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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고령화와 저출산, 경제 저성장 기조의 정착 등 복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제한된 자원 간의 충돌문제

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문제에 먼저 봉착하고 먼저 고민을 시작한 북구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복지기술

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 외의 안이 마땅히 없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북구선진국의 경험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북구와 영미권의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복지기술의 

정의와 역할을 제시하고, 복지기술을 다룸에 있어 주요한 사항과 관점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복지수요의 도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기술의 

적용사례를 문헌고찰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이어서 우리나

라의 미래 복지요구에 응하는 연구개발 이슈 및 연구개발 동향 그리고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기존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

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강화와 연구개

발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이슈와 정책과제에 해 알아본다. 마지막

으로 복지기술이 성공하기 위한 복지와 기술 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들을 제시한다. 이에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구조화된 작업흐름, 평

가체계의 구축, 경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교류 체계구축 등이 속한다.

본 보고서는 유근춘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태은 전문연구원, 최요한 

연구원, 정지원 전문원, 김선희 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협동

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서지영 연구위원, 조규진 연구원)과 



DBdiscover(김정일 표컨설턴트, 이동우 수석컨설턴트, 이재성 선임컨

설턴트)가 참여하여 협동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기관과 연구진에 감사

드린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주신 본원의 김혜

련 연구위원, 전진아 부연구위원, 강남 학교 사회복지 학 박영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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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Study on the System Building for Successful 
Application of Welfare Technology to Welfare System

Welfare technology is considered as a proper instrument for 

the problem solving of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rising 

welfare demand and the limited resources.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welfare technology to wel-

fare system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required.

Firstly, welfare technology must satisfy the cost-effectiveness 

condition.

Secondly, welfare technology must have a sufficient market 

to promote economy.

Thirdly, the role of public sector is very important to make 

application of welfare technology to welfare system successful. 

Motivation and financing of public sector play a positive role 

for the success of welfare technology.

Fourthly, there must be a structured work flow for the wel-

fare technology.

Sixthly, there must be an established system of welfare tech-

nology evaluation.

Seventhly, there must be an established system of in-

formation collection and exchange.

*key word: welfare technology, system building, cost-effectiveness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표

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근본적인 당면 문제 중의 하나는 복지 요구

가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 요구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무한정 증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복지재정의 한계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충돌문

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의 저성장기조 정착 등 미래의 주요 복지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복지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와 기술 융합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제한된 자원 하에서 복지환

경 변화에 따라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선제적이고 지속가

능한 정책 응을 가능하게 함을 목표로 한다.

2. 주요 연구결과

  가. 복지기술의 의미, 정의, 역할

복지기술은 저출산 고령화와 경제의 저성장 기조의 정착 등 미래 복지

환경 변화가 가져올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제한된 재원의 

충돌문제에 해 의미 있는 응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4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복지기술이란 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을 적

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투입하는 

자원, 운영, 재원, 조직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무형의 지식을 포함하

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학기술 이용의 목적이 직접 문제를 해결

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생산 혹은 전달과 관련되는 경우와 함께 그러한 생

산을 보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복지기술의 역할은 소극적인 취약계층의 급여제공의 성격을 넘어서서 

복지기술의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

할로 확  되었다. 이에 따르면 개인 삶의 질 향상 외에도 경제적 역할, 

혁신적 역할 그리고 작업환경의 개선 역할도 한다.

  나. 성공적 복지기술의 조건과 경제적 역할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서 복지기술은 경제적 효율성이 있어야 

하고, 개입현상의 인과관계에 한 거의 완전한 지식을 갖춘 고급기술이

어야 하며, 개인 그리고 한 사회의 상황과 수요를 고려하는 적정기술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새로이 두되는 복지관점으로서 복지기술의 경제적 역할이 있다. 공

공부문에서 복지기술이 경제적 역할을 하려면 비용효과성이 높아야 하고 

또한 충분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다. 복지수요와 복지기술의 적용 현황과 전망

복지환경의 주요한 변화로서 저출산 고령화를 보는 경우 주요한 복지

수요로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돌봄 서비스 증가, 장애인 독립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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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여성건강증진/관리를 통한 건강한 임신과 출산지원 그리고 일상적 

건강증진/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저감 등의 복지수요가 유도된다. 이러한 

복지수요를 가져오는 주요 인구구조의 변화가 북구선진국과 우리나라에 

공통으로 있어 동일한 복지수요와 문제를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다섯 가지 복지기술과 결합하는 복지요구를 

분석한 결과도 건강(health)과 돌봄(care)으로 압축되어 상기한 문헌분

석과 일치한다.

통신 지원, 보조 기술, 일상생활 지원, 질병 모니터링, 원격진료, 재활 

기술, 오락, 사회적․ 감정적 지원 등의 목적을 위한 기술과 이들이 충족시

키는 기능을 수요로 보는 복지기술과 수요의 분류에 따라 문헌과 인터넷

에서 찾아본 복지기술의 적용사례들을 보면 이미 많은 사례들이 적용되

고 있고 앞으로도 적용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복지기술과 복지의 미래

미래 복지환경과 복지기술 및 복지미래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복

지수요의 양과 질의 증가(증가하는 요구)와 반 로 이에 한 복지인력의 

감소를 가져오는 저출산의 문제(감소하는 자원)는 동일 자원투입에 해 

동질의 더 많은 산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기본적 기능을 필요로 하

며, 복지기술의 발전을 요구한다. 이러한 복지기술이 개인과 복지인력의 

삶의 질과 독립성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비용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

으로 발전한다면 복지국가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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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시사점

  가. 복지기술 적용 성공의 조건

복지에 한 복지기술의 적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들을 충족시키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로 강조할 점은 복지에 있어 기술이 강조되는 이유는 효율성 상승

으로 인한 비용절감이 공공복지서비스 공급의 질을 낮추지 않는다는 점

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복지기술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향

상된 삶의 질과 더 좋은 서비스를 개인과 복지인력에게 제공하는 것과 자

원의 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둘째로 복지기술이 경제에 기여하려면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공공급여에 편입되는 것이 시장의 규모를 확보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을 고려해 비용효과성 강조

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공동의 시장을 창출하는 노력을 통해 시장의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다. 북구의 경우는 비슷한 복지모델, 언어 등을 배경

으로 북구 내에서의 국제공동시장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고령화는 막 한 시장규모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셋째로 복지에 있어 공공의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복지기

술에서 유용한 결과를 얻으려면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기, 합병 그리고 변

화관리 등이 필요하다. 이는 외부재원조달 보다 공공의 지역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원을 직접 투자할 용기가 있을 때 보다 잘 달성될 수 있다.

넷째로 복지기술과 관련된 구조화된 작업흐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

다. 이는 복지기술을 실행함에 있어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파악하고 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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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이 구조화 될 때 성공적인 

실행의 확률이 최 화 되고 복지기술 작업에 투자된 자원에서의 수익이 

최 화 된다.

다섯째로 공공영역에서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복지기술의 타당한 

평가와 관련 작업의 기록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여야 한다. 

너무 많은 프로젝트와 기술시험은 타당성이 없는 평가보고와 상업적 사

례들을 낳는다. 따라서 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지기술의 효과가 실현되

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필요한 평가가 계획되어야 한다.

여섯째로 중복과 그로 인한 자원낭비를 피하기 위하여 평가보고나 상

업적 사례 등에 관한 경험을 교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나 국

제적으로나 이러한 경험의 교류가 잘되면 자원이용이 적정화 된다. 협동

과 경험의 교류는 공공에 의해 구조화된 작업흐름과 철저한 평가를 위한 

재원이 투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더 쉽게 달성될 수 있다.

  나. 연구개발 전략

복지수요의 분석과 기존의 연구개발 동향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연구개

발 강화와 연구개발체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 이

슈와 정책과제가 도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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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개발 이슈와 정책과제

분류 연구개발 이슈 정책 과제

연구
개발 
강화

건강증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IT를 활용한 일상적 건강관리 활성화

건강증진/관리 방식의 다양화 및 효과검증 연구 

사용자 경험(UX) 기반 
기술혁신 촉진

리빙랩 확

저출산 극복과 여성건강을 
위한 연구개발

이상 임신 발병기전 연구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조산과 감염을 예방하는 조기진단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키는 독성물질 관리를 위한 연구

연구
개발 
체계 
개선

보건복지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연계체계마련

보건복지 주요 정책에 과학기술 연구개발 포함

저출산 기본계획에 과학기술 연구개발 포함

저출산 고령화 관련 과학기술 로드맵 작성

수요지향적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

지식/기술/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혁신을 촉진하는 
평가시스템 구축

기술영향평가 강화

*주요용어: 복지환경변화, 복지수요증가, 제한된 재원, 비용효과성, 복지기술, 

연구개발 체계, 복지와 기술 융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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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 연구의 배경

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근본적인 당면 문제 중의 하나는 복지 요구

가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 요구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무한정 증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1)

이러한 복지재정의 한계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충돌문

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의 저성장기조 정착 등 미래의 주요 복지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보건복지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 

비용효과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중요하다. 현재까지 보건복지정책의 비

용효과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에서 과학기술을 주요한 수단으로 생각

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그러나 보건복지요구를 충족시킴에 있어 적정한 

과학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전에 할 수 없던 복지요구를 충

족시키거나, 현재 보다 효과 비 비용이 낮은 복지요구 충족이 가능하

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복지에의 적용을 통한 비용효과성의 개선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주요 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1) 본 연구에서 복지라는 용어를 일차적으로는 보건과 복지를 포함하는 광의로 사용한다. 경
우에 따라 가장 광범위하게는 사회정책을 포괄하여 노동, 교육, 안전 등의 분야를 포함하
는 경우도 본 연구의 논의를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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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는 제한된 복지재정과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충돌문

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

성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복지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와 기술 융합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제한된 자원 하에서 복지환

경 변화에 따라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선제적이고 지속가

능한 정책 응을 가능하게 함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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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위에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로서 먼저 기존연구를 참조하여 복지기술의 정

의와 역할에 한 관점을 제시한다. 이에서는 목적과 수단이라는 관점이 

주요한 정리관점이 된다. 이어 복지와 기술 융합을 보는 관점으로서 양

적·질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한정된 재원이 야기하는 복지재정의 

현실문제에 입각한 비용효과 측면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현재 복지정책 

방향에 한 반성을 통해 미래의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한 후 이

와 양립하는 복지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성을 적정기술로 규정한다. 마지

막으로 복지에서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경제와의 선순환이라는 관점

에서 복지기술과 경제와의 관계에 한 논의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복지수요의 도출과 복지기술의 적용현황 및 전망을 주로 문

헌분석 방법을 통해 제시한다. 먼저 특히 복지기술에서 앞선 북구선진국

들의 경험을 토 로 북구에서의 복지수요와 복지기술의 의미를 제시한 

후 우리나라의 관련 현황 및 전망과 비교 고찰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어 

복지기술의 분류기준과 범주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복지요구에 한 

과학기술의 적용사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복지

기술의 적용에 한 효과성에 한 판단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복지수요의 도출과 복지기술의 적용현황과 전망을 빅데이

터 분석방법을 통해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분야에서 참고할 기존연

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문헌고찰과 전문가자문을 통해 적용된 기술

의 종류를 ‘gerontechnology’, ‘welfare technology’, ‘care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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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ogy’, ‘social innovation’, 그리고 ‘assistive technology’의 다섯 

가지로 먼저 한정한 후 이와 관련된 연관단어를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

다.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기술의 종류를 본 연구보다 더 하위수준으로 

세분하여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이자 

개선방향이 된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연구의 배경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

어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연구결과와 해석을 제시한 

후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석의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복지요구에 응하는 연구개발 이슈 

및 연구개발 동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연구개발에 관한 연

구의 배경 및 목표를 다루고, 이어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한다. 다음으

로 복지수요와 정책변화를 다룬 후 우리나라 연구개발 동향과 그 문

제점을 살펴본 후 연구개발 관련 과학기술의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6장에서는 복지와 기술 융합체계 구축방안을 조정인프라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먼저 조정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복지와 기술 융합체계의 내용

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이어 차례로 공공과 민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 조정, 구조화된 작업흐름, 평가체계

의 구축, 경험의 수집과 교류를 위한 체계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소셜 빅

데이터를 사용한 보건의료 및 공공부문 빅테이타 기술 수요공급 예측에 

따른 정책방안을 제시한 후, 마지막으로 북구를 중심으로 한 주요사례를 

제시한다.

7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요약과 정책적 제언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과 개

선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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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상기한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및 협동연구기관의 역할을 다음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겠다.

〔그림 1-1〕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협동연구기관

<연구내용> <연구방법> <협동연구기관>

이론적 논의:
복지에 과학기술을 적용하
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
이는 것과 관련된 제반 주
요 사항과 관점제시

-문헌고찰
-국내외 전문가 자문 및 
현장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복지수요의 도출과 복지기
술의 적용 현황과 전망

-문헌고찰
-국내외 전문가 자문 및 
현장방문

-빅데이터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Bdiscove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미래보건복지 수요에 응
하는 연구개발 이슈 및 연
구개발동향과 정책과제

-문헌고찰
-국내외 전문가 자문 및 
현장방문

-국가 R&D사업 DB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복지와 기술 융합체계 구
축방안

-문헌고찰
-국내외 전문가 자문 및 
현장방문

-빅데이터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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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범위가 넓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과학기술정

책연구원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기관인 DBdiscover 사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전문성에 입각한 협동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복

지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이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제반 

주요사항과 관점들을 종합 제시하여 연구의 전체 틀과 방향성을 제시하

고,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장기적 수요변화가 가져오는 장기트렌드의 변

화와 그에 따른 복지수요의 도출, 그리고 이에 한 복지기술의 적용 현

황과 전망을 제시하고, 제한된 다원 하에서 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적 응을 가능하게 할 복지와 기술 융합체계 구축방안을 제

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전문기관인 DBdiscover는 복지기술의 복지문제 

해결에의 적용 현황과 전망을 연구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

용하고, 각 분석기법에 따른 통계적 분석결과와 해석을 제시하였다. 이에 

한 복지관련 심층해석은 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이 담당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정책 연구에 있어 전문적 인력과 자원

이 있어 복지환경 분석과 문헌분석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복지수요의 현황과 장기 발전경향에 입각하여 이에 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 영역에서의 이슈발굴과 정첵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공통적으로 문헌고찰과 전문가 자문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기술통계 분석 외에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형태소 분석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연관단어 분석,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기법, 빈도와 단어 간 

중심성 분석, Jaccard index를 사용한 단어 간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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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단어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소셜 빅데이터

를 사용한 빅데이터 수요공급 예측 연구에서는 기술분석, 다중응답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분석 등의 분석방법이 사용되었다. 또

한 북구 선진국의 앞선 경험에서 배우기 위하여 덴마크의 현지 방문을 통

한 관련기관(부록참조)의 전문가 인터뷰, 견학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으

며, 북구와 유헙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Future Challenges for Social 

Welfare and the Role of Welfare Technology: The Future of 

Social Welfare”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2014년 11월 18일 서

울 코리아나 호텔 7층 글로리아 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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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복지기술의 정의와 역할

1. 복지기술의 정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주로 고령자에 한 혁신정책이 복지기술

(welfare technology)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인구학적 발

전, 복지시스템의 재구조화, IT 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아우르는 것

이었다. 복지기술의 정의는 단순한 적용으로부터 적용, 시스템, 서비스 

관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복지기술의 정의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2) 광범위한 영역들에

서 북유럽 국가들의 협의체인 북유럽 장관협의회(Nordic Council)는, 복

지기술을 의료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동시에 개발된 기술

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북유럽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규정하였

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이 사용자 중심

(user-driven)의 혁신과 사업체들과 공공기관(public authorities)들 사

이의 협력(collaboration)으로 언급되는 두 가지의 다른 핵심 개념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구유럽에서 주로 사용되는 복지기술(welfare tech-

nology)이라는 용어는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다. 덴마크와 핀란드는 건강

과 돌봄 모두를 강조하는 반면, 스웨덴은 돌봄을 강조하고, 노르웨이는 

지방자치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2) Östlund et al., 2014

이론적 논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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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영미권에서는 장애인과 노인에 한 보조기술(assistive tech-

nology)이나 노인을 위한 기술(gerontechnology) 등이 북구의 복지기

술에 해당한다. ‘지원 기술(Assitive Technology)’의 용어는 장애가 있

는 개인의 역량(capacities)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거나 또는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 장치, 또는 생산시스템으로 정의된다(Schneider, 

1999). ‘지원 기술’에는 손의 근육의 문제로 인하여 연필을 잡기가 어려

운 학생이 연필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손과 연필을 테이프로 감아서 연결

하는 낮은 기술 수준의 도구도 포함되며, 로봇 기술과 같은 높은 수준의 

장치도 포함된다(Schneider, 1999).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 기술’은 다

음의 구분된 네 가지를 포함한다: (a) 개인의 환경 속에서 개인이 가지는 

필요에 한 평가, (b) 지원 기술 장치의 선택, 설계, 적용, 유지, (c) 장치 

사용을 위한 교육, (d) 지원 기술 장치와 다른 서비스들의 통합화와 사용

(Schneider, 1999).

