의

징시원을 몽애 의료과오용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it기한의 "1 용상숭에 대한 우남용 강소하기 위해

기때외고 있다 욕히， 간고자료가 종이로부터 선자

판연왼 에 용리제이선윤 외주화 할 수 있도폭 하는

영식으혹의 연화원으호써 의료진에게 갱보가 일요

사엉이 확

한 시정파 핑요한 장소에서 안용항 수 있게 되었다

ASPs( AppJication Se rvice l'rovidcrs)

즉， 도서판에 있는 인요한 갱보§ 진료 시정애서 아

대앤 것이나
두 앤셰로 R건의료시장의 크기와 싼파 관련하

호 강고한 수 있도욕 하는 한정의 밴화의 함께 검

여 ~Healthlu-Hcal th는 1간성냉 판려 1 잉상의샤긴

사건파원 쟁얘서 즉시 확인하고 의르고 친정하게

정지원， 원격의료，

의사소용 잊 고

얀자에게 대용객용 전당하게 되어 의료과오나 사고

찌판개잔 리 풍용 용얘 얘효훈 진 it 의 오유융 소개

의 위엄융 최소 w，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항 수 있

하낀서 시장의 크 기와 간옹 '1 기적으효 앤화시킬

게 되었다 원격의효 (tel emedιi ne)애 있어서도 r

것으흐 진앙외요 있다 안생 앵 싼리와 판련하여 상

Health/u" Hea l th 는 인격신안， 오니터링과 신효와

미보연 안성빙용 오는냥 " 1 욱 의 ..b..ul 의 7앤 i 사 I상

갇온 서비스의 딴용용 보다 쉽게 하여 확대항 것으

원인의 8001c혀 'f시하고 있어 사1앉으| 감소와 의

로 전망되냐 샤전에 사용 비용용 적정하게 액정하

료 비용의 역채용 위해서는 무엿보다 안싱，! 판리

고 ~lli 재갱적 상환운재가 보다 운영얘야 하며 홍

가 중차대하다 하겠다 않응 싼련 보고서에 따르띤

신대역쪽의 운재， 규채 빙위 빛 진료경과의 인갱 등

소미자의 입장애서 안성앵올 깐려하기 위해 앤요한

의 장애요인이 얘길에어야 한다

home telecare

욕 히，

씨 넨쩨효 e-Healthlu- Heahh는 재약 잊 의효기

의 ii기찬용 ‘g문한 씬자의 정 우에서도 욕약시도나

기산엽 등과 강용 연관 산업과의 관께훌 더욱 돈독

자신의 정냉 중상얘 대해 판련 문헌자료융 재 공앙

하게 힌 것으호 기대되고 있다 득히， 공급사슬상의

고 있는 갱우도 전세의 30'l‘ 정도 수운얘 "1 우E고

연화가 더용 긍진척이고 장빙 ~I .f게 전개원 것으효

있는 것으g 초사되고 있나 이러한 아깅용 정진적

전망되는에 미국의 경우 씨얘 당사자 간의 인터 엣

으호 개선하게 하는 것이 인터넷 교육이냐 이등 용

연결이 원양하게 이우이진 갱우 공급사을이용。1 명

갱보가 진대직으로 우촉하다고 나타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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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도 강소명 것으로 보고외고 있다 또