‘gerontechnology’란 ‘노년학(gerontology)’과 ‘기술(technology)’

의 합성어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는 ‘고령자를 위한 기술’ 정도로 표

현할 수 있다. ‘gerontechnology’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 로 고령자의 

이익을 위한 공학과 기술을 의미한다(Fozard et al., 2000). 그렇지만 

‘gerontechnology’는 기술 자체의 의미에 더해서 학문분야의 의미로도 

사용되며, 고령자의 일상적인 기능의 개선을 위한 기술과 노화에 관한 연

구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된다(Czaja et al., 2002). 이 경우에 우리나라 

말로는 ‘노년기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 학문의 목적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a) 노인의 기능의 장애와 감소를 예방하거

나 연기시키는 것, (b) 노화와 관련된 기능적 감소를 보완하는 것, (c) 노

인의 삶의 질과 활기를 증진시키는 것, (d) 노인의 가족과 돌봄제공자를 

지원하는 것, (e) 기술과 노화와 관련된 응용연구와 기초연구를 촉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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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Czaja et al., 2002).

복지기술과 가장 관련이 깊은 기존의 용어로는 ‘포괄적으로 지원 되는 

삶’(Ambient Assisted Living; AAL)이 있다. ‘Ambient Assisted 

Living’은 본래 EC가 2008-2013년에 걸쳐 수행한 Ambient Assited 

Living Joint Programme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는 The Activ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이 2013-2020년까지 운영 중에 있

다(EC, 2015). ‘Ambient Assisted Living’의 목적은 만성질병의 예방과 

관리, 개인의 독립성과 참여 증진, 고령자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해결책과 같은 주제들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EC, 2015). 그러나 현재 EC의 프로젝트였던 ‘AAL’의 의미는 프로젝트

가 목적하는 바에 한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한 보편

적인 정의는 차용되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령자와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

와 돌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제품, 

서비스,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Cardinaux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모든 정의를 포괄할 수 있도록 목적과 수단의 가

장 일반적인 관점을 통해 복지기술을 정의하겠다. 이러한 포괄적 정의 안

에 상기한 구체적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목적과 수단이라는 관점이다. 목적은 “인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

력의 방향”으로, 수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means)적 

도구(medium)”라 정의될 수 있다.3)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의 방향으로서 복지제도4)가 추구하는 목적을 선택하였을 때 이를 달성하

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적 도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수단적 도구는 인

3) 윤석철, 삶의 정도, 서울: 위즈덤하우스, 2011, p.5.
4) 이하 복지는 공공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보건과 복지의 영역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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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이전까지 하지 못하던 일을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기존의 하던 일의 

생산성이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도구이다.5) 인간의 역사발전과 함께 도

구의 수준이 물질적 차원에서 지식과 지혜 같은 정신적 차원, 그리고 신

뢰성과 인간적 매력 같은 사회적 차원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발전을 

반영하여 수단적 도구라는 말 신 수단매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6) 이

러한 관점에서 보면 복지기술은 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7)

이라는 수단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금까지 

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이라는 수단매체를 덜 주목하였다

는 인식에 기반한 새로운 노력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 노력의 방향은 

과학기술을 통해 이전의 복지목적 중 달성하지 못하던 것을 달성하거나, 

이전에 달성 가능하던 복지목적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되겠다.

이러한 목적과 수단의 관점에서의 복지기술의 정의는 보건복지시스템

을 이용하여 잘 설명될 수 있다. 보건복지시스템의 목적은 아래의 그림에

서 보건복지요구라는 문제에 응하여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 해결의 결과가 보건복지결과

이다. 보건복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 또다시 수단들이 필요한데 이들은 크게 자원, 운영, 재원, 

조직으로 구분된다. 

5) Ibid., p. 18-19.
6) Ibid., p. 25.
7) 여기서 과학기술이란 과학적인, 혹은 다른 조직화된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이

러한 지식을 실제 업무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학기술을 수단매체로 사용하
는 것이 된다. 양봉민, 보건경제학, 개정2판, 서울: 나남출판, 2006, p.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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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보건복지 시스템과 복지기술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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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시스템의 환경

                           - 거시경제적 환경(성장률, 실업률 등)

                           - 보건복지 요구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

자료: 유근춘 외 11인, 2008, 92.

  

이러한 수단들에 공통적으로 무형의 지식도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복지기술이란 보건복지시스템이 자신의 문제를 풀기위해 투입하는 

자원, 운영, 재원, 조직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무형의 지식을 포함하

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그 이용의 목적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생산 혹은 전달과 관련되는 경우와 함께 그러

한 생산을 보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여 가장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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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를 복지기술

이라 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장 일반적인 복지기술의 정의에 따르면 기존 

북구의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 영미권의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이나 노인을 위한 기술(gerontechnology), 그리고 유럽중

심의 ‘포괄적으로 지원 되는 삶’(Ambient Assisted Living; AAL) 등에

서 논의되는 문제, 해결수단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2. 복지기술의 역할

기존의 북구의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 영미권의 보조기술

(assistive technology)이나 노인을 위한 기술(gerontechnology), 그

리고 유럽중심의 ‘포괄적으로 지원 되는 삶’(Ambient Assisted Living; 

AAL) 등에서는 복지기술의 역할을 과거의 소극적인 역할과 확연하게 구

분하고 있지 않다.

즉 복지기술의 역할을 주로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일상생

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극적인 급여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으

로 복지기술의 적극적인 역할, 즉 복지기술의 적용을 통해 해당 소비자가 

사회의 생산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되

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복지기술의 도입과 확산

에 커다란 회의를 느끼고 결과적으로 복지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북구에서 제시되

는 적극적인 복지기술의 역할을 제시하겠다.8)

8) Soendergaard, Dennis (2014). Future Challenges and the Role of Welfare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lfare Technology(2014.11.18. 
Koreana Hotel), KIHASA, STEPI, N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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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endergaard(2014)에 따르면 복지기술의 역할에는 다음 4가지가 

있다고 한다.

① 경제적 역할(전국적, 국부적)

② 혁신의 역할(공공서비스의 혁신)

③ 개인 삶의 질 관련 역할

④ 작업 환경 관련 역할

③의 역할은 취약계층을 주로 염두에 두는 전통적인 소극적 의미의 보

건복지의 방향이고 ①, ②, ④는 적극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보건복지의 방

향이라 볼 수 있다.

경제적 역할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

고, 지방자치단체에 가해지는 직접적 재정적 압력을 완화하며, 동일한 질

의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다.

혁신적 역할로 공공서비스를 최신수준에 맞추어 새롭게 하고, 공공서

비스 영역에서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정치적 신호가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개인 삶의 질 관련 역할에서는 체감되는 공공서비스의 향상된 질, 독립

성과 자유의 증진을 통한 역량향상 그리고 상실된 능력의 복구 등이 언급

되고 있다.

작업환경관련 역할로는 감소된 상해, 감소된 작업의 노고, 만족과 자존

심의 향상, 단조로운 작업의 감소 등이 언급되고 있다.



28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제2절 복지재정의 현실과 복지기술의 비용효과성9)

복지기술을 보는 중요한 관점의 하나는 복지재정의 관점이다. 복지정책

을 수행함에 있어 근본적인 당면 문제 중의 하나는 복지 요구가 환경변화

에 따라 다양해지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 요구가 양적 질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무한정 증가할 수 없다는 점

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의한 새로운 수단매체를 복지에 도입함에 있어

서도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새로운 수단매체 도입에 

있어 비용과 효과의 비교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이 비용 및 효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정책의 태도변화와 복지재정 및 경제성 

평가의 관계

과학기술은 복지가 추구하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수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복지의 목적에 봉사하기 위

하여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하게 하고, 이전에 하던 일을 더 효과

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적 과학기술에 한 정부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첫 단계에서는 어떤 특별한 과학기술

이 삶의 질 향상 등의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믿고 확산의 장애물을 제거하

고 적극적으로 확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는 기술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에 관심을 갖고 생산비용 등 효율성과 관

9) 다음 연구의 일부분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유근춘 (2014). 미래 복지·기술 융합을 보는 
세 가지 관점, 보건복지포럼 3월호, 5-15.

10) 양봉민, 보건경제학, 개정2판, 서울: 나남출판, 2006, p. 4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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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사항들에 개입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두 단계는 과학기술이 편익을 

주리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편익에 한 실질적 판단은 공급자와 소비

자에게 위임한 상태이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정부가 과학기술의 

편익에 하여 실제로 조사하는 단계이다. 편익이 적거나 없는 경우 이에 

한 지출과 사용을 중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정부는 

비용문제에 관여하게 된다. 이전의 편익여부를 따지는 차원에서 비용 비 

편익이 얼마나 큰가를 따지는 차원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이다.

복지의 현 단계는 재정적 제약이 최우선의 제약조건 중 하나로 작용하

고 있는 단계라 말 할 수 있다. 즉 복지 요구가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해지

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 요구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무한정 증가할 수 없다는 점이 정책을 고려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재정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을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하는 미래 복지‧기술 융합은 

상기한 정부개입의 네 번째 단계인 비용 비 편익을 따지는 단계의 고려

를 해야 한다. 이제는 과학기술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정

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전의 수단보다 비용 비 효과 면에

서 우수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 비 편익을 따져볼 수 있게 하는 평가의 방법이 경제성 평

가이다. 경제성 평가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복지가 

목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질 증진이라는 결과(outcome)를 얻기 위하여 

복지서비스라는 산출(output)을 제공한다. 이러한 복지서비스라는 산출

을 얻기 위해서는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의 투입의 한 요

소가 지식으로서의 과학기술이 된다. 과학기술을 포함한 자원투입의 결

과로 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비하여 복지서비스로 인한 삶의 질의 변화

로서의 결과가 응한다. 삶의 질의 변화인 결과는 측정이 어렵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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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정을 자연단위로 하였는가, 혹은 효용을 고려하였는가, 혹은 화폐가

지로 환산하였는가에 따라 각각 효과, 효용, 편익이라 부른다. 새로운 과

학기술을 도입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 새로

운 과학기술의 도입에 따른 추가적 비용과 추가적 삶의 질 향상이 결과 

된다. 이 때 복지재정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현 정책의 단계에서는 새

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이라는 안이 다른 안보다 비용 당 결과(효과, 

효용, 편익)가 커서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복지서비스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구성요소

자원투입 결과(삶의 질 증진)

복지 서비스

비용(C) 효과(E) 효용(U) 편익(B)

- 직접비용
- 간접비용
- 무형의 비용

자연단위로 측
정된 삶의 질 
증진 효과

특정 삶의 질 
상태에 한 
효용을 고려한 
삶의 질 증진 
효과

화폐가치로 환
산된 삶의 질 
증진 효과
-직접편익
-간접편익
-무형의 편익

자료: 양봉민, 보건경제학, 개정2판, 서울: 나남출판, 2006, p. 409의 그림을 본고의 내용에 맞게 수
정하였음.

이러한 효율성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가져올 수 있는 복지서비스 외의 안에 해서도 

따져 볼 수 있다. 즉 상황에 따라서는 공공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보다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개인들의 삶의 질

을 더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효율성을 요구하는 현재의 복지재정의 상태 하에서는 과학기술의 비용

과 결과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선택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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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도입이 그 복지서비스의 비용을 낮추고 효과를 높인다면 그 

과학기술은 정책적으로 채택이 될 것이다. 반 로 비용을 높이고 효과가 

낮다면 그 과학기술은 정책적으로 기각될 것이다. 나머지의 경우로 비용

은 높지만 효과도 높은 경우와 비용은 낮지만 효과도 낮은 경우에는 구체

적으로 안들 간에 경제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택여부가 결정

되어야 한다.

〈표 2-1〉 경제성평가와 과학기술의 채택결정

분류
결과(outcome)

높음 낮음

비용(cost)
높음 경제성평가 필요 기각

낮음 채택 경제성평가 필요

2. 과학기술의 특성과 복지비용의 관계

과학기술이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복지의 수단으로 사용

될 수 있고, 복지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어 그 과학기술이 비용과 결과의 

관계에 있어 효율적일 것을 요구하는 현 단계에서는 과학기술의 특성이 

이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순수한 민간영역에서의 과학기술의 진보는 효율적인 것이 당연한 것으

로 여겨지나, 공공영역인 복지나 건강보험에서의 과학기술 적용은 오히

려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의 예를 들면 특히 재

원은 공공에서 조달되고 공급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에 의해 주도되

는 경우 민간의 공급자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효율성 보다는 고급고

가의 과학기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투자의 경향은 생산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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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 이어지고 국민의료비를 연쇄적으로 증가시키는 경향을 발생시켜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수준과 복지비용의 관계는 의료기술의 경우를 원

용하여 복지에 일반화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11)

첫 번째 수준은 ‘하급기술’의 수준이다. 이는 의료기술의 경우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법에 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 좁은 의

미의 복지까지를 포함하여 복지기술로 일반화하면 삶의 질을 증진시키려

는 복지개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복지현상에서 삶의 질을 증진시

키는 인과관계에 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개입은 주로 보조적이거나 초보적인 형태를 띠게 되어 개입에 따른 

비용도 작다. 의료기술의 예를 들면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질환의 경우 

지식이 제한되어 의료기술도 하급기술이 되고 치료도 제한적이라 비용도 

작게 된다.

두 번째 수준은 ‘중급기술’의 수준이다. 의료기술의 경우에는 질병의 

근원적인 구조가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나 치료에서는 상당히 적

극적인 형태를 띠는 단계이다. 이를 좁은 의미의 복지까지를 포함하는 일

반적인 복지기술의 경우로 일반화 하면 삶의 질을 증진시키려는 복지개

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복지현상에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인과

관계에 한 근원적인 구조가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적 개

입에 적극적인 형태를 띠는 단계라 말할 수 있겠다. 이는 의료의 경우 암

질환이나 심장질환에 한 현재의 수준이라 말할 수 있겠다. 복지의 경우

에도 문제가 심각하여 어떻게든 개입을 하긴 하는데 그 문제해결을 위한 

11) Thomas, L., The Lives of a Cell, New York: Bantam Books, 1975. 양봉민
(2006, p. 386)에서 재인용. 의료기술의 경우를 좁은 의미의 복지를 포함하는 경우로 
일반화 시켜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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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에 한 지식이 부족한 많은 경우의 개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

겠다. 이러한 보건과 복지에 있어서의 중급기술에 해당하는 개입은 큰 비

용을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의 수준은 ‘고급기술’의 수준이다.12) 의료의 경우에는 해당질병에 

한 원인 및 치료법이 완전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이다. 복지의 경우로 

일반화하면 복지현상에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인과관계에 한 근원적

인 구조가 거의 완전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이다. 의료기술의 경우 중급기

술은 주로 수술의 형태를 띠지만 고급기술은 백신이나 약의 형태를 띤다. 

이 경우 수술보다 백신이나 약의 비용이 일반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중

급기술에서 고급기술로의 변화는 비용의 감소를 수반한다. 복지의 경우

를 예로 들면 치매 노인의 정서적 반응을 활성화 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상정해 보자. 이에 하여 컴퓨

터로 가상적 현실을 구현하여 정서적 반응을 활성화 하는 개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치매노인의 정서적 반응에 한 인과적 지식이 더 발

전하면 똑같은 효과를 강아지를 키우도록 하여 얻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후자가 더 고급기술이 되고, 비용도 작게 된다.

상기한 복지기술과 복지비용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2) 일반적인 ‘고차원 기술’과는 구분되는 의미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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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복지기술 수준과 복지비용의 관계

복
지
비
 지

출

기술수준

하급 중급 고급

자료: 양봉민, 보건경제학, 개정2판, 서울: 나남출판, 2006, p. 308의 그림을 본고의 내용에 맞게 수
정하였음.

따라서 복지기술의 경우 복지개입을 통해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과관계에 한 지식이 완전한 고급기술일수록 복지비용을 낮추는 경향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복지에 도입하는 경우 개입의 

목적인 삶의 질 향상이 발생하는 인과관계에 한 지식의 비용과 관련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높이는 노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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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바람직한 미래의 복지정책방향과 양립하는 적정한 
복지기술13)

현재 복지정책의 방향에 한 반성을 토 로 미래의 복지정책의 방향

을 설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이 어떠한 형태를 띨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이 미래의 방향설정을 위해 중요하다. 

1. 현재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반성과 미래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구상14)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위의 기준으로 행위가 인간과 세계

에 긍정적 영향(positive impact)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이는 모든 행위가 지구라는 전체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하여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당연한 관찰을 토 로 할 때 

수긍될 수 있는 전제이다. 이러한 넓은 시각에서 복지정책을 보면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복지정책의 목적만을 보고 쉽게 긍정하기 보다는 그 

영향을 심사숙고하여 가능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갖도록 복지정책을 구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해서는 여

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 영향의 두 가지 요소를 ‘지속가능

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삶의 질 향상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복지정책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 일단 긍정

13) 다음 연구의 일부분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유근춘 (2014). 미래 복지·기술 융합을 보
는 세 가지 관점, 보건복지포럼 3월호, 5-15.

14) 다음의 글을 기반으로 하여 집필함. 유근춘, 미래의 사회복지에 한 새로운 발상, 보건
사회연구 30(1), 2010, p. 306-310.



36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적 영향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속가능성은 어떠한 목적을 위

한 행위가 지속가능한 조건을 의미하는 수단적 의미가 있으므로 복지정

책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해 살펴보겠다.

복지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에는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재정적 지속가능성으로서 

각각 생태학적으로 의미 있을 것, 사회적으로 화합적일 것, 그리고 재정

적으로 유지 가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이들에 의한 자원사용의 극적인 증가를 고려할 때 생태

학적 문제가 실질적으로 인류의 생존근거를 위협할 수 있는 원인이 됨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태학적 지속가능성

을 정의하면 어떤 시스템에 근거한 자원사용방식에 의해 모든 인간이 자

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연적인 생존기반이 파괴되지 않는 경우 그 시

스템은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을 다른 두 가지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복

지정책에 적용을 시키면 현재의 복지정책에 한 반성과 미래의 방향에 

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에 한 커다란 두 방향은 고부담 고복지를 지향

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좌파의 방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여 저부담 저복지를 강조하는 우파의 방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복지정책을 둘러싼 좌우의 립은 그 자체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

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우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부담 고복지라 해서 

반드시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스웨덴이나 

독일 같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반 로 좌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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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저복지가 반드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

니라 전성기의 미국이나 일본 같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보면 좌우의 시각을 뛰어넘어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상위 차원이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복지라 할 수 있는 경우의 

조건을 생각해 보자. 성공적인 복지는 고부담 고복지와 저부담 저복지처

럼 복지지출 수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하

는 경우라 생각된다.

첫째로, 고부담 고복지 이든, 저부담 저복지 이든 어떤 특정 수준의 복지지

출에 해 한 사회가 정치과정을 표로 하는 공적인 영역에서 합의를 하고,

둘째로, 그 복지지출수준이 그 사회에서 용인하는 수준에서 사회문제

의 해결을 가져오며(사회적 지속가능성),

셋째로, 그 복지지출이 최소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나아가

서 경제와 선순환의 관계를 가질 때(재정적 지속가능성) 그 복지체제를 

성공적인 복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야 한다. 즉 현실적으로 어떤 사

회는 위와 같은 합의에 성공하여 성공적인 복지를 실현시키는 반면, 어떤 

사회는 이러한 합의에 실패하여 성공적인 복지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차이가 무엇에 의하여 발생하는지를 아는 것이 미래 성공적인 

복지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된다. 그 답은 여러 가지로 

시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Samuelson의 행복방정식에 근

거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15) 그에 의하면 행복은 고 의 공식

(ancient formula)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나타내 진다.

15) Samuelson, Paul A., Economics, 8th ed., New York: McGraw-Hill, 1970, p.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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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happiness) = 
물질적 소비(material consumption)

욕망(desire)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인류는 행복의 증진을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했다. 하나의 방향은 분모인 욕망을 낮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방향은 분자인 물질적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상기한 좌파와 우파의 

복지정책을 보면 후자와 같이 물질적 소비를 증가시켜서 행복에 해당하

는 삶의 질을 증가시키려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16) 그러나 이 

방향은 처음에는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다른 요인의 개입으로 실

패를 겪게 된다. 즉 이 방향이 성공하려면 묵시적으로 욕망이 일정하거나 

물질적 소비의 증가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문

제는 이러한 묵시적 전제와 반 로 물질적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기반

으로서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도구로서 개인의 욕망을 부추기는 방식

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복지와 경제의 조직 원리는 

좌우파의 복지정책이 실패를 하는 경우에 우세하게 작용을 한다. 그렇다

고 해서 전자의 욕망을 낮추는 방향이 일반적인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

각된다. 즉 과거의 동양이 근 에 있어 서구에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뒤진 점은 나름 로의 묵시적 가정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욕망

을 낮추어 행복이 증가하려면 묵시적으로 물질적 소비가 일정하거나 욕

망의 감소속도보다는 늦게 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동양은 욕망

을 낮추는 데만 관심을 쏟다 보니 물질적 소비의 기반을 너무 무시한 방

16) 좌파는 복지급여의 확 를 통해 물질적 소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우파는 복지급여의 
축소는 사적 경제를 활성화 하여 궁극적으로 물질적 소비가 늘어난다고 생각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지만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공통의 물질적 소비의 증가를 상정하는 점에
선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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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흘러 전체적인 행복의 감소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현재의 스웨덴과 같이 성공적인 복지가 존재한다. 

이들은 상황이 변하여 복지지출에 변동을 주어야 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성공적인 복지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

하여 다시 성공적인 복지를 창조해 낸다. 이러한 능력은 상기한 행복방정

식에서 분모인 물질적 소비만 보거나 혹은 욕망만을 보는 편협한 시각에

서는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는 상황에 따라 물질적 소비와 욕망의 

관계를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는 능력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개인

적으로 보면 인격의 중심이 잡혀 욕망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

서 물질적 소비와 욕망의 관계를 여건에 맞게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고, 사회적으로 보면 공적영역에서 이러한 성숙한 시민이 양성되

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이다. 이러한 개인과 사회

를 요구하는 현실적 압력이 현재에는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미래의 복지정책에 관한 타협이 가능하려면 

좌(사회적 지속가능성)와 우(재정적 지속가능성)를 뛰어 넘는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물질적 소비와 욕망의 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미래 복지정책의 방향과 적정기술

상기한 측면에서 복지정책의 수단인 과학기술을 본다면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이라는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

다. 적정기술에 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의들

을 참고할 수 있다.

“과학기술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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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순서가 있다.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잠

시 내려놓고 사회적 갈등의 당사자인 ‘사람의 필요와 이야기’에 맞춤으로 

연결되는 기술을 우리는 통상 적정기술이라고 부른다.”17)

“적정기술은 말 그 로 적절한 기술이다. 제3세계의 지역적 조건에 맞

는 기술로, 자원, 에너지 절약형의 친환경 기술을 칭하였던 것이, 이제는 

이 시 에 적합한 제품을 만드는 매우 ‘적절한 기술’로 발전되고 있다.”18)

“적정기술이란, 고액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에너지 사용이 적으면서 

누구나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현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소규모의 인원만으로도 제품생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적정기술의 핵심이다. 또한 이점이 하루하루를 생존의 갈림길에서 치열

하게 살아가는 최빈국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게 하는 부분이다.”19)

이들 정의의 공통적인 측면을 보면 과거에는 제3세계의 열악한 조건을 

감안한 자원, 에너지 절약형의 친환경 과학기술을 지칭하던 것이, 이제는 

적용되는 당사자들의 여건과 필요에 맞추는 과학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 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의에 맞는 적정기술을 찾

으려면 먼저 현 의 공통적인 여건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는 위에서 언급한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이다. 현 에서는 그 기술

을 모든 인류가 사용해도 그 자원사용방식이 자연적인 생존기반을 파괴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만 하는 

단계에 이르 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공통의 여건 하에서 각 사회의 당사

자들이 요구하는 바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 그 기술을 적정기술이라 할 수 

있겠다.

17) 김정태, 과학기술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bbs1.agora.medea.daum.net 
18) EBS <하나뿐인 지구>, 자립하는 삶을 만드는 친환경 적정기술, 2013.9.6.
19) 특허청 블로그, 아이디어로 여는 세상, blog.daum.net/kipoworld/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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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건과 인간중심의 시각에서 기술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인과관계의 구조에 한 완전한 지식에 근거한 복지정

책 관련 고급기술 중에서도 최첨단의 기술보다는 적정기술이 선택되어야 

할 당위성이 도출된다. 그 이유는20) 최첨단 기술의 경우 첫째로 현 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 식량위기, 금융위기, 에너지 위기, 자연재해 등의 

규모 위기에 취약하고, 둘째로 해당 사회의 여건과 맞지 않아 지속가능성

이 없을 확률이 높으며, 셋째로 사용자의 역량개발을 통한 자유의 확 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력에 문제가 있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

자.21) 청력의 문제는 개인의 활동반경과 인관계를 제약하는 중 한 장

애이다. 보청기의 경우 시장가격은 약 200만원인데 정부의 지원은 34만

원이다. 보청기가 비싼 이유는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작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어폰과 같이 누구나 사용한 보청기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정부지원금 34만원에 맞춘 ‘딜라이트’ 보청기는 적정기술의 예

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자원사용이 많지 않아 위기에 강하고, 지속가능성

이 있으며, 경제력이 약한 취약계층도 사용할 수 있어 청력문제가 있는 

개인들의 역량증 을 통한 자유의 확 를 가져온다. 

20) 김정태, 과학기술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bbs1.agora.medea.daum.net 
21) 김정태, 과학기술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bbs1.agora.mede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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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복지기술과 경제의 관계

북구 특히 덴마크에서 복지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가져온 원인은 2008

년 전 세계적으로 경험한 경기침체이다. 이전에는 개인에 한 권한부여, 

자립, 독립, 존엄 그리고 복지인력에 한 근무조건 개선 등이 강조되었

으나,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복지기술의 경제적 측면이 새로운 초점으로 

등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 북구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강조되고 있다(Soendergaard, 2014).

첫째로 강조할 점은 복지에 있어 기술이 강조되는 이유는 효율성 상승

으로 인한 비용절감이 공공복지서비스 공급의 질을 낮추지 않는다는 점

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복지기술의 선택이 필수적이다. 즉 이는 향

상된 삶의 질과 더 좋은 서비스를 개인과 복지인력에게 제공하면서 동시

에 자원의 절약도 달성할 수 있는 복지기술의 선택을 필요로 한다.

둘째로 복지기술이 경제에 기여하려면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공공급여에 편입되는 것이 시장의 규모를 확보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을 고려해 비용효과성이 강

조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공동의 시장을 창출하는 노력을 통해 시장

의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북구의 경우는 비슷한 복지모델, 

언어 등을 배경으로 북구 내에서의 국제공동시장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의 동일 유교문화

권에 속하는 국가들의 고령화는 막 한 시장규모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겠

다. 단 이는 관련 복지기술이 가격과 질의 측면에서 해당 국가들 보다 경

쟁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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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이론적 논의의 시사점

복지의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복지의 목적에 과학기술

이라는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즉 과학기술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복지의 목적에 봉사하기 위하여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하게 하

고, 이전에 하던 일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가능성에 하여 소홀했던 점을 생

각하면 과학기술과 복지의 융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가능성은 풍부하

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순수한 민간영역에서의 과학기술의 진보는 효율적인 것이 당연

한 것으로 여겨지나, 공공영역인 복지나 건강보험에서의 과학기술 적용

은 오히려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복지재정과 관련

된 현재의 상황은 과학기술과 복지의 융합에 있어 특정한 방향성을 시사

하고 있다. 즉 복지 요구가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소득이 증가함

에 따라 복지 요구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하

는 예산은 무한정 증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의한 새

로운 수단매체를 복지에 도입함에 있어서도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는 결국 새로운 수단매체 도입에 있어 비용과 효과의 크기를 비

교하는 경제성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우리나라의 복지기술은 경

제적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복지기술이 비용효과성이 높은 고급기

술어야 한다는 것을 역시 의미한다.

그리고 현재의 복지정책의 반성과 이에 기반한 미래 복지정책의 방향

을 고려할 때 사회적 지속성을 강조하여 복지의 확 를 요구하는 좌파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여 복지의 축소를 요구하는 우파의 편협성을 

뛰어넘어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복지정책의 방향이 요구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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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 압력이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이며,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물질적 소비와 욕망의 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관점이 형성될 때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복지정책에 관한 타협

이 가능하다. 이러한 미래의 복지정책 방향과 맞는 과학기술은 여건과 인

간의 필요에 중심을 두는 적정기술이라고 생각된다.

새로이 두되는 관점으로서 복지기술의 경제적 역할이다. 공공부문에

서 복지기술이 경제적 역할을 하려면 비용효과성이 높아야 하고 또한 충

분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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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북구선진국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현황과 전망비교

1. 북구선진국의 경험

북구선진국의 경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복지환경의 도전과 이에 

한 복지기술적 응의 필요성에 해 언급하고 있다.22)

복지환경의 도전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① 양과 질 양면에서 증가하는 복지에 한 수요

    - 고령인구의 증가

    - 간호와 돌봄 필요증가, 미래고령인구(더 높은 삶의 질과 서비스 

질 요구, 자신의 집에 머무르기 원함)

② 복지공급을 위한 자원의 제한

    -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증가하는 고령인구 돌볼 인력의 부족)

    - 경제의 저성장 기조

이러한 상황에 하여 북구 복지국가들은 자신들이 역사 속에서 이룩

한 복지국가(welfare state)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이루는 상황판단을 다음 그림은 나타내고 있다

22) Nordic Centre for Welfare and Social Issues (2010). Focus on Welfare 
Technology.