한 영국익 경우

2) 인혀 요소

UK NHS Trust 시 스댐이 구얘안용

의료서 비 스산영 내의 인적 구생요소인 의료기

용 전자시스댐 용 용혜 처리한 경우 연간 8억 파운

판 정영자， 전운가， 갱치가， 앵갱판료， 앵갱혀앤 풍

드의 ' 1용 정잠이 가놓힐 것으호 기대외고 었다

용 사실성 타 산업애 '1 얘 다쇼 권위쩍이고 찌예쩍

내 언셰로 e"Healthlu-Heal th는 의료지원의 전

인 .생융 지니고 았어 사성상 진엽이 생 지 않다

략， 구조 및 정쟁 융에 바용 영향용 꺼치는 요인으

이에 이러한 인적 요소에 e-Heal th/lrHea lth가 기

호， 의효기환용 사엉 생풍용 위에셔는 교객과 장가

회요인으호 객정 '1 강용하기 위혜서는 다용과 같용

격이고 상호호얘씌인 연계를 앵생하쓴 전략용 취혜

샤앙융 명요로 하며， 이를의 앵얘 동에 대한 지속적

야 한다 륙히， 인터넷용 용에 진강갱보호 무장한 새

인 연구와 한창용 흉한 객정한 대용헤이 영요하다

로운 소비자J씬자용 상대에야 하는 의료기판의 입장

엔저， 의료기판 정 영자료 하 여긍 e- HealtJ매 『

에서는 환자와의 판계용 어영재 영생애야 "는 것인

Health 쭈시에 따용 부당과 그 연익에 대한 우려용

가라는 은온적 용용에 압융 셰시에야 한 것이 다 이

g 식시키는 정호제공이 휠요하다 의료기한옹 기혼

와 더왈어 의료사장개앙에 대비하여 욕히， 국정간

시스영 도입에 이이 악대한 우자용 지충한

의료서비스의 이동용 가놓케 하는 앤격진료에 ‘H 언

인터옛애 기초한 e- Heal th/lrHealth 시스댐 도입이

대용과 앙깨 외주화， 갱보 용유 잊 앵앤정영과 잉상

야혜 션옷 내키지 않는 상양에 놓여 있다 이와 함

앵리 에스트 풍의 서비스 공유와 강용 앤동용 용하

깨 잉상익툴 이 얀자와의 이에일 교신파 앤칙상당과

여 가치 사슬올 개선안 전앙도 함깨 고 려 하여야 할

강용 인 터넷 기온적 안용이 건강보험파 연께윈 수

것이다 이상과 갇응 용객 요소에 대한 e- Healthltr

있도혹 하여야 하이 원격진료의 정우에는 엄 격으료

H ea lth 의 영향올 요로 정리하띤 JB 과 갇다

직앙한 판갱용 방고 그에 따용 이용의 상환이 가눔

'1 있어

하도혹 하는 문찌들융 예절혜야 한나

<

표

3>

풍적 요소에 예한 e-Heal tMr Hea lth 의 영양
요소

영엉

의료서 ' 1 스 생산능혁

- 영요잉경 죠생용 위예 쭈입자긍， 시간 충가

보건의료A 장의 크기 야 씬

- 시생외 규요 획대 잊 추이 연짜
- 의사경갱지원융 용한 의료사고 강소
- 씬자에제외 걱정한 1!용으호 X융아

• A$P시엉 확대

제1

연션산업

- 찌약 잊 의료기기산엉 풍파 갇용 연용산업장의 §져 온특
- 용급시슐상의 연화가 더육 급진혀이고 장 엉위하게 전개

의료7 연 전략， 구죠， 갱생

- 고찌과 장기적이고 상호 호에석인 연져영생융 훼언 션확앤요
- 의료시장개망의 대비하여 홉'1， 욱정간 의료서 비스익 이용올 가놓케 하는
원격진료에 대한 대용션화 필요

-

외 주혀， 정보 꽁유 잊 냉앤경영쳐 잉상병리 에스트 동의 서비스 꽁유와 강용

앵용융 용하여 가치 사융개선융 위한 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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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준용 마련하였고 그것용 용해 운뷰기준올 갱

의사， 간호사 둥 전운기에게는 인터넷의 안용

리하였다(표 4)

이 엉우의 연리안응 중진시켜 줄 것이아는 인식 연
화 요구와 항께 e- HealthhrHealth의 안용이 잉상

사엉요옐 분류기준 죠함에 따라 다양한 사업오

적인 수준에 도당하기에는 적지 않옹 시간이 걸쥔

앵 이 산충원 수 있으나 온 연구에서는 그 중 대표

것이 므로 꾸준히 교육힘이 웰요하다 또한 자신이

적인 몇 개만흘 제시하였으여 중점적인 서비스내용

뺑}는 기존의 엉 무와도 용앙적으호 연제외이야 하

옹 기준으로 오앵영칭용 갱하였다

며， 영우 생산성의 양상파 더 좋은 진료§ 재공힐
1)(단새 ) 건강판려 오옐

수 있이야 한다는 당위성을 충록시 치야 한 깃 이다

(안채)건강원리 모생응 개인단위 혹은 학교， 사

한연 인터넷 은 전통척인 임상의와 흰자와의 판계에
권위척 의사’용 ‘지도적 으l사’로 낸

언장 공공기관 퉁어 서 단찌듭 대상으호 하 여 개영

요시키는 동 양자 간의 얀계삽 재샘갱하고 있옹으

적인 건강데이터에 의해 건강워엉인자잔 파악하여

호 앤화원 흰깅용 직시하게 항도 민요하다 。 | 러한

고위험군올 안견하여， 개인단위 혹온 지역단위， 기

문제는 간호샤을도 환자아의 깐께에서 새로운 역안

업단위로 적절한 관리양안올 적용， 서비스율 제공

옹 인지하고 걱극적으로 이에 동장힘}ξ 의이힌다

i;~는 것옹 일정는다

있어서 기존의

정지가 빛 보건의료 앵갱관료윤은 대 제로 r
Hea lthJu-l-Iea l th의 한산이 밍.R항에는 인식옹 같이

2) 자가질 영 관 리 오생

하고 있으나 의료 잔의 안전， 싼옷씬 보건의료갱요，

자가진'!판이 모엔은 당뇨냉， 성장앵， 신장냉

데이리의 보안， 고객정보보호， 온라인 사가， 겁근의

동 치료보다 판리가 더 옥 중요한 만성연한자흉 대

문제와 정보격자

온라인 서이스에 대한 보혐당여

상으호 하여 합병중용 에땅하고l 에후용 개션 샤 키

운제 등 우작용에 대해 신중한 잉장융 취한 수 싸

기 위하여 흰시교육， 오니 터 링， 상당 둥융 표함한

얘 없으으로 이에 대한 해견냉안융 아련하기 위하

포항격인 서비스융 제공하는 요옐 이다

여 노릭해야 한다 현시성의 보건의료정책어 서 우
선시 되는 것이 꽁꽁성 잉대와 건강보헝의 보장싱

3) ~땅용 오엠

강화 라 한 예 늪어 냐는 보건의료의 재정부당용 완

~'lI푼 모앤온 오프라인상의 씬자방문융 대체

화하기 위하이

“

e- Healtl u+lealth

히F는 서비스로 인자 의 사간의 전자적 의사소풍의

확;1-융 위한 의

료딩1 개갱 잊 건강보헝익 적용 퉁옹

g한

일 환으로 욕갱현 의-"판련 상당 잊 륙정 환자의 갱

인센티브

마련에도 적극적인 판싱용 가져야 한 것이다

냉완연 운제에 대해 폐쇄영 대화암 포항한 의료 잊
잉상정보의 쌍방양적， 영에 기초한 교휴갚 의이한

4. e- Heaith/u-Health

다 이는 단욕요헨호서의 의의도 있으나 앞에서 찌

사업 모델

e- Health/ u-Health 시냉사엉용 위한 모냉연구
(2005)에시

시한 자가연병판리 오영 중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c+lealth/u+lcalth 사언 오엔용 상펴 보

서 " 1 스하고 있는 잉장유형의 일 구성요소료서도 의
의가 있다

1건 주 서비스내용， 주 서이스대상자， 서 "1 스 주 사

용장소， 연세서버스 내용 등옹 고 ' 1 <)이 사엽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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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4 > e- HealthArHealth