복지수요의 도출과
복지기술의 적용 현황 및 전망 (1): 

문헌분석

<<3



48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Soendergaard, 2014). 그림은 상기한 내용과 같이 아래 오른 쪽의 인

구구조 변화 등 미래 환경변화가 맨 위의 기 수준의 상승과 아래 왼쪽의 

재원한계와 맞물려 가운데의 북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가져

왔다는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1〕 북구선진국에서의 복지환경 변화와 복지국가의 위기

북구국가들은 이러한 환경의 도전에 국가적인 전략적 응을 하지 않

는 경우 복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고, 실천이 표적화 되지 않으면 복지공급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불확실

해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만일 주요 공공 담당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다른 관련자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돌봄과 복지

기술을 구입할 구매력이 있는 계층은 이러한 해법을 구입하여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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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지만, 공공복지는 곤란한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한 북구국가들의 응방향이 복지에 한 복지기

술의 적용이다. 북구국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더 나은 안을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북구국가들의 이러한 인식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건강(간호)과 돌봄의 필요가 증가하는 반면, 

이를 담당할 노동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복지기술의 도입과 혁신은 복

지국가의 성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즉 기술을 통한 노동력의 체로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로 인한 복지분야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복지기술은 개인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비용효과성

에 주의한다면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도 복지기술이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복지기술은 경제적으로 새로운 주요 산업의 가능성을 가진다. 이러

한 모든 점을 고려하면 복지기술은 개인, 사회 그리고 기업 사이에 윈-윈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우리나라의 현황 및 전망과의 비교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상기한 북구국가의 주요한 복

지환경 변화의 원인이었다. 다음에 보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현황과 

전망도 북구의 선진국과 똑같이 고령화로 인한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복지서비스 인력의 감소라는 문제를 

가져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기한 북구선진국의 문제인식과 복지기술

에 한 인식이 일단 우리나라에도 그 로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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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85세 이상의 초고령인구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는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의미한다. 또

한, 현재 고령인구 부분은 병원 및 요양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며, 국가보건 및 복지서비스가 이러한 고령인구 증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장 및 암 등의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보건 성과는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 수명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불건강수명(ill health expectancy: 수명 중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보건서비스의 불평등도 중요한 문제로 두된다.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고령친화산업의 수요를 확 시킬 전망이

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1960년 73만명(2.9%)에

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545만명(11%)에 도달하였고, 2030년 

1,269만명(24.3%), 2060년 1,762만명(40.1%)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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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1960-2060)

*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37만명(0.7%)에서 2060년 448만명

(10.2%)로 10배 이상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5.4%가 될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3-3〕 총인구 대비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구성비, 2010-2060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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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변화는 인구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인구의 수적인 측면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저출산의 경향이 심각한 실정이

다. 출산율이 낮은 여러 국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극복하고자 정책

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3년 현재 1.19명이다. 합계 출산율은 가

임여성 1인당 출산아 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가 출산율

에 있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4〕 우리나라 출생아수 추이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잠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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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우리나라와 OECD 국가 합계 출산율 추이 비교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문가 회의, 정혜주 발표자료에서 발췌

우리나라는 1960년  높은 출산율이 국가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판단 

아래 출산억제의 목적으로 인구정책을 처음 실시하여 1995년도까지 지

속 되었다. 이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OECD 평균에 근접하

게 되었다.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 고령인구 증가, 의학

기술에 따른 수명의 연장 등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국가 차원에서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노동인력의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할 것이 예상

되면서 1996년부터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의 자질과 복지 

향상을 강조하는 인구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급격하게 저하되었고 2002년 출산율이 1.17명을 기록함에 따

라 보다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후 여러 출산장려정

책을 통하여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54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년도 1970 1980 1990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합계출산율 4.53 2.83 1.60 1.47 1.08 1.19 1.15 1.23 1.24

〈표 3-1〉 합계출산율 추이: 1980 ~ 2011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저출산 경향의 심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발생한다. 감소율

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세계 6위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3-6〕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감소율 

자료: 통계청, 2012b, 생산가능인구의 변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미래세

에게 현세 에 발생된 비용을 전가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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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복지기술의 분류기준과 범주

보건복지요구와 과학기술의 매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류기준과 범

주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Hofmann(2013)에 근거하여 그림

3-7 그리고 표 3-2과 같이 통신 지원, 보조 기술, 일상생활 지원, 질병 모

니터링, 원격진료, 재활 기술, 오락, 사회적․ 감정적 지원 등 목적과 기능

으로 복지기술을 분류하고자 한다. 

〔그림 3-7〕 보건복지요구와 복지기술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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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목적과 기능에 따른 복지기술 분류

기술/목적 예/기능

통신 지원

- 실시간 시청각 접촉을 위한 기술
- 고령자에 한 육체활동 모니터링(PAMP)
- 절도 보호: 접근을 허용받은 모든 사람에 한 ID 카드
- 번역 서비스
- 사회적 그룹(시청각 기술, 원격현실)
- 환자 정보(웹-기초, 상호적인)

보조 기술

- 안전 시스템(열, 빛 잠긴 문에 한 경보기); 안전 경보기; 쓰러짐 감지기
- 경보 시스템(소리, 빛, 진동)
- 이동 기술, 진보된 바퀴달린 보행기,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 감각기관의 문제를 보조할 수 있는 기술: 시각 보조, 청각 보조
- 활동을 피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 수단들: 손잡이, 스위치, 

신호, 표시, 형태와 디자인
- 먹고 마시는 것을 돕는 것
- 지능적 인공기관
- 방향과 운항 도움, GPS(소리, 빛, 이동 등에 기반)
- 물건과 사람에 한 추적 시스템
- 행동 또는 이동을 지도 및 접근 제한(e.g. 치매가 있는 사람들에 한)
- 인지적 훈련과 도움

일상생활 지원

- 집안일(음식 만들기, 진공 청소, 정돈하기)
- 약 치료를 보조하는 것, 자동 약 지급기
- 개인의 위생, 자동세탁
- 영양, 음식 자동장치
- 운동
- 쇼핑, 주문, 상품 수집과 같은 일상적인 일을 돕는 것

질병 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 질병 변화에 한모니터링, 가정에 조정시킨 치료와 돌봄, 전달, 평가, 
모니터링(생체신호 및 알람)

- 검진, 약 치료, 후속 조치
- 로봇 기술
- 정신 치료, 정보통신기술(가상현실, 원격현실)에 의한 심리 서비스

재활 기술
- 운동 지도(교육과 수행)
- 이동과 이동성 구동(뇌졸중 후에 걸을 수 있는 능력의 전자기계적 훈련)

오락 - 여가와 즐거움

사회적․ 감정적 
지원

- 동반자(로봇 동물, 도우미, 화 파트너)
- 자극
- 오락

자료: Hofmann(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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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복지수요에 대한 과학기술의 적용사례

1. 목적과 기능에 따른 복지기술 적용사례

가. 통신 지원

∙ 노인들을 위해 제작된 사용자 친화적인(User-friendly) 이동전화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다양한 최첨단 기능들은 탑재하고 있으나 

노인이 사용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워 사용이 쉽지 않고 비용도 비싸다. 특

히 화면과 버튼이 잘 보이지 않아 거의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Doro 

mobile에서 SIAT와 함께 개발한 노인을 위한 이동전화는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을 제거하고 큰 화면과 큰 버튼으로 설계되

어 있으며, 미리 저장한 다섯명과 연결될 수 있는 알람버튼이 탑재되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노인들을 위해 설계되고 모든 사용자들이 사용

하기 쉽고 매력적인 새로운 휴 폰을 개발하는 데 있다. 상 집단은 휴

폰 기술가 이용 경험에 몇 가지 유사성을 가진 활동적인 노인들로 구성

된다. 제품 개발은 사용자 중심의 제품 개발을 하는 데의 경험과 기술이 

있는 어거노미 디자인(Ergonomidesign)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된다. 어

거노미 디자인은 사용자 참여 방법과 실행을 맡았다. 2009년 6월, Doro

는 시장에 Doro PhoneEasy 410gsm라는 신제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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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비스(Support services)

이 서비스는 ICT 기반으로 제공되며, 비디오를 통한 의사소통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작동한다. 노인이 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외부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적인 의료인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SIAT가 운영하는 “노인을 위한 기술 프로그램

(The technology for elderly program)”의 지원으로 인구가 적은 여러 

지역에서 테스트되었다.

〔그림 3-8〕 사용친화적 이동전화와 지원서비스

<User-friendly mobile phone> <Support services>

∙ Duocom 2 

Gewa는 인식지원기능이 있는 전화기(a hall phone)를 개발했다. 판

매기관과 사용자 그룹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조기업은 노인과 인

식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전화기를 개발했다. 특히 그림으로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노인과 인식장애 사람들에게 중요한데 무선기

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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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맞춤 비디오 폰23) 

Omnitor에서 만든 Allan eC 제품을 이용해 노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용 소프트웨어로 수정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간소화하고 그림으로 안내책자를 구성했다. 이 수정작업은 운영

되는 컴퓨터의 시각적 특징 배경을 그 로 가져온 것으로 사용자의 시각

능력에 맞춘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커뮤니케이션 소프트폰 Allan eC은 청각 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이 수

화와 문자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널리 쓰여졌다. 이 수정된 버전은 좀 더 

다양한 사용자 그룹이 음성, 문자, 비디오를 이용해 편리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되었다. 

∙ Functional testing of mobile phones24) 휴대폰의 기능성 시험

스웨덴 국가연금수급자 조직인 PRO는 스웨덴 보조기술연구소와 협력

하여 5가지 휴 폰의 기능성 시험을 진행했다. 65세 이상 노인 18명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휴 폰을 시험하고 각 휴 폰 관련 양식에 시험내용

을 기재했다. 

23) 재정지원: 650 000 SEK (part 1) + 450 000 SEK (part 2). 
(웹사이트 http://www.omnitor.se)

24) Download the report with results from: 
http://www.hi.se/sv-se/Arbetsomraden/Projekt/Teknik-for-aldre/Informatio.
재정지원: 223 500 SEK 
(http://www.pro.se/Darfor-PRO/PRO-the-Swedish-National-Pensioners-Orga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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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인 맞춤 휴대폰 인터페이스

이 프로젝트는 노인들의 휴 폰 유용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오

늘날의 휴 폰은 노인을 도와주는 잠재성이 있는 독특한 플랫폼인데 예

를 들면 가족과 친구들과의 연락을 유지하거나 어느 곳에 있어도 누구와

도 통화를 할 수 있어 더 안전한 기분을 들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휴 폰 

사용 방법을 배우는 것이 복잡해서 이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필요, 역량 

혹은 장애에 상관없이 일반 휴 폰 사용을 쉽게 사용해 노인과 IT간의 간

격을 좁히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중잡지와 과학출판물을 통해 국가노

인단체 (The National Organization of Senior Citizens, PRO)와 국가

노인교육센터의 도움으로 프로젝트를 알리는 일을 계획했다. 

∙ 노인을 위한 ICT25) 

우메로 학교 (Umea University)에서 실시하는 공동 프로젝트는 노

인 인터넷 초보자들 간에 디지털 커뮤니티 통합을 위한 방법론과 체계 개

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커뮤니티 통합에 기여하

는 ICT 지원 시스템을 통해 노인 인터넷 초보자들이 커뮤니티 참여를 늘

리기 위함이다. 노인 인터넷 초보자 7명은 스웨덴 북부에 있는 양로원에

서 인터넷 카페 환경에서 있었던 8번에 회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개발 중인 ICT 지원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경험수준, 인터넷에 한 관

심과 필요에 따라 인터넷 기반 활동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

젝트 평가는 인터뷰, 목표 달성과 자체통보설문지(self-report ques-

tionnaires)로 이루어진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터넷 활동 참여로 나타

25) 재정지원: 300 000 S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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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영향지표는 물론 인터넷 활동에 있어서의 장벽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의 필요와 관심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 사

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ICT 지원 시스템의 향후 개발에 한 지침을 마

련했다.

나. 보조 기술

∙ 디지털 소셜 알람(Digital social alarms)

소셜 알람은 노인과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 담

당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웨덴의 지자체는 SIAT에 의해 운

영되는 정부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소셜 알람 시스템은 제품의 안전성

과 신뢰성을 충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 줌캠프(ZoomCamp)

줌캠프(ZoomCamp)는 전천후 전동휠체어로 사람들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개발되었다. 다음 버전에서는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형태로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 베스틱(Bestic)

베스틱(Bestic)은 팔 또는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식사보

조로봇으로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설계되었다. 로봇의 팔에 부착된 숟

가락은 조이스틱, 버튼 등 사용자에 의해 작동되며, 사용자 스스로 보다 

자유로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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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다인(Cyberdyne)

하이브리드형 의족(HAL: Hybrid Assistive Limb)은 뇌에서 근육으

로 전달되는 약한 신호를 피부에 부착된 센서로 감지하여 작동하는 로봇

으로 사용자의 이동을 돕는 로봇이다. 뇌졸중환자 등의 재활에 활용되고 

있다.

〔그림 3-9〕 디지털 소셜 알람, 줌 캠프, 베스틱 그리고 사이버다인

<Digital social alarms> <ZoomCamp>

<Bestic> <Cyberdyne Sweden>

자료: Innovation Norway (2012). Welfare technology in the Swedish market. Innovation 
Norway Stockho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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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카드 (Time Card)

Ramatek는 청력문제가 있는 노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음성 신호가 아닌 광신호기로 작동하는 디지털 시계를 말한다. 디지털 조

리시계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선 제품의 디자인과 포장이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제품의 목적은 청력손실이 있는 노인과 근력

이 줄어드는 사람들이 생활환경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원형 모델로 제작

하는 것이었다. 

∙ 동력보조 휠체어26) 

J & D Assisting Systems은 인력과 배터리를 결합한 엔진이 탑재된 

휠체어를 개발했다. 이 프로젝트는 관련 요구조건명세가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와 검증 외에 새로운 원형 모델 제작도 포함된다. 

∙ 광학보조 액세사리27)

Aakeson.form HB는 텔레비전 시청 등 침  생활만 하는 노인을 적

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제품에 관심을 두었다. See90 프로젝트는 위 아

래로 90도 각도로 시청이 가능한 안경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Grensebroen 회사와 협력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데 있다.

26) 재정지원: 300,000 SEK (웹사이트 http://www.assistingsystems.se)
27) 재정지원: 110 000 SEK (웹사이트 http://www.se90.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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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기억력지원 제품28)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의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을 돕는 지능형 게시판

과 다른 기억보조제품 개발에서의 예비연구와 컨셉구축을 실시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제품 개발은 산업디자인, 

기계학, 인적 인자와 전자공학과 병행해서 작업했고 항상 사용자를 염두

에 두고 사용자와 함께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결과는 사용자와 다른 이

해관계자의 평가와 새로운 테스트를 위해 기능성 모델 원형으로 개발되

었다.

∙ 배려하는 디자인- 의자29)

“배려하는 디자인 (Considerate Design)”은 스웨덴 산업디자인재단 

SVID와 협력하여 스웨덴 서부에 있는 베스트라 예탈란드(Vastra 

Gotaland) 지역에서 운영한다. 노인을 위한 기술 재원을 받는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노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의자에서 쉽게 일어

날 수 있게 하는 제품을 만든다. 이 프로젝트는 노인들이 앉았다 일어났

다 하는 데 불편해 하는 안락의자를 다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조심스럽

고 단순하며 기능적인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노인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에서는 더 많은 개념적인 해법들이 제공된다. 

28) 재정지원: 500 000 SEK (웹사이트 http://www.avalonenterprise.com)
29) 재정지원: 440 000 SEK (웹사이트 http://www.designmedomtank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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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e light-up cane30) 야광지팡이

겨울철 길가같이 어두운 곳을 걸을 때 유용한 야광 지팡이 수요가 있어 

Popab은 최신의 연구와 다이오드 기술을 사용해 야광 지팡이를 개발 및 

공급했다. 

∙ Television viewing as care31) 돌봄적 측면에서의 텔레비전

텔레비전 시청이 돌봄의 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을 목표

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2008년에 종료된 텔레비전 시청과 치매 프로젝

트 결과를 적용한 것이다. 말뫼(Malmo)에 있는 두 양로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함께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실험하고 평가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간적, 의사전달적 측면에서 치매 환자들과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치매전문가, 건축가전문가, 기술전문가, 물리치료 전문가가 

참여했다. 

∙ H.KOM™ System32)

2006년부터 2008년 동안 스웨덴 기업 Sensagon은 인지원조시스템

인 H.KOM™을 개발했다. H.KOM™은 기억장애가 있는 사람들, 특히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는 것을 잊거나, 외출할 때 창문을 닫거나 잠그는 

30) 재정지원: 100 000 SEK (www.popab.se)
31) 재정지원: 380 000 SEK (part 1) + 517 000 SEK (part 2) (The result from the 

first project, TV viewing and dementia, is presented in an article in the 
book at ”DEMENTIA, DESIGN AND TECHNOLOGY”, published by IOS Press 
2009, http://www.iospress.nl)

32) (웹사이트 www.sensag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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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

활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Sensagon는 많은 노인들이 쓸 수 있도록 H.KOM™을 개선하고 동시

에 시스템을 생산할 때 좀 더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능성을 증 시키

기 위해 스웨덴 정부에서 개발프로그램 기술을 승인받았다. 

승인된 기술과 응용 프로그램을 반영하기 위해 H.KOM ™은 현재 사

용자 인터뷰와 다른 개발과정에서 얻은 Sensagon 경험을 우선순위에 놓

았다. 그 결과로, 개발은 세 가지의 새로운 제공 단위에 초점을 맞추었고 

원격조종 시스템 기능을 추가했다. 개발과정은 내부 전문가 및 다양한 외

부 전문가와의 협의로 진행되었다. 

∙ 행동 프로그램

행동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의 돌봄에 관한 정보가 있는 교육 프로

그램으로 간병인이 전문가를 부르거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을 수 있는 

행동센터 지원한다. 간병인이 스웨덴에 있는 의료서비스 인력과 간병인

들로 구성된 온라인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 네트워크가 내장된 

비디오폰 컴퓨터를 활용하여 전문인력에게 조언을 받고 같은 상황에 놓

인 다른 돌보는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지원 네트워크를 제공

한다. 또한 행동 서비스 이용에 한 교육지원: 특수하게 만든 프로그램

에서 정보를 찾는 방법과 비디오폰, 이메일, 인터넷 사용법 소개한다.

∙ 개별적(personal) 응급 경보기

개인적 응급 경보기의 목적은 도움을 빠르고 쉽게 요청하는 것이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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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손으로 작동시키거나 간호사들이나 가족에게 연락을 주는 모니터

링 센터에 자동적으로 전송됨. 또한 경보기는 가족의 이동 단말기로 직접 

연락을 보낼 수도 있다.

고정된 경보기는 예를 들어 치매를 가진 사람이나 쓰러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 목이나 손목이나 주머니의 전송기를 통

해서, 집에서 개인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폭행이나 침입이 발생되

었을 때, 돌봄 센터의 모니터링 부서에 경보를 보낼 수 있다. 경보를 받았

을 때, 직원은 개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도움을 보낼 수 있다. 경보기는 또

한 수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만약 개인이 화장실에서 일정

한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거나 쓰러졌을 때 압력을 감지하는 패드나 바닥

에 의해서도 작동될 수 있다.

이동 단말 개별적 응급 경보기 시스템은 음성과 위치를 전송하기 위해

서 GPS와 이동단말 기술(GPM/GPRS)을 이용하는 내재된 추적기를 가

질 수 있다. 이것은 외부에 있는 개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으

며 정해진 지역에서 작동될 수 있다. 

이동 단말 경보기는 장치를 휴 한 개인이 밖으로 나갈 때 경보를 전달

함으로써 가벼운 증상의 치매환자를 돕고, 치매환자의 장기 실종을 예방

하여 가족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 치매가 있는 사람의 실종은 큰 의료 위

험이 될 수 있고 돌봄 직원, 경찰 등의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장에는 모든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들이 있으며, 개선될 해결책들이 항

상 시행되고 있다. 이용자 및 그들의 가족과 직원들은 환자들은 GPS 추

적기를 가진 개별적 응급 경보기를 통해 더 안전하게 밖으로 나가고 자신

의 집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기를 원하지만 윤리적․법적 문제로 GPS 추

적기를 북유럽 국가들에 한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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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단말기를 활용한 돌봄 시스템

직원들은 돌봄 파일과 약 리스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방문할 수 있는 스

케줄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은 발생한 사고를 관련된 전문가에게 보고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궤양이 생겼다면, 직원들은 이에 해서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에 해서 이동 단말기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궤양의 피

해를 평가하고 특정한 치료를 제안할 전문가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시스

템이 내장된 사진기를 사용할 수 있다.(자료: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Assistive Technology)

∙ 시각적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장애물 감지기(obstacle 

detection system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Jubril et al., 

2013)

전 세계적으로 시각적 손상이 있는 사람들은 2억 8,500만 명 이상이

며, 이들은 활동과 이동에 큰 제약을 받는다. 시각적 손상이 있는 사람들

은 이동 중에 주로 소리를 통해서 주위의 환경에 한 정보를 얻으며, 주

위의 상황을 물리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지팡이를 사용한

다. 그러나 이것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로 인해서 훈련 

받은 안내견이 이 분야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안내견은 

훈련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또한 그 가격이 비싸고 시각적 

손상이 가진 사람들이 안내견을 잘 돌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각적 손상이 가진 

사람들이 주위의 환경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을 수행해왔다. 이

것들은 표적으로 electronic trable aids(ETA) 또는 electronic mo-

bility aids(EMA)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레이저, 음파, 스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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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카메라 등의 기술을 이용한 것들이며, 소리나 촉감을 통해서 이용자에

게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표적인 장치로는 신발에 장착하여 주위의 환

경을 살필 수 있는 것이 있다(cf. End Device).

〔그림 3-10〕 장애물 탐지기

주: Jubril et al.(2013, p.202)에서 인용.

∙ 심각한 뇌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

(communication tool developed for people with severe 

with severe brain injuries)(Breidegard, 2013)

Minimeter이라고 불리는 이 기구는 심각한 뇌 손상이 있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기구이다. 이 기구는 머리나 팔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예-아니오”의 답을 이끌어내는 기구이다. 이러한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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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뇌 손상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의 

의지, 바람, 필요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Minimeter의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굴러가는 공(rolling ball)이다. 화면에 공이 있는데 이용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움직인다. 이것은 이용자의 매우 작은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으며, 공이 화면의 왼쪽으로 갈 경우 공이 점점 빨

갛게 되며 화면의 끝에 닿았을 때에는 “No!”라는 답이 스피커를 통해

서 나오게 된다. 반면 공이 화면의 오른쪽으로 갈 경우 공이 점점 파랗게 

되며 화면의 끝에 닿았을 때에는 “Yes!”라는 답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

오게 된다.

〔그림 3-11〕 심각한 뇌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

주: Breidegard(2013, p.38)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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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로봇 기술(information 

support robot for persons with dementia)(Inoue et al., 

2012)

전세계적으로 치매를 가진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6,5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치매를 가진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불충분할 것이기 때문에 보조 기술(assistive 

technology)이 치매를 가진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기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발전은 로봇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PaPeRo(Partner Personal Robot)라고 불리는 의사소통 로봇이 이 

분야에 표적인데, 이 로봇은 이용자와 의사소통하면서 이용자에게 정

보를 제공하고 행동을 유도하고 주의를 끌며, 상호역동적인 화를 통해

서 의사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은 치매를 가진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또한 그

들이 치매를 가진 사람들을 항상 돌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로

봇이 이 역할을 신한다는 것은 매우 큰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치매

를 가진 사람들에 한 로봇의 인지능력이 향상되고 로봇의 의사소통 기

능이 향상될 경우, 치매를 가진 사람들에 한 돌봄은 매우 상시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상시적으로 치매를 가진 사

람들과의 끊임없는 화를 하여 주위를 환기시키고 의식을 일깨워줄 수 

있다는 것은, 로봇이 가진 매우 큰 장점이다.(Inoue et al.,2012,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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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치매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로봇 기술

∙ 노인을 위한 돌봄 텔레비전(CareTV for the elderly)(van der 

Heide et al., 2012)

노인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인구가 경험하는 

외로움과 불안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

우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매

우 중요하며, 이것은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며 우울 등의 문제

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수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에 한 돌봄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노인을 위한 돌봄 텔레

비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비디오 연결을 통해서 노

인이 돌봄자, 가족, 친구들과 매우 쉽고 간편하게 화할 수 있는 화상

화 시스템이다. 물론, 이러한 화상 화는 이미 개발된 기술이지만, 이를 

노인인구의 돌봄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며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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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노인을 위한 돌봄 텔레비전

주: van der Heide et al.(2012, p.288)에서 인용.

다. 일상생활 지원

∙ 복약 알림 제품(Medicine reminder)

의사가 처방한 로 약을 제때 복용할 수 있도록 복약 알림 기능이 사전

에 입력된 장치로 적절한 약물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입원과 

추가적인 치료비용을 피하는데 도움을 준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간병

인을 위한 설정도 가능하다.

〔그림 3-14〕 복약 알림 제품<Medicine rem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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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to Bank33)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고지서를 납부하는 것

은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인터넷 은

행에 연결해주는 “Anoto 기술”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고지서 납부

를 하게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결과는 사용자 연구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 시스템 구성(아키텍쳐)을 기술한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다. 또

한 관련 아이디어 피드백을 위한 워크샵이나 발표회를 개최한다. 

∙ 자동화된 화장실과 개별적(personal) 샤워기

화장실의 비데는 세척과 드라이를 통합하였다. 또한 화장실은 다리가 

약한 이용자가 앉거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리프트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장점은 사람들의 화장실 이용에 한 독립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다. 개별적(personal) 샤워기는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샤워실로서, 작동

되면 머리를 제외한 모든 곳을 샤워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씻을 

수 있다. 이러한 제품은 모두 사람들의 독립성과 존엄을 크게 증가시킨

다. 이러한 화장실은 일본 등에서는 상당히 보편화 되었으나, 북유럽 국

가들에서는 아직 보편적이지 않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는 이러한 제품들

이 북유럽 국가들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 일상생활 지원 로봇

산업의 자동화 필요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이끌어진 로봇 기술의 발달

33) 재정지원: 200 000 SEK (https://www.santaanna.se/node/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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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인간과 비슷한 

로봇에 한 큰 잠재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로봇 진공청소기, 치매환자들

을 위한 파로 물개로봇, 음식을 먹는데 도움이 되는 팔 로봇과 같은 로봇

들도 존재한다. 이 해결책들은 그들이 수행할 수 있고 안전하게 체할 

수 있는 기능들과 관련되어 매우 비싸다.

이러한 로봇의 도움은 외골격의 여러 부분에 이루어지며, 이것은 바이

오센서를 이용해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기계와 진보된 통제 시스템을 통

해서 약한 팔의 힘을 증진시키거나 직원을 도울 수 있다. 이전에는 로봇

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다양한 생산품들에 로봇의 용어를 적용시키는 경

향이 현재 있다. 예를 들어, “다리미질 로봇”은 단순히 셔츠를 증기로 다

리미질하는 동체인데 이것은 셔츠를 다리는데 있어서 이상적이며, 직원

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복지기술의 예이다.

로봇 진공청소기는 장애물을 피하고 이동경로를 변경하여 모든 바닥을 

청소할 수 있게 하는 센서 기술을 이용하는 자체추진의 진공청소기이다. 

더욱 더 많은 소비자들이 가정용으로 로봇 진공청소기를 사고 있다. 몇 

개의 지방정부는 로봇 진공청소기가 기관들과 공공에서 지원을 받는 가

정돌봄이 이루어지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집에서 이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른 새롭고 진보된 제품과 같이, 로봇 진공청소기는 자주 “지능적

(intelligent)”이라고 불린다. 몇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 현재 지능적이라

고 불리는 제품들은 극히 단순하고 인간의 측면에서 “지능적”이지 않다. 그

러나 이러한 제품들은 적응적일 수 있으며, 많은 양의 자료와 복잡한 관계

들을 분석하거나 다루는데 있어서 좋을 수 있다.그러므로 그것들은 몇 사

람들에 의해서 지능적이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상품화가 된다. 그러나 로봇 

진공청소기는 다른 부분은 청소되지 않은 채로 한 부분의 바닥을 다섯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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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이나 청소하기도 하여, 지능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여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 질병 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 지라프(Giraff)

지라프(Giraff)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제어되는 이동형 화상전화

가 설치된 로봇으로 노인 가정의 홈헬프서비스에 사용된다. 카메라와 전

화는 로봇의 상단에 위치하며, 컴퓨터 마우스로 간단하게 원격 제어된다.

〔그림 3-15〕 지라프

∙ 만성질환 의료 시스템

만성질환 의료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당뇨병 있는 사람들의 집에 장치

가 설치된다. 매일 이 장치는 사람들이 혈당을 측정하고 다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몸무게를 재고 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상기시킨다. 개인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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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와 가능한 혼란과 관련된 다양한 핵심 변수들은 장치와 사람 사이의 

개인적이고 진단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명확하게 된다. 장치는 인터넷, 무

선 자료 전송과 바이오센서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을 사용한다. 외부적 측

정 장비는 무선적으로 장치와 연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읽어낸 자료는 

지방정부의 의료센터의 중앙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보내진다. 장비는 자

동적으로 이상적인 것에 해 직원에게 자동적으로 전달하고, 급성적인 

상황과 입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원이 초기에 개입할 수 있게 한다. 가

장 진보된 해결책 중에서, 비디오 링크(video link)는 직접적, 개인적 접

촉과 지도를 위해서 개인과 지역의 의료 센터 사이에 이어진다.

만성질환 의료 시스템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일반적이다. 임상적 경험

은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느끼고 약을 더 정확한 시간에 먹고 병원 입원 

빈도를 줄이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스템은 만성적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병원의 증가하는 비용으로 인해서 큰 잠재력을 가진 북유럽 국

가들에서는 겨우 제한된 이용을 가지고 있다. 이유들 중의 하나는 부문적 

전문적 경계들로 인해서 생각이 제한된 것일 수 있다. 다양한 해결책들을 

위해서 몇 가지의 시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처음의 결과들은 이 기술이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 재활 기술

∙ 재활

몸의 움직임으로 더욱 더 잘 조정되는 전자적 게임용 콘솔(e.g. Wii, 

Bbox Kinect)은 몇 가지의 재활 관련 일들과 물리적 치료에 이상적이다. 

이것은 적절한 치료 게임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전

문적인 지도에 따라, 치료가 집에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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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롭고 재밌는 게임 

시나리오는 운동을 더 흥미있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이 수동적으로 되는 시기를 연기하고 적극적인 삶을 

더 오랜 동안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바. 오락

∙ 건강을 위한 게임(Game for Health)

스웨덴의 ICT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을 위한 게임(Games for 

Health)”이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 영역은 아직 초기 단계로 돌

봄 프로세스에서 아직 많은 사례를 구축하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의 성

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이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시도들이 수행되고 있다.

 - World of Vårdkraft: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가정에서의 뇌졸중 

재활치료나 일상생활 지원

 - Re-mission: 아이들이 암치료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임.

∙ 게임 끝 혹은 게임 다시 시작하기34) 

이 프로젝트는 스웨덴에 있는 노인시설 내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활동

하는 방편으로 닌텐도 위 스포츠/피트니스와 같은 컴퓨터 게임을 지속적

으로 소개해 개인의 건강 측면에 집중하는 것을 늘리고 신나는 신체활동

34) 재정지원: 500 000 SEK (웹사이트 www.csc.kth.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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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부 특수 주택와 협력해서, 이 프로젝트

는 인터넷과 DVD로 이용할 수 있는 비디오를 제작할 예정이다. 

사. 사회적․ 감정적 지원

∙ 만남의 장소로서의 인터넷 카페35) 

참여는 건강의 핵심개념이다. 사회개발은 더 많은 정보, 지식, 제품과 

서비스는 웹을 기반으로 되었다. 오늘날의 노인은 컴퓨터 기반의 서비스

에 한 이용이 제한되어 있고 지식 또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컴퓨터, 인터넷, 개인기반의 지원이 이용가능한 만남의 장소

로 시작할 필요성과 가능성에 한 지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한, 인터넷 기반의 만남의 장소는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지식자원과 제품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 복합적인 개입

그러나 다양한 서비스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제공 등 다양한 목

적과 기능이 혼재되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1) 베스테로스(Västerås)의 E-홈케어의 도입36)

베스테로스(Västerås)는 스웨덴에서 E-홈케어를 첫 번째로 도입한 지

35) 재정지원: 288 000 SEK (Download the report from: 
http://www.hi.se/sv-se/Publicerat/Funktionsnedsattning/Aldre-med-funktio)

36) 베스테로스의 E-홈케어 프로젝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www.hi.se/sv-se/Publicerat/Teknik-for-aldre/Att-infora-e-hemtja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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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이다. E-홈케어는 노후 생활을 가정에서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독립성과 선택의 자유를 바탕으로 안전한 거주환경에서 풍

부한 사회 접촉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범연구에서 1 SEK 당 5/1의 투자

수익(ROI)과 사용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홈케어는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향상을 위한 ICT 솔루션과 로봇기술이 포함되

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술들이 있다.