사업 오엔 분유기준

증류

기준
적용안위

객~
안세

정월임흐갚잎l

요갱흐보갱

주셔비스대상야

서비스 사용자

판리자

프걷윈프곁월t
보영자

짚
학교
서비스주 샤용장소

간얼'lI
공공기관

주 서씨스 내용

contcnt
원격교육
연계 서비스 내용

요영 냉 상셰내용

뜨인뜨쁘!!l.
잎민E믿"l'.

commercc

정프뾰호걷흐
士낸프표
전자상거래

4) e-.서앵 모옐

앙운모엔，"-처방모댐 등{융 거의 앙라한 수준의 오

r저앙 오옐은 종이른 사용한 처망션 대신

앵로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청지하게 흉(가주지)

등의 자동 데이터 잉역 시스엠융 이용하

에 기반하어 서비스g 새공한다는 것에서 그 차。 1

PDA , PC

여 치앙내역융 임역하는 시스엠올 익이송 는 것으로

룹두고있다

(Kilbridge, P. 200 1), 가장 안순한 예로는 의사가
의약용 데이터얘이스를 검색하여 쳐앙선올 작성하

5

연， 처방전이 전자시스댐융 흥해 약국의 약샤에게

우리나라의 경우 원격진료， 진료갱보 공동안용

선당되고 이등이 요아져서 보엉자에게 갱구되는 과

풍 의료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정호인프라는 아직

정용 일걷는다

조금 미흉한 수준이며 e-Healthlu-H ea lth관련 시장

국내 현황

규요도 아직 옹 이 이 한 설정이다 그리고 원무 앵정

5)

외주의 의료갱보시스댐이 대부분으로 원격진료， 친

홈채어 오연

용케이 모앵은 건강판리모엔， 질앵판려오앤，"-

효갱요 공동힐용 풍 의료정보화의 선재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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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우 기폭 웅의 도잉융이 저초하다 게다가 보

보건의료정 보화’， ‘전영병갑시 정 보화’， ‘국립 앵 앤의

건복지가족우 퉁융 중싱 S료 보건정책 및 국민의

정보시스댐 구축’ 둥의 사엉온 보건복지갱보화의

의료환경 개신융 위얘 다양한 사엉 및 정책이 추진

기율융 아련한 것으로 영가되었다 현재 e- Hea Jt hl

중에 있으나 사업간 증옥 빛 이해당λ}자간의 강등

u-Heallh 갱책은 보건욕지가축부와 지식정재부 동

으로 효과는 이이한 수준이다 원격의료도 시빙사

에서 각각 한발히 추진 중이 다

엽 퉁용 용해 가농성용 타진해보고는 있으나 영재

의료판제 영 개정과 싼련에서 는 2002 년 전자

도적， 문화적인 운셰 풍으오 인해 실제 서 이스는 이

의우기욕， 전자처방전， 원격의료에 대 한 엉척 근거

려운 상항이나 그영에도 유비쿼터스 기숭의 얀전

는 마련하였다 그러내 주로 시설과 장이에 대한 기

으호 ‘재액의료

준올 채시하고 있으 이， 원격진료의 허용엉위， 자격

풍에 대한 관싱과 기술개 안응 영

안히 이쭈어지고 있다(한국전산원，

및 책임소재 둥에 대한 해깅잭용 재시하고 있지 않

20(6)

아 향후 개인건강정보의 인}용앵 위얘 대한 영찍한
명왼 정보화

규갱 둥이 시긍히 보안되어야 한다

e H ospital(u-Hospital)

영 원갱 보시스댐 도입융 용얻 디지털 'il 앤
구축

왼격의료 (Telemedicîne)

우리나야 영씬정보화는 1990년대 조우터 주진

언 거리에 영어져 있는 안자에게 전화선， 전용

되기 시작해 우선적으호 엽우전산화§ 중싱으로 갱

션， A TM， 인트라넷 풍과 같옹 데이터 용신옹 이용

보화가 진앵 '1 었다 1993 년 3π‘에 응과하던 종합

하여 의효의 재장， 진단， 자운， 치료， 의료갱호의 정

'g 원의 업무선산회는 2000년내 틀어시 거의 I O(Y>AI

언 그리고 건강교유 웅융 수맹하는 것이다 현재 원

에 당한다 현재는 설질적인 앵씬엉우의 액싱이 되

격의료에 대한 논의는 안!fr하게 진앵와고 있으나

는 신효갱보의 니 "1 년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이l

안자틀의 화상 원격진료에 대 한 거우강 및 신뢰도

휴히

PACS 등의 경우에는 보험수가로 보상융 하

풍의 원}적 운재， 경재성 있는 서 비 스 모엔의 부채，

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릭으로 인해 도 I1 윤이 크게

판련 의료진의 의료수가 보장운채， ‘6 세도석 기 안

증가하였다

2003년부터 서용대하교병원 1 서용아

동의 운채호 싱재 상용화외기까지는 야직 장얘가

산병씬1 상생의료원 등 대헝 종함영씬용 중심으호

않다 의료엉 채 3 0초의 2얘 영 기 되기흙 의료인간의

전자의우기욕시스댐 (EMR) 도임 빚 자애영원/힘역

원격진료는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 (의료인 일 반가

냉원 간의 진"갱보 공유 둥이 ~I영하게 이 쭈이지

싱， 의료인-의료인이 없는 의료기판)는 허용하지 않

고있다

요 있는 설정이 기 '.운에 앗생화 및 정악용 위 해 서
는 엉재도적인 지 지 기반의 마련이 당선우이나

꽁꽁의 료갱 보화
2 002 년 이후 3보건의료정보화는 시 꾼 구 앵징

의약용 유용정보화 현황

종안시스댐의 보건의료판연 갱보의 연제， 전극24 2

인터넷융 용한 신속한 의약용 수주일‘주 서 비 스

개 보건소얘 정보사스댐 확산， 건강정보 잊 싼연갱

는 물은， 으 1 9}-~ 가격동향， 신약개받정보， 시장상앵

구숭 풍의 사잉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뚱 각종 의약정보 서 " 1 스 개공과 전국의 의료기관，

5!. DB

지역

- 67

+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약굳， 공급업체릎 총망라하는 유흥정보앙이 구축되

안사향올

고려얘보았융

때

양후

"f링직한

어 각자에게 웬요한 갱보블 공유%f깨 하는 시스영

HealthltrHealth 정잭 ’앙향을 찌도적용띤， 서 "1 스용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회사와 빙의원， 약국간

연， 기숭죄흑연， 사회문화적욕연， 기반옥연으효 나

의 직거래 판앵으로 영업정갱이 과영되고 판혹비 가

누어보고 이~애 대한 구체적인 앙안융 제시얘보고

과다하게 지총외어 정갱력이 취약한 섣정이다 재

자한다

r

약엉셰， 도얘엉셰애서 용휴시성 빛 정비 잡 자얘적

재도적 측연얘서는 란련 법 l재도 개선， 인샌티

으호 운용하고 있어 웅류 "1가 중욕， 과다 지옹원으

므 "f련， 정부지원 아대 및 평가찌계 아련， 판연기

로써 국인부당이 가중되고 재약산엉의 정갱펙 약화

판의 재정투자 옥려， 관련서비스개말 및 보상셰계

요인으효 작용하고 있다 보건복X 가즉우가 。l 것올

마련， 가이드라인 개할 및 척용， 정 판이 (검중)， 기

애정하기 외한 취지 아혜 ’의약용정보센터 1필 성링

슬개앙 지원 웅「용 을 수 있다 관련엄/재도 개씬용

하였으나 이애관계자간의 강둥용 해정하지 옷해 길

위해서는 그에 대한 선 엔걱 갱토작엽， 판연 법/재도

국 실패로 ~-()}갔니

의약용공긍엉찌와 요양기판

개선안 마련융 추진하며 인샌티브 마련융 위얘서는

등의 시스앵 참여용 강찌할 수 있는 재도적 기만이

인샌티므 땅안 강구， 인샌티브 도입안용 마련한다

마련외어야안 실효성용 거올 수 있올 것이다

정부시원 확대 및 갱가셰계 아련올 ~I 얘서는 판연
사업의 총팔잭 검토， 판연사엉의 종합계획 수링， 사

재해의료 (Home-Heal lh/u-Hea lthcare)