∙ 케어기버(caregivers) 및 친척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고정 또

는 이동형 화상 전화 

∙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디오 기능을 갖춘 모바일 로봇 “Giraff”

∙ 이동통신(GMS)을 통해 케어기버(caregiver)와의 유연한 의사소통

을 돕는 TV 전자 사서함과 적절한 약물복용, 생체신호 모니터링, 돌

봄 활동에 한 정보제공

∙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야간 감시 카메라

〔그림 3-16〕 E-홈케어의 주요 기술

자료: Innovation Norway (2012). Welfare technology in the Swedish market. Innovation 
Norway Stockho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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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르최핑(Norrköping)의 80세 이상 노인과 가족을 위한 기술 전시37)

노르최핑(Norrköping)의 보티발(Bovital) 프로젝트는 아파트에 스마

트 제품을 설치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각 및 청각 보조 제품

∙ 알림과 안전 관련 제품

∙ 친척 및 케어기버(caregivers)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통신 솔루션

∙ 욕실과 주방에서의 이동성 지원 제품

〔그림 3-17〕 Bovital 프로젝트의 주요 기술

자료: Innovation Norway (2012). Welfare technology in the Swedish market. Innovation 
Norway Stockholm 

(3) 예테보리(Göteborg)의 기능적인 생활 환경38)

예테보리(Göteborg)의 프로젝트는 조명, 욕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

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하고 기능적인 아파트를 설계하는데 초

37) 노르최핑의 기술전시 프로젝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www.bovital.se/produkter)

38) 예테보리의 생활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gorbraforaldre.se/projekt/vardagsteknik-for-aldre-och-anhor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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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추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3개의 지역에서 부동산 소유주가 참여

하여 수행되었다. 예테보리(Göteborg)는 EU의 “E-senior” 프로젝트에

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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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복지기술의 효과성

복지기술의 효과성은 복지기술 도입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 있으므로 복지기술의 효과성에 한 논의는 복지기술의 이해

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Hoffman(2013)의 정리를 기초로 관련 연구를 재구성하여 복지기술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Hoffman(2013)은 복지기술의 효과성에 한 

실증적인 연구들의 수가 매우 적으며, 또한 부분의 연구들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질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Hoffman(2013)

은 “그러므로, 부분의 복지기술들의 효용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

다”(p.393)39)라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복지기술에 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루어지

고 있는 복지기술의 효과성에 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략적이나마 복지기술의 효과성을 Hoffman(2013)의 

정리를 기초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거의 모든 연구는 의료적 개입

과 관련된 것이다.

1. 인터넷에 기초한 의료적 개입

먼저, Barak et al.(2008)은 인터넷에 기초한 심리치료적 개입

(internet-based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s)에 한 연구들

을 메타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들은 2006년 3월부터 이루어진 64개

의 연구들(메타분석 논문들의 개별적인 연구들까지 모두 합하면 총 92개)

39) “Hence, it is difficult to assess the utility of most WTs.”(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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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았으며, 해당 연구들의 충 분석 상은 9,764명이었다. 이들은 

다양한 문제들에 해서 인터넷에 기초한 심리치료적 개입을 받았으며, 

개입의 효과성에 한 측정도구도 다양하였다. 인터넷에 기초한 심리치

료적 개입들은 주로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한 상담 등이며, 문제들에는 

폭음, 우울, 불안 등이다.

메타분석 결과, 인터넷에 기초한 심리치료적 개입의 가중평균효과크기

(mean weighted effect size)는 0.53(medium effect)이었으며, 이것

은 전통적인 면 면 치료의 효과성과 상당히 비슷하였다. 이들은 이 연구

의 결과와 다른 연구들의 결과들은 법적 정당성을 가진 치료적 활동으로

의 온라인 심리적 개입의 사용에 해 상당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결

론을 내린다.

2. 원격의료 및 원격모니터링

또한 Gaikwad and Warren(2009)은 가정에 기초한 정보통신기술

(home-bas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이 

만성질병 관리에 효과적인지에 해서, 관련된 27개의 연구들을 리뷰하

였다. 연구는 미국(10개)과 호주(6개)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국에서도 1개

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가정에 기초한 정보통신기술은 환자의 

기능적 그리고 인지적인 결과를 개선하였으며, 의료지출을 줄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정에 기초한 정보통신기술에 해당되는 것들에는, 원격가

정돌봄(telehomecare), 원격모니터링(telemonitoring) 등이 있다. 특

히, 정보통신기술은 환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효율성과 효과

성 등의 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동에 

한 시간을 절약하고 집에서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안정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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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자들은 가정에 기초한 정보통신기

술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구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으

며 더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Clark et al.(2007)은 정규적인 병원이나 가정방문이 없는 원격 모니

터링이 만성적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한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존의 14개의 연구들(4,264명의 환자)을 

메타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만성적 심부전으

로 인한 입원률을 21% 감소시켰으며,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을 2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원격 모니터링이 관련된 분

야에 효과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Louis et al.(2003) 역시 심부전에 한 원격모니터링의 효과성에 

한 연구들을 리뷰하였으며, 1966-2002년 동안의 18개의 관찰 연구와 6

개의 무작위 배치 실험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심부전을 가진 환자들

의 건강에 해서 원격모니터링은 매우 높은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른 리뷰연구들 또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Maric et al. 2009; Martinez et al. 2006). 

Nicolas et al.(2005)은 비디오폰(videophone)에 기초한 환자들과 

Home Hospitalization 과에서 일하는 의료팀 사이의 의사소통의 임상

적 가능성에 해 연구하였다. 총 32명의 환자들이 무작위로 16명씩 통

제그룹과 처리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연구는 약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처리그룹의 환자들은 한 달 간 약 23번의 통화를 시행하였고 한 번의 통

화 당 6분의 시간이 거렸다. 분석 결과, 처리그룹의 불안수준이 통제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처리그룹에 속한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의 

비디오폰에 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15/15).

Pare et al.(2007)은 네 가지의 만성질환 영역(폐질환, 당뇨병, 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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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심혈관 질환)에서의 가정 원격모니터링(home telemonitoring)을 

통한 개입에 해서 살펴보았다. 이들은 부분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된 

1990-2006년에 출판된 총 65개의 실증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

과, 네 가지 만성질환 영역에 한 원격 모니터링의 효과성은 일관되지는 

않았지만, 원격 모니터링의 효과는 당뇨병과 고혈압에서보다 폐질환과 

심혈관 질환에서 더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러나 원격모니터링의 경제적 

실행가능성에 해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3. 의료 보조기술

Ammenwerth et al.(2008)은 처방 자동화 시스템(computerized 

physician order entry systems)이 의약품 사용과오(medication er-

ror)와 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events)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구

들을 리뷰하였다. 분석 결과, 의약품 사용과오에 한 영향을 분석한 25

개의 연구 중 23개의 연구는 의약품 사용과오의 위험을 13%에서 99% 감

소시켰으며, 약물이상반응에 한 영향을 분석한 9개의 연구 중 6개의 연

구는 잠재적 약물이상반응의 위험을 35%에서 98% 감소시켰다.

Brownsell and Hawley(2004)는 자동 쓰러짐 감지기(automatic 

fall detection)가 쓰러짐에 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상자들은 7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지난 6개월 동안 쓰러짐의 경험이 있

는 60-74세의 노인이었다. 총 분석 상은 55명이었으며 21명을 통제그

룹으로 나머지 34명을 개입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약 17주 동안의 모

니터링 기간을 가졌다. 분석 결과, 두 집단 간에 쓰러짐에 한 두려움에 

한 점수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개입 집단 사이에서 쓰러짐 감

지기를 적어도 때때로 착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두

려움 점수에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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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빅데이터 분석의 연구배경 및 목표

보건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보

건복지 요구가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양적 ․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무한정 증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에 있어 중요한 점은 보건복지정책

의 효과성과 효율성이다.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서 증가된 보건복지 요구

를 충족시켜야 하며,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본 연

구에는 효과적인 정책 방안의 수단으로 과학기술을 고려하였으며, 보건

복지정책 수립에 한 요구와 과학기술의 매칭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방

법으로 빅데이터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빅데이터 방법론은 방 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이며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을 모두 기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 요구 및 과학기술의 관계에 한 현황과 전망을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함에 있

어서 연구하고자 하는 보건 복지 관련 논문과 연구 사이트의 방 한 양의 

논문 및 사설 중에서 연구 주제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논문과 사설을 분석

하여 분석 주제 단어와 최신 과학 기술 단어들의 연관 관계 분석을 통하여 

보건 복지 요구와 새로운 과학 기술의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복지수요의 도출과 
복지기술의 적용 현황 및 전망 (2)

: 빅데이터 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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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빅데이터 분석 내용과 분석방법론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보건복지 관련 과학기술 용어인 ‘gerontechnology’, 

‘welfare technology’, ‘care technology’, ‘social innovation’, 

‘assistive technology’ 5개에 해서 분석을 하게 된다. 이 용어는 핵심 

주제어가 되며, 각 주제어에 한 연구 문헌들을 수집하고, 그때 사용된 

단어들을 분석한다. 이 연관단어를 통해서 주제어 관련 연구의 흐름을 추

정하고자 하며, 연도별로 신규단어 등을 활용하여 추세도 알아보고자 한

다. 추정된 연관단어 및 신규단어들은 본 연구의 목적인 보건복지 요구와 

과학기술 매칭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현재와 미래의 보건 복지 요구 및 보건 복지 요구와 과학 기술과의 관계

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가. 연구방법 개요

본 연구에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수행한다. 

(1) 보건 복지에 적합한 논문 및 사이트 데이터 수집

○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요구와 과학기술 분석 상 선정

○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관련 문헌 데이터 수집

○ 수집된 문헌으로 데이터로부터 형태소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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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 데이터 지식 축적

○ 보건복지 요구와 관련한 과학기술 동향에 한 지식 축적

(3) 수집 문헌 기반 보건복지 요구 판별 및 과학기술 주제어 추출 

모델 : 최신성과 빈도수에 따른 주제어 분석

○ 채널 별 가중치 주제어 선별

○ 주제어 별 상 적 거리 기반 분석

○ 중복 연관 알고리즘

○ 문서 클러스터링

(4) 형태소 기반 소셜 트렌드 분석

○ 주제어 분서 및 워드 클라우드 형태의 결과

○ 스코어링 알고리즘 적용

○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트렌드 분석

○ 데이터 수집 건수 및 형태소 분석 통계를 통한 트렌드 분석

○ 특정 주제어 별 형태소 순위 변화로 본 트렌드 움직임 분석

문헌 자료는 논문을 등재하는 웹사이트 등에서 주제어로 검색된 페이

지로부터 “웹 크롤러”를 통해 수집하게 된다. 수집된 자료는 최소 분석 단

위인 형태소 즉 단어 단위로 분리하고, 텍스트 네트워크 방법론에 기초하

여 분석된다. 분석은 단어 별 빈도 및 중심성이라는 통계량을 산정하여 

주제어 관련 주요 연관단어를 추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연도별 연관단

어, 신규단어, 단어 간 상관관계 등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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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

다. 첫 번째 방안은 각 주제어 관련 주요 단어 사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단어 사전이란 주제어와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한 것을 의미한다. 단

어 사전은 선행 연구 결과 또는 전문가들의 견해 등을 토 로 작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단어들은 단어사전에 포함된 용어와 연관성을 

분석하여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만 추출하게 된다. 이렇게 추출된 단어들

을 상으로 신규단어 및 상관관계 등에 해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이 

단어들은 단어사전을 업데이트하는 것에 활용할 수 있어 후속연구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 방법론의 가장 큰 장점은 추정된 연

관단어의 타당성에 있다. 검증된 단어사전과 연관된 단어를 추출함으로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안은 사전 수집된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다. 기존 정보가 전

혀 없어 주제어와 연관된 모든 단어를 추정한다. 수집된 수많은 단어 가

운데 주제어라는 하나의 조건과 연관된 것을 추정하게 되면, 첫 번째 방

안에 비해서 방 한 범위의 연관단어가 추정된다. 이 방안은 첫 번째 방

안보다 다양한 단어를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단어의 상관관계 및 연관성을 오직 빈도, 중심성 등과 같은 통계량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관용적 표현

들이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서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비교적 낮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처음 수행하는 것이며,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안을 활용하게 되며. 본 수행 연구결과는 향

후 후속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건복

지 및 과학기술 지식사전의 구축과 이를 활용한 분석 시스템의 구축을 제

안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복지수요의 도출과 복지기술의 적용 현황 및 전망 (2): 빅데이터 분석 93

나.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한 자료를 웹에서 수집하여 활용한다. 자료의 수집

은 상선정과 자료수집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며, 상선정은 주제, 웹페

이지, 수집 유형을 단계 별로 수행한다. 수집 상의 주제는 보건 사회 과

학기술과 연관된 것으로, ‘gerontechnology’와 같은 단어를 예를 들 수 

있다.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가 지나면 관련 있는 문헌들의 수집 위치를 

선정해야 하는 웹페이지 선정이 단계를 수행한다. 수집 웹페이지는 주제

와 연관된 사이트에서 주제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된 페이지를 선정한다. 

웹페이지는 제목, 작성일, 작성자, 본문, 첨부파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내용 중 어떤 것을 상으로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작업

이 마지막인 수집 유형 선정 단계이다. 위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수집 

상을 선정하게 되면, 웹크롤러(Web Crawler)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

해서 실질적으로 자료가 수집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웹크롤러 프로그

램은 (주)코난테크놀로지의 KWC(Konan Web Crawler)이다.

수집된 자료들은 ‘형태소 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분석이 가능한 자

료로 가공된다. 형태소 분석이란 수집된 자료를 최소한의 의미를 지닌 단

위로 분리하여 의미 있는 형태소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즉, 수집 자료는 

문장별로 구성하고 있는 단어로 분리되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만 추

출되어 분석 가능한 자료로 변환되게 된다. 다만, 형태소 분석은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

과 둘 이상의 단어가 이어져서 하나의 뜻을 의미하는 복합명사 구분이 어

렵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 이에 한 안으로 연구 분야에 한 단

어 사전을 구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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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텍스트 분석방법

앞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수집 및 가공이 된 자료를 통계적 분석을 통

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방법

론을 활용하게 된다. 

첫 번째 방법론은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이다. 형태소 분석이 완

료된 자료는 개별 단어단위로 정리된 것이다. 자료에 포함된 단어들을 빈

도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해준 것이 워드 클라우드이다. 이것을 통

해서 주제와 관련된 단어 중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연관단어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동일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정의한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주제어와 

연관된 단어들 추정하며, 단어 별 중요도를 추정하였다. 중요도는 빈도와 

중심성이라는 통계량을 통해서 추정하게 되며, 빈도는 단어의 사용 횟수

를 의미한다. 중심성이란 연관단어들의 사이에서 다른 단어들과의 연결

되기 용이함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연관단어 중 빈도가 높은 것은 주제

어와 자주 사용된 것을 의미하며, 중심성이 높은 것은 또 다른 연관단어

의 연결이 용이한 것을 의미한다. 두 단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분자

가 증가하게 되어, 중심성이 높아진다. 두 단어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상

호 도달하기까지의 거치게 되는 문장 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welfare technology’라는 문장의 경우 두 단어 사이의 거리는 1이며, 

‘care technology’라는 다른 문장이 있을 경우 ‘welfare’와 ‘care’는 거

리가 2가 된다. 두 단어가 동일 문장에서 사용되면, 거리는 1이 되나, 두 

개 문장이 필요하면 거리는 2가 된다.

중심성은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추정된다(허명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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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단어의근접중심성
  단어와 단어사이의거리
  단어의개수

정의 : 단어 간 거리의 역수(비 근접도)의 평균 

세 번째 분석은 연관단어의 네트워크 분석이다. 네트워크란 연관단어 

간 상호 연관관계를 점 또는 선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심준섭, 2010: 

최영출 외, 2011).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관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시

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관계까

지 추정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어는 여러 개의 단어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자

료는 수많은 단어가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는 복잡하게 표현될 것을 예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연관성이라는 척도를 정의하여 단어 간 관계의 

접함을 추정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두 단어가 등장된 총 빈도 가

운데 함께 사용된 빈도가 상 적으로 높다면 접하다고 이해하도록 한

다. 예를 들어, ‘welfare’라는 단어의 전체 등장빈도가 100이고, 

‘technology’라는 단어는 80인데,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된 빈도 60이 되

면, 두 단어 사이의 연관성은 60/(100+80-60)으로 0.5가 된다. 이는 

‘jaccard index’라는 유사성 척도 추정방식에 기초한 것이며, 다음과 같

은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단어 간 네트워크 연결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위 척도에 기초하여 상 적으로 접한 것만 유지한다.