엄평가찌계 개안 등용 수앵하여， 관련기관의 재정

자액에서 정 보기술융 항용해서 스스로 건강융

우자 옥허증 위해서는 직접 우자지원， 인센티브 냉

경진하고 냉융 얘‘상δ운 앵위상 얄한다 재액의료

얀 아련， 성과 검증， 11] 용/효과 분석 둥용 실시한다

는

뚱 유미쿼터스 기숭의 안전과 한께 그 가

다옹으료 판연서미스 개발 및 보상체계 아련용 위

능싱이 더옷 촉망되는 분야이다 갱단 정보기슐올

해서 는 서비스 개년， 개얀원 서 "1스에 대한 가이드

이용하여 지웅형 변기， 지농형 욕죠， 지능앵 칭대

라인 개 1강i 개얀왼 서비스에 애한 보상째계융 개양

동「용 이용하여 가정생안용 하연서도 건강옹 세 크"Ò}

한다 가이드라인 개앙 및 적용을 위해서 는 가이드

고 이§ 의료기관에 전송하여 갱기갱진파 명의 예

악인용 개안하고 적용하며， 관련 교유 잊 홍보용 실

RFID

땅옹 실현항 수 있는 시스엠이띠 현씨 L <XNS,

시하고 질 찬리음 위해서는 정판련 지표5 개안하

현대정보기술 풍 민간업체에서 생체생서，

RFID,

고‘ 정관리째계흉 개망한다 마지약으로 기술개안

스아트카드， 휴대용 의료기기 동용 이용해 환자의

지원용 위해서는 기숭개앙융 위한 종합계획용 수엄

건강상태용 성시간ξ료 오니터링하고 앤격지에서

하고

의료상당까지 가능한 시스멍을 개’3 하이 서비스용

고 웅영하여 대국민 채영판융 성렵하고 운영한다

시작하였나

또한 종함갱보지원샌터§ 구축하고 갱보관리체계

road

map을 작성하 "1 ， 태스트 기안용 구축하

개안용을수있다

6 e-Health

서비스 측연에서는 깐련서비스 개양 빛 보상채

σHealth 의 정책방향

e- H ealthlu- H ea lth 의 엠요성과 중요성， 갱곤생，

계 "f 면， 사엉오앤 개빨 및 시엉사업 추진， 갱보공

건， 융리성， 정보격차， 갱보보호 등파 깅온 한연 재

유 잊 쿄유， 갱보 잊 서비스직자 얘소 등융 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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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중 사업 안성화 및 시냉사엉옹 추신하기

Health

정책연구 안성 화 풍용 룹 수 있는 데 개인

위해서는 사업모엔 개안이 인요한 뿐 야니아 시 엠

보건의료갱보보호를 우| 애서는 완리석， 올리적， 기

사업 추진 잊 운영계획올 수임하고， 이에 대안 평가

슬적 보안대책융 개 1강하고 개 인보건의료정보보호

째계용 개망하여 시 넨사영응 갱가하도욕 한다 또

에 대 한 제도화， 이 에 대 한 가이드라인융 아 련하고

한 판련갱보 장유 및 교유윤 위해서는 판련연구 잊

보긍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상샤 적 오니터체계

사영 등얘 판한 정보씬옴 파악하여 종합적 갱보강

융 아연하여 이에 대한 중요성과 휠요성에 대한 교

리찌계상 개안하여， 정보서비스 제웅 I:J-안용 아연토

욕과 흥보셰찌§ 마련토욕 한나 표순화 개방 빛 확

욕 한다 갱보 잊 서이스격차 해소용 위해서는 지역

산올 위해서는 규제척 g준 잊 권고적 g준융 개안

사회 잔련기판에 지역주낀 대상의 정보제공셰게갚

하 여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융 작성， 보긍하며 표준

마연하고 지역주낀의 교읍기 1간을 "1 연"Òt n ! 온라인

용 세도화한다 한앤 생과평가응 위얘서는 평가대

교육장융 섣지한 뿐 아니아 대상자얻 전끈이 용이

상 생과§ 갱의하고 각각익 성파에 대한 평가지표

한 기기와 이뭉려케이션， 앤앤흐 등옹 개안하고 -~

상 선갱하이야 한다

ff하도욕 한다

활성"플 위해 서 는 정잭연구의 웅요성파 옐요성에

기승적 측앤에서는 기슬개양지원， 인연 개인!，
교육잊 흥면， 정보 잊 서비스져차 해소등경 등 수

e- Healthilr Health 정책연구

대한 인식 쩌고와 아융리 정찌연구주제에 대한 시
속적인 얀낼.j>t 총앙계획 수링이 웬요한 것이다

있는데 이 중 인역개 lS， 교유 빛 훈연올 위찌서 는
인릭개얀께획옹

; 임하고 진운인익양성흘 위한 전

운기판과 재도율 마연하\11. 선운인 '1 poo년 엉성

하어 사이이교욕 센터읍 풍한 온라인교응 웅올 싣시
한다

m

컬론

2 1 새기 R 건의료의 패러다임 연화라고 안 수

사회 운화적 옥 1건에서 는 가이드라인 개 'ft 및

있는 e- Hea l thArHealth의 성공적인 정작용 외하여

적용. ~!역개양 괴유 빛 훈련， 소 l’ 1 사 쿄육 및 홍

서는 앞으로 해야 영 일이 애우 않다 가까운 이얘

보， 인식재고‘ 앵애연회 잊 요구도 파악 갱보 잉 사

에는 u+lealthcare 의 인프라가 앙전되어 모바일

이스격자 혜소 웅융 등 수 있다 소이자교유 잊 홍

료힌경이 갱자외연서 병원 내에서분얀 아니라 연자

보용 위얘서는 가이드라인응 마련하이 소비자주싼

의 일상생힐공간까지 포함하여 재택의료 빛 원격의

개인갱보보호 등애 대한 교유융 강아하고 공공깨

효의 핵대 및 용칙"가 이루어정 것이다 전자의우

'1

제 등윤 용한 흥보잡 싱시하 111， 공공사이트쉰 중싱

기욕의 야산과 의료기관간 협 엽 의 확대로 전국인 개

으효 가이드라인옹 씌용토륙 한나 인식찌고잔 위

인전자건강기욕이 개안되이 안용진 전앙이고 이용

얘서는 교육 잊 홍보상 섣시토욕 하 01 ， 앵태엔화 잊

위한 국가의료징요 인프라(N H1 : Nationa Health

요구도 파악용 위해시는 지옥적인 연구와 판양 수

lnformation lnfrastructure)

앵이 필요하고 기조연구 수앵이 연요하다

용한 의료기 관간 갱보 공동안용， 1 α13차 의료기 판，

’

"1지 11t으료 기깐 옥엔에서 는 개인보씨의료 정
보~-호‘ 표순화 개안 및 안산 성파갱 7t.

구축파 갱보 표준화훌

정우기판 공급업채 풍파 '1 혐엄 및 시스댐 용힘이

c+ lcah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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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이질 것이다 또힌 의료정보시스앵의 시능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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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Æ HR