  단어∪단어
단어∩단어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을 각 주제별로 수집 유형(제목, 본

문, 첨부파일)별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3장에서 각 주제별 분석에 

한 상세한 결과에 해서 다루게 된다.



96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제3절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해석

1. 분석 개요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주제, 웹페이지, 수집

유형에 한 선정이 사전에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제는 분석의 현실성, 

단어의 내포된 의미 등을 고려한 끝에 ‘gerontechnology’, ‘care tech-

nology’, ‘welfare technology’, ‘social innovation’, ‘assistive 

technology’로 총 5개로 선정되었다. 이 주제에 한 웹페이지는 논문 

사이트로 ‘science direct’라는 곳에서 선정되었으며, 자료는 제목, 본

문, 첨부파일, 작성일을 수집하였으며, 분석은 제목, 본문, 첨부파일 별로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제목은 수집된 단어 수가 적은 편으로 분석 및 해

석이 용이하나 특별한 의미를 찾기는 어렵고 개략적인 것만 유추할 수 있

다. 본문은 사설인 경우 전체 내용이 되기도 하지만, 논문과 같은 경우는 

요약에 해당된다. 따라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다수 포함될 것이다. 다만, 

본문 내용 중 주제와 상관관계가 낮은 공지 또는 광고성 단어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첨부파일은 논문의 경우 논문 전체 내용에 해당되어 가장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

과 지나치게 많은 단어의 종류와 빈도로 인해서 오히려 중요 내용을 숨기

게 되는 단점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본문”유형에 

집중하여 해석을 하도록 한다. 첨부파일의 결과 및 일부 분석 결과자료는 

부록에 첨부하도록 한다.

분석은 각 주제별, 유형(제목, 본문, 첨부파일)별로 독립적으로 수행하

였다. 또한 각각을 연도에 따라서 재차 나누어 분석함에 따라 그 결과는 

시간에 따라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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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rontechnology

본 절에서 진행하게 되는 주제는 ‘gerontechnology’라는 단어이다. 

주제 관련 연구는 최근에 활발해진 분야로 본 절에서 분석도 최근 연구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한다. 전반적인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유형별 연도별 분석

(2) ‘gerontechnology’연관 단어 추정 

(3) 빈도 및 중심성 통계량에 기초한 연도별 50개 연관단어 선정

(4) 연도별 신규단어 추정

(5) 연관단어 간 네트워크를 통한 상관관계 추정

가. 자료수집현황

자료는 ‘Science Direct’로 논문 사이트에서 주제인 ‘gerontechnology’

에 한 검색결과에서 수집되었다. 

〈표 4-1〉은 수집된 자료의 문장에 ‘gerontechnology’가 포함된 것들

을 파악한 것이다. 제목의 경우 이 단어가 활용된 사례가 극히 드문 편이

나 최근 3년간 매년 하나씩 수집됨을 알 수 있었다. 본문 및 첨부파일을 

‘09년 들어서부터 수집결과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4년에는 약 두 배정

도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gerontechnology’라는 단어는 과

거부터 존재하였지만 관심은 최근 들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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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gerontechnology 수집현황

제목 본문 첨부파일

2000 2  3  2
2001 0  2  2
2002 0  4  5
2003 0  2  2
2004 0  2  3
2005 0  4  4
2006 0  1  2
2007 0  3  6
2008 0  2  5

2009 0 16 15

2010 0  5 12

2011 0  9 20

2012 1 10 19

2013 1  7 20

2014 1 16 37

〈표 4-1〉 ‘gerontechnology’ 연도별 수집현황

나. 제목 분석

제목관련 수집결과는 총 5건이다. 제목이라는 특성 상 하나의 문장으

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바, 수집된 5건의 제목은 5개의 문장을 의미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의 제목 분석은 5개에 문장에 사용된 단어들

을 연도별로 살펴보는 정도만 가능하다.

〈표 4-2〉는 제목에 활용된 연관단어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00년

도에 ‘ergonomics’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2개의 제목이 있었다. ‘12년에

는 ‘amiga’, ‘14년에 ‘hong kong’등의 단어를 주목할 만하다. 특히 ‘14

년에는 홍콩의 중국인 노인들에 한 관련 문헌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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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빈도 연도 단어 빈도 연도

ergonomics 2 2000 amiga 1 2012
being 1 2000 environment 1 2012

cardiovascular 1 2000 interactive 1 2012
design 1 2000 musical 1 2012

disease 1 2000 fall 1 2013
environment 1 2000 prevention 1 2013

home 1 2000 acceptance 1 2014
note 1 2000 chinese 1 2014

older 1 2000 hong 1 2014
patients 1 2000 kong 1 2014

technical 1 2000 older 1 2014
predictors 1 2014

〈표 4-2〉 ‘gerontechnology’ 제목유형 연도별 연관단어

다. 본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제목, 본문, 첨부파일이라는 세 가지 유형 중 본문 유형

을 중심으로 해석하도록 한다. 

〈표 4-1〉에서 본문 수집결과를 보면, ’gerontechnology’라는 단어를 

활용한 본문은 ‘08년까지 매년 5건을 넘지 못한다. 반면 ‘09년부터는 그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4년에는 16건으로 가장 높은 수를 기록하게 

된다. 특히 수집된 시점이 ‘14년 7월40)이라는 점에서 ’14년에는 더 많은 

문헌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08년까지의 연구결과는 상 적

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00~‘04, ’05~‘08년의 수집 본문은 통

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그림 4-1〕과 같은 것을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라 한다. 그림에 

포함된 단어들은 주제어와 동일 문장에서 사용된 연관단어이며, 크기는 

40) 본 연구보고서를 위한 자료 수집은 7월에 진행되어 ‘14년에는 6월까지 등록된 논문만 
분석 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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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 빈도를 의미한다. ‘technology’, ‘health’, ‘older’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gerontechnology’ 본문유형 연관단어 워드 클라우드

이러한 단어를 연도별로 분류하여 빈도 및 중심성 통계량을 축으로 그

래프를 그린 것이 〔그림 4-2〕에 해당한다. 가로축은 빈도, 세로축은 중심

성에 해당하며, 연도별 다른 색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동일 색상에서 

우측 상단에 위치할수록 단어의 중요도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00~04년, ‘14년을 제외하고는 단어 간 빈도의 차이가 적은편이다. 단어

가 중복되어 산점 될수록 비슷한 중요도를 지닌 단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연관단어의 목록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그림 4-2〕는 다

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 연도별 가로축의 폭은 빈도를 의미하고, 폭이 넓은 ‘14년과 같은 

경우 빈도가 차이가 있어 단어별 선호도를 분명한 구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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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가로축의 폭이 좁은 ‘13년과 같은 경우는 단어 사용빈도

의 차이가 없어 선호되는 연관단어 구분이 어렵다.

○ ‘00~‘04년 최다 빈도 단어는 ‘ergonomic’에 해당하며, ‘elderly’, 

‘graafmans’등도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은 주제어와 자

주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person’, 

‘technology’, international’, ‘home’등으로 이들은 주제어 뿐

만 아니라 다른 단어들과도 함께 사용되기 용이한 것들이다.

○ ‘11년의 ‘smart’, ‘health’, ‘framework’라는 단어의 빈도가 높

은 편이며, ‘12년의 ‘study’, ‘technology’는 빈도 및 중심성이 

모두 높은 단어에 해당한다.

‘14년에는 ‘technology‘라는 단어가 월등히 높은 빈도 및 중심성을 지

니고 있어 여러 단어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older’, ‘usage’, ‘using’, ‘study’, ‘self’ 등의 단어는 ‘14년도에 가장 

중요한 단어에 해당된다. 

〈표 4-3〉은 연도별 신규단어 중 일부분이다. 위에서 연도별로 선정된 

연관단어 가운데 해당연도에 처음 포함된 것이며 이들은 연도별 연구의 

새로운 관심 등을 파악한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규단어 전체 목록은 〈부

록〉에 수록하였다. 다음은 〈표 4-3〉에 한 해석이다. 

○ ‘14년에는 ’usage’, ‘self’, ‘efficacy’등을 주제와 연관하여 작성

된 문헌이 다수 존재한다. 

○ ‘12년 ’assistive’, ‘care’, ‘11년 ’smart’, ‘framework’, ‘09년 

’society’, ‘conference’, ‘08년 ’aging’, ‘research’의 단어가 

연도별 주요 신규단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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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단어 빈도 연도 신규단어 빈도 연도 신규단어 빈도 연도

aging 4 2008 smart 4 2011 usage 25 2014
research 4 2008 framework 3 2011 self 23 2014

gerontology 3 2008 applications 2 2011 efficacy 21 2014
human 3 2008 assessing 2 2011 perceived 17 2014
review 3 2008 axiological 2 2011 ease 16 2014
using 3 2008 diachronic 2 2011 facilitating 15 2014

society 4 2009 dimensions 2 2011 behavior 14 2014
conference 3 2009 outline 2 2011 conditions 14 2014

geriatric 3 2009 results 2 2011 usefulness 14 2014
proceedings 3 2009 assistive 3 2012 services 12 2014

first 2 2010 care 3 2012 acceptance 11 2014
future 2 2010 vol 3 2012 attitude 11 2014

university 2 2010 include 2 2013 chinese 11 2014
different 2 2010 products 11 2014

paper 2 2010

〈표 4-3〉 ‘gerontechnology’ 본문유형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

연관단어 및 신규단어의 분석결과를 보게 되면 ‘14년도에 주제어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4-3〕은 ’14년도에 한 

연관단어들의 워드 클라우드41)에 해당한다.

〔그림 4-3〕 ‘gerontechnology’ 본문유형 ‘14년 연관단어 워드 클라우드

41) 파랑색 단어는 신규 유입 연관단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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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는 이들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network)

이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원(노드)은 단어가 되며, 원의 크기는 단어 빈

도, 선의 굵기는 단어 간 연결강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단어 간 직접 

및 간접적인 연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있어서 모든 단어 간의 관계를 고려하게 되면 단어 간의 연결선이 복잡하

여 해석이 어렵다. 이에 한 해결방안으로 Jaccard Index를 산정하여 

단어 간 연결의 유의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즉, Jaccard Index 통계량에 

기초하여 상 적으로 약한 단어 간 연결은 유의하지 않은 관계로 판단하

고 제거한다(Agnieszka, 2012). 상 적으로 간소화된 네트워크는 단어 

별 유의미한 연관관계만 존재하며 이를 토 로 단어 간 상관관계를 추정

할 수 있다. 〔그림 4-4〕는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이며 그에 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 ‘technology’는 원의 크기가 가장 큰 편인 것으로 보아 높은 빈

도를 지니고 있으며, ‘factor’, ‘study’, ‘chinese’, ‘people’과 

연결선이 상 적으로 굵은 것으로 보아 접한 연관관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self’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다시 ‘efficacy’, 

‘anxiety’, ‘perceived’, ‘condition’, ‘usage’, ‘facilitating’ 

등과 간접적인 연결된다.

○ ‘self’, ‘efficacy’, ‘anxiety’, ‘perceived’, ‘condition’, 

‘usage’, ‘facilitating’ 등은 집되어 상호 연관된 모습으로 하

나의 군집을 형성한다. 

○ ‘health’라는 단어는 ‘home’, ‘living’과 접한 연관관계를 가

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education’, ‘size, ’full’ 등과 연관관계

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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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designers’, ‘different’는 주제와 연관되어 사용되기

는 하지만 다른 연관단어와의 유의한 연결은 없다.

〔그림 4-4〕 ‘gerontechnology’ 본문유형 ‘14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라. 첨부파일 분석

첨부파일 유형은 논문과 같은 문헌들의 전체 내용에 해당한다. 이에 

한 분석결과의 해석은 본문유형의 해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세한 해석은 생략한다. 

주제와 연관된 단어들의 워드 클라우드는 〔그림 4-5〕에 해당한다. 첨

부파일에서 역시 주로 연관되어 사용된 단어는 ‘technology’, ‘older’, 

‘research’등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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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gerontechnology’ 첨부파일 연관단어 워드 클라우드

이와 같은 연관단어들을 연도별로 표현한 것이 〔그림 4-6〕이 된다. 연

도별로 가로축은 빈도가 되며, 세로축은 중심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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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단어 빈도 연도 신규단어 빈도 연도 신규단어 빈도 연도

technology 12 2008 framework 3 2011 cacy 22 2014
research 12 2008 korea 3 2011 conditions 14 2014

department  7 2008 asses 2 2011 facilitating 14 2014
gerontology  7 2008 axiological 2 2011 perceived 12 2014

aging  6 2008 chungnam 2 2011 acceptance 11 2014
center  6 2008 diachronic 2 2011 hong 11 2014

functional  6 2008 erontechnology 2 2011 kong 11 2014
national  6 2008 outline 2 2011 chinese 10 2014
science  6 2008 musical 7 2012 factors 10 2014

brain  5 2008 population 4 2012 behavior 10 2014
geriatrics  5 2008 development 3 2012 usefulness 10 2014
institute  5 2008 info 3 2012 products  8 2014

japan  5 2008 quality 3 2012 service  8 2014
advanced  4 2008 accessibility 3 2012 attitude  8 2014

imaging  4 2008 citizens 3 2012 users  8 2014
industrial  4 2008 interactive 3 2012 domains  7 2014

laboratory  4 2008 solution 3 2012 designers  6 2014
nakai  4 2008 therapy 3 2012 found  6 2014

toshiharu  4 2008 different 2 2013 literature  6 2014
university  4 2008 fall 2 2013 paternalistic  6 2014

conference  4 2009
international  4 2009
proceedings  3 2009

medicine  2 2010

연도별 신규단어는 〈표 4-4〉에 해당한다. 연도별 높은 빈도의 신규단

어만 기재하였으며, 전체 목록은 〈부록〉을 참조할 수 있다. 

〈표 4-4〉 ‘gerontechnology’ 첨부파일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

본문유형에서와 동일하게 ‘14년도에 주제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했음

을 알 수 있다. ’14년도 연관단어들의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목록을 확

인할 수 있으며, 그 단어 간의 상관관계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워드 클라우드42)는 〔그림 4-7〕이며, 네트워크는 〔그림 4-8〕이다. 

42) 파랑색 단어는 신규 유입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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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gerontechnology’ 첨부파일 ‘14년 연관단어 워드 클라우드

〔그림 4-8〕 ‘gerontechnology’ 첨부파일 ‘14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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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lfare Technology

본 절에서 진행하게 되는 주제는 ‘welfare technology’로, 핵심 단어

는 ‘welfare’, ‘technology’가 된다. 본 절이 2절과 다른 점은 주제가 복

합명사라는 점이다. 따라서 주제에 한 핵심 단어는 두 개가 된다. 전반

적인 분석의 프로세스는 ‘연도별 연관단어, 신규단어 및 단어 간 상관관

계를 추정’이라는 점에서 2절과 유사하다. 다만 핵심 단어가 두 개라는 점

에서 일부 분석 프로세스가 수정 및 추가된다.

추가되는 분석은 ‘welfare’라는 단일 핵심 단어와 연관된 단어를 추정

하는 작업이다. 광범위한 주제인 ‘welfare’라는 주제에 한 세부적인 주

제를 알아볼 수 있는 분석이 될 것이다.

수정되는 분석부분은 연관단어 추정에서 두 개의 핵심 단어가 동시에 

연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연관단어란 동일 문장에서 두 개의 핵심

단어 함께 사용되는 것들로 추정된다.

분석에 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유형별 연도별 ‘welfare’ 연관 단어 분석

(2) 중심성 및 빈도 통계량에 기초한 연도별 10개 중심단어 선정

(3) 유형별 연도별 ‘welfare technology’ 연관 단어 추정

(4) 빈도 및 중심성 통계량에 기초한 연도별 50개 연관단어 선정

(5) ‘welfare technology’ 연관 단어 중 연도별 신규단어 추정

(6) 연관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분석

 

가. 자료수집현황

자료는 ‘Science Direct’사이트에서 ‘welfare technology’로 검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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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페이지에 수집한다. 그 결과는 〈표 4-5〉과 같다. Case1은 ‘welfare’ 

단어가 포함된 문헌 수를 의미하고, Case2는 동일 문장에 ‘welfare’, 

‘technology’가 함께 포함된 문헌 수를 의미한다. ‘08년부터 그 수가 증

가되어 ’12년부터는 과거와 수집 문헌의 수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수집결과가 부족한 연도의 경우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위해서 통합하

도록 한다. 즉, ‘00~’04년, ‘05~’07년, ‘08~’09년, ‘10~’11년을 통합하

여 분석한다. 