도입 획얘로 인한 의학져식의 축적이

유지연 엘용 유비쿼터스 전략의 기본방향과 의이，
갱보룡신갱책， 15권 15호， 2004

가속화외고 의학지식 안용융 용한 의료서비스의 갱

향상이 핑 전땅이다

이호영， 유지인， 유비퀴터스 홍신횡정의 사회문화

이러한 시대의 연화에 따라서 새로운 전운인릭

적 영향연구， 갱보흉신정책연구원， 2()(μ

‘

의 양성 빛 앙용영역의 확대가 영수객이다 새로운

지정용， 이우호， 서지우， 깅태식 해외 e-Healthl r

전운직 영역용 개척해야 하는 간호찌는 이에 대한

Health시장 현양 잊 전앙， 전자룡신용향용석

신속한 인지와 적극적인 창여가 있어야 한다

19권 2호， 2004

e

Hea l thh.-Hea l th 운야에서 는 그 누구보다도 간호인

갱영주 유비쿼터상}회의 의료， 보건 비즈니스 트

랙의 진출이 요구원다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전운지

렌드，

삭으로 우장하고 그용 위헤 훈련원 간호전운직이야

2006

유비쿼터스사회연구시리즈

재

1 7.호，

갱 영철 e-Health!u- Health 갱 잭동향 빛 대웅양향，

안로 가장 적정한 인적 자씬이라고 한 수 있기 예
운이다 현재 간호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링을도 이

보건복지!f엉 11 5호 ， 2006

분야효의 진출융 고려해보아 야 하고， 향후 간호계

정영철， 신융갱 l 정영호 외 7인 국내 e-Health1u-

에서 영하기 위하여 교육용 앙고 있는 예비 인력등

Health 앙전애 따흔 갱책얘용땅안 연구， 한국

도 많온 판싱용 기용 여서 이 새로운 용추오션용 갱

보건샤여연구앤， 2005i>6 연구보고서
정영 갱‘ 이견직， 깅융， 갱영호， 이지원 e-Healthlu-

유한 수 있도륙 획기적인 전략과 기피이 그 이느
，.보다도 연요한 시기이다

Hea lth 시엉사엉융 위한 오앵 연구， 한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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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dC

’

New Roles of the Professional Nursing in the Era of
←-Hea
e
외Ith/u-Health

J eongeun Kim , PhD , RN

”

e- Health/u+le이 th

has generally been co n s띠ered as an expansion of current medκal and medical
relevant scgmcnts. Howcvcr. as c- Health/u+lealth has been known to have typical 이 tributcs and
characteristics of servìces s uppα.ting a physically and mentally well-balanced li fe of i잉 uscrs, we can
rationally assume that c- HealthlLd -lealth can be n01 only an expansion ofthe existing medical field but
also a result ofthc complex and sophi s tic이ed convergence among diverse industries such as Ihe ICT
induslry. traditional carCTelt:vant segmenlS, ctC. Th us, in this study, we carefully and cautÎously
consider e- Health/u+lcalth in accordance with b01h possible scenarios: 1) an

cx 띠 nsion

of a typical

…
dustry, and 2) a rcsult of a convcrgence among varÎous industries. Th c advent of new technologies,
rapid dcvelopment o f currcnt

tcch n이 og ics，

and convergence trends În varÎous lields are creati ng

dra matic innovalions in thc next gcncration health scrvices marke t. Consumerism as a characteristic of
c- Health/u-Hcalth can be expected 10 find a solutioll ofthe eX Îsting healthcare servÎce problems

In thc initial phase , mainly due 10 Ihe abscnce of a vanguard , as well as to various legalistic and
"ιulative limitatiαI S ，

the rolc ofthe govemment would be immensely cri tical for the successful early
settlement oflhc e- H e allhω Health industry. Both thc govemmenl and private sector need 10 practice
continuous and elTective public educalÎon and publicity main ly to increase Ihe ovenl rr recognition and

’

‘

usabili y of e- Health/u-Health services. Nursi ng as a unique professional di sci이 ine shou d bc weU
aware ofthe new paradigm sh 띠 ofthe healthcarc market , at띠 make maximum lI se ofthe possibility of
this Irend 10 Ihe advcnt ofthe profcssional nursing ’ s new rolc
K，y、m nJs :

e- Health, u-Health, rnedical Înduslry , consumerism , professional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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