연도
Case1. welfare Case2. welfare, technology

제목 본문 첨부파일 제목 본문 첨부파일

2000 3 4 5 0 1 1
2001 2 1 4 0 1 4
2002 2 3 0 1 1 0
2003 5 4 6 2 3 5
2004 3 6 5 0 1 3
2005 5 6 1 0 3 1
2006 4 8 5 0 3 1
2007 0 5 4 0 1 2
2008 4 11 5 2 2 3
2009 8 12 9 2 5 6
2010 5 9 6 1 6 5
2011 3 12 2 0 6 1
2012 7 17 8 4 8 6
2013 7 16 9 2 8 4
2014 15 27 20 3 15 15

〈표 4-5〉 ‘welfare technology’ 연도별 수집 현황

나. 제목 분석

‘welfare’, ‘technology’ 두 개의 핵심단어가 동시에 활용된 제목유형

의 연관단어는 〈표 4-6〉와 같다. ‘12년도에는 제목이 4건 존재하였으며, 

’impact’, ‘cost’, ‘network’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14년에는 3건

의 제목이 있으며, ’implications’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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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문 분석

(1) ‘welfare’관련 중심단어 분석

중심단어 분석은 핵심단어 ‘welfare’의 연관단어 가운데 중심이 되는 

단어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서 세부적인 연구 주제까지 추정하는데 사용

된다. 중심단어란 연관단어 중에서 중심성 통계량이 높은 단어이며, 이는 

다른 연관 단어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가장 쉬운 단어를 의미한다. 즉, 

문헌이 지닌 단어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중심단어를 통해서 문

헌의 주제를 추정하게 되는 것이다.

〈표 4-7〉은 연도별 상위 10개의 중심단어를 정리한 것이다.

○ ‘00~‘04년, ‘12년에는 상 적으로 단어 빈도가 낮은 편으로 

’welfare’관련 문헌이 많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반면 ‘14년도의 

단어 빈도가 상 적으로 높은 편이다. 

○ ‘05~‘07년에는 ’animal’이 핵심 중심단어에 해당하며 당시 주요 

관심분야임을 추정할 수 있다.

○ ‘08~’09년에는 ‘production’, ‘technology’, ‘effect’가 핵심적

인 중심단어가 되며, ‘10~’11년에는 ‘technology’, ‘social’이 

핵심 중심단어가 된다. 

○ ‘14년에는 ’production’, ‘technology’, ‘social’이 핵심적인 

중심단어가 되며, ‘animal’은 많이 등장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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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 ‘05~’07 ‘08~’09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study 10 0.669 animal 36 0.623 production 23 0.646 
example 10 0.632 technology 15 0.570 technology 21 0.631 

technology 14 0.620 moral 13 0.539 effects 21 0.620 
social 12 0.619 paper  8 0.522 benefits 14 0.607 

industrial  5 0.609 model 10 0.513 energy 16 0.605 
actuarial 11 0.607 cost  5 0.512 economic 11 0.596 

first  6 0.602 ethical  6 0.504 key  4 0.593 
good  4 0.601 cloning  7 0.501 case  6 0.585 

models  6 0.601 farm  7 0.500 shown  5 0.585 
case  7 0.598 production  6 0.494 provide  7 0.584 

‘10~’11 ‘12 ‘13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technology 35 0.611 equilibrium  6 0.630 social 24 0.681 
analysis 10 0.596 impact  8 0.627 technology 14 0.643 

social 30 0.596 technology 14 0.621 individual 14 0.629 
national 17 0.589 model 15 0.621 second  8 0.617 

system 20 0.582 two 11 0.618 based  6 0.609 
trade 18 0.574 costs  8 0.615 terms  9 0.603 
child 75 0.571 paper  6 0.612 first  5 0.590 
need 12 0.567 firms  7 0.603 individuals 17 0.590 

outcomes 11 0.567 surplus 11 0.599 health 10 0.588 
case  8 0.563 results  8 0.593 disability 10 0.585 

‘14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production 35 0.607 animal 94 0.597 system 39 0.592 
technology 46 0.605 first 23 0.595 being 23 0.589 

social 52 0.598 economic 31 0.593 based 27 0.582 
market 47 0.598 

〈표 4-7〉 ‘welfare’연관 본문유형 연도별 주요 중심단어

(2) ‘welfare technology’ 단어 분석

이번 분석은 본 절의 주제인 ‘welfare technology’에 한 분석이다. 

앞서 ‘welfare’관련 분석결과에서 보면, ‘technology’는 연도별 중심단

어에 항상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절의 주제에 한 관심은 꾸준함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림 4-9〕은 주제어 연관단어들의 단어 클라우드이다. ‘market’, 

‘effect’, ‘firm’ 등과 같은 단어들이 주로 주제와 함께 사용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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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welfare technology’ 본문유형 연관단어 단어 클라우드 

〔그림 4-10〕는 추정된 연관단어들을 빈도 및 중심성에 따라서 연도별

로 그린 산점도이다. 이 그림에 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 ‘14년에는 ‘market’, ‘comsumer’는 중심성 및 빈도가 모두 높

은 통계량이며, ‘maize’, ‘adoption’, ‘improved’, ‘paper’, 

‘household’, ‘animal’ 등은 높은 빈도, ‘number’ 등은 높은 중

심성을 지닌 연관단어에 해당된다.

○ ‘10~‘11년에는 ‘trade’, ‘equilibrium’은 중심성 및 빈도가 모두 높

은 단어이며, ‘paper’, ‘economy’ 등은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 ‘08~‘09년에는 ‘benefit’, ‘product’, ‘firm’은 중심성 및 빈도

가 모두 높은 단어이며, ‘transfer’, ‘effect’ 등은 높은 빈도, 

‘energy’는 높은 중심성을 보이는 연관단어이다. 

○ ‘04년에는 ‘cost’, ‘firm’, ‘example’, ‘05~‘07년에는 ‘animal’, ‘13

년에는 ‘firm’, ‘social’, ‘individuals’라는 단어를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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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는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이며 간단히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 ‘14년, ‘11년, ‘09년은 신규단어 빈도가 높은 편이나 ‘07년, ‘12

년, ‘13년에는 비교적 신규단어 빈도가 낮은 편이다. 

○ ‘09년 ’benefit’, ‘fdi’, ‘11년 ‘equilibrium’, ‘trade’, 

‘analysis’, ‘14년 ‘maize’, ‘household’ 등이 주로 사용된 신규 

단어에 해당된다.

신규단어 빈도 연도 신규단어 빈도 연도 신규단어 빈도 연도

animal 4 2007 equilibrium 9 2011 individuals 4 2013
model 3 2007 trade 7 2011 health 3 2013

climate 3 2007 analysis 6 2011 benefit 3 2013
implications 3 2007 social 6 2011 disabilities 3 2013

fdi 6 2009 south 6 2011 economics 3 2013
benefits 6 2009 child 6 2011 gallini 3 2013
flexible 4 2009 practice 6 2011 preference 3 2013

examine 3 2009 rate 5 2011 suffering 3 2013
larger 3 2009 system 5 2011 winter 3 2013

profits 3 2009 new 5 2011 maize 10 2014
two 3 2009 north 5 2011 household 8 2014

competition 3 2009 diffusion 5 2011 first 6 2014
delegation 3 2009 time 5 2011 number 6 2014

greater 3 2009 bound 5 2011 show 6 2014
industries 3 2009 competitive 5 2011 agencies 6 2014

leads 3 2009 work 5 2011 government 5 2014
maximization 3 2009 integration 3 2012 farm 5 2014

strategic 3 2009 clean 3 2012 households 5 2014
supply 3 2009 financial 3 2012 service 5 2014

〈표 4-8〉 ‘welfare technology’ 본문유형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

(3) 주요 관심연도 연관단어 분석

앞서 분석결과를 보면,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는 ‘11년와 ’14년인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연도의 연관단어의 워드 클라우드는 〔그림 4-11〕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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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2014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그림 4-11〕 ‘welfare technology’ 본문유형 연도별 워드 클라우드

이런 연도별 연관단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단어 상관관계를 알아보

고자 한다. ‘11년도 네트워크는 〔그림 4-12〕에 해당하며, ‘14년도 네트

워크는 〔그림 4-13〕에 해당한다.

다음은 〔그림 4-12〕에 한 해석으로 ‘11년도 연관단어의 주요 연관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 ‘equilibrium’은 ‘economy’, ‘market’과 접한 연관관계를 

갖는다. 또한 ‘market’을 통해서 ‘outcome’까지 간접적 연관도 

갖게 된다. 그 밖에 ‘resources’, ‘assumption’, ‘endowments’

등의 단어와도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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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e’는 ‘economy’, ‘south’, ‘north’, ‘cost’, ‘terms’와 유

의한 연관관계를 갖으며, ‘paper’는 ‘product’, ‘cost’, ‘model’, 

‘present’등과 연관되어 있다. 

○ ‘economy’는 다양한 단어와 유의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resource’, ‘equilibrium’, ‘optimal’, ‘long’, ‘state’, 

‘new’와는 상 적으로 접한 연관관계를 갖는다. 

○ ‘fdi', ‘bound’, ‘rate’, ‘global’, ‘south’, ‘north’, ‘middle’ 등

은 상호 연관된 채로 집되어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이

들은 상호 연관성이 높은 편으로 동일 문장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2〕 ‘welfare technology’ 본문유형 ‘11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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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그림 4-13〕에 한 해석으로 ‘14년도 연관단어의 주요 연관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 ‘market’은 ‘animal’, ‘production’과 접한 연관관계가 있

다. 또한 ‘based’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agencies’, 

‘services’, ‘child’등과 간접적 연관관계를 갖게 된다. 

○ ‘consumer’는 ‘child’와 비교적 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또한 

‘price’, ‘firm’, ‘based’, ‘agencies’, ‘services’ 등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다시 ‘consumer’는 ‘market’과 간접 연관성을 지

니고 있다.

○  ‘maize’, ‘improved’, ‘adoption’, ‘household’, ‘access’등

을 중심으로 집된 단어는 상호 강한 연관성을 이는 군집을 형성

하고 있다. 

〔그림 4-13〕 ‘welfare technology’ 본문유형 ‘14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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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첨부파일 분석

(1) ‘welfare’관련 중심단어 분석

〈표 4-9〉는 연도별 ‘welfare’연관단어 중 상위 중심성을 지닌 단어를 

정리한 것이다. 해석방법은 본문과 동일하다. 

‘00~’04 ‘05~’07 ‘08~’09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social 95 0.5657 equilibrium 11 0.5368 model 33 0.5839 
technology 63 0.5533 first 15 0.5292 two 20 0.5812 

model 23 0.5466 analysis 8 0.5258 bene 21 0.5720 
cost 60 0.5448 technology 23 0.5229 higher 19 0.5690 

optimal 43 0.5413 model 10 0.5214 social 29 0.5681 
first 11 0.5292 results 6 0.5185 ratio 5 0.5672 
case 17 0.5191 optimal 13 0.5093 technology 50 0.5609 
new 12 0.5137 cost 25 0.5068 effects 54 0.5606 
see 11 0.5131 section 5 0.4985 policy 42 0.5582 

market 27 0.5015 function 5 0.4964 case 24 0.5532 
‘10~’11 ‘12 ‘13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technology 42 0.5787 technology 48 0.6097 social 48 0.6459 
production 28 0.5778 model 13 0.6077 cost 34 0.6355 

trade 34 0.5626 two 19 0.5856 economics 18 0.5672 
international 9 0.5533 effects 14 0.5797 policy 6 0.5600 

model 11 0.5515 competition 12 0.5790 production 5 0.5489 
new 10 0.5469 results 16 0.5726 preference 10 0.5481 

market 7 0.5464 economic 6 0.5718 model 2 0.5423 
run 10 0.5462 countries 10 0.5672 treatment 14 0.5387 

country 24 0.5443 analysis 8 0.5667 moral 5 0.5221 
long 16 0.5416 cost 24 0.5644 allocation 1 0.5219 

‘14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technology 81 0.5876 social 57 0.5274 market 38 0.5125 
model 27 0.5613 two 6 0.5146 study 9 0.5104 

new 24 0.5377 consumers 26 0.5143 
pro 24 0.5276 increase 27 0.5132 

〈표 4-9〉 ‘welfare’연관 첨부파일 연도별 주요 중심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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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lfare technology’ 단어 분석

이번 분석은 본 절의 주제인 ‘welfare technology’에 한 분석이다. 

〔그림 4-14〕은 주제어 연관단어들를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한 것이다. 

‘transfer’, ‘production’, ‘adoption’ 등의 단어가 주제와 함께 주로 사

용된 것이다.

〔그림 4-14〕 ‘welfare technology’ 첨부파일 연관단어 워드 클라우드

〔그림 4-15는 연관단어를 연도별로 분류하여 빈도 및 중심성 통계량

에 따라서 산점도로 표현한 것이다. 연도별로 가로축은 빈도, 세로축은 

중심성이 되며, 우측 상단에 위치한 단어는 이 두 통계량이 모두 높은 것

들이 된다. 연관단어의 목록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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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은 연도별 연관단어 중 신규로 유입된 단어들을 일부 정리한 

것이다. 전체 목록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단어 빈도 연도 신규단어 빈도 연도 신규단어 빈도 연도

entrant 7 2007 regional 5 2011 incomplete 4 2013
efficient 5 2007 information 4 2011 regime 4 2013

adopts 4 2007 positive 4 2011 cient 3 2013
basic 4 2007 global 4 2011 vertical 9 2014

innovative 4 2007 work 4 2011 maize 8 2014
production 4 2007 child 4 2011 pollution 7 2014

viable 4 2007 long 4 2011 clean 7 2014
food 17 2009 merger 4 2011 animal 6 2014

farmers 16 2009 short 4 2011 cleaner 6 2014
environment 13 2009 two 10 2012 decrease 6 2014

affect 12 2009 household 10 2012 protection 6 2014
agricultural 6 2009 consumption 8 2012 compared 5 2014

ect 6 2009 country 7 2012 host 4 2014
pro 5 2009 capital 7 2012 output 4 2014
fdi 5 2009 catch 7 2012 cation 4 2014

prices 5 2009 expenditure 7 2012 implications 4 2014
yields 5 2009 improvement 6 2012 modi 4 2014
term 8 2011 integration 6 2012 upgrading 4 2014

energy 7 2011 different 5 2012
gdp 7 2011 chickpea 5 2012

biomass 6 2011 nancial 5 2012
employment 6 2011

agro 5 2011
countries 5 2011

〈표 4-10〉 ‘welfare technology’ 첨부파일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

(3) 주요 관심연도 연관단어 분석

본문 유형에서와 동일하게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인 ‘11년과 ’14년도에 

해서는 상세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도별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연관

단어를 확인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연도 별 연관단어의 워드 클라우드는 〔그림 

4-1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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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2014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그림 4-16〕 ‘welfare technology’ 첨부파일 연도별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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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도 네트워크는 〔그림 4-17〕에 해당하며, ‘14년도 네트워크는 

〔그림 4-18〕에 해당한다.

〔그림 4-17〕 ‘welfare technology’ 첨부파일 ‘11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그림 4-18〕 ‘welfare technology’ 첨부파일 ’14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제4장 복지수요의 도출과 복지기술의 적용 현황 및 전망 (2): 빅데이터 분석 127

4. Care Technology

본 절에서 진행하게 되는 주제는 ‘care technology’로, 핵심 단어는 

‘Care’, ‘technology’가 된다. 전체적으로 분석은 3절과 동일하여 해석

은 간략하게만 기재하였다. 

(1) 유형별 연도별 ‘care’ 연관 단어 분석

(2) 중심성 및 빈도 통계량에 기초한 연도별 10개 중심단어 선정

(3) 유형별 연도별 ‘care technology’ 연관 단어 추정

(4) 빈도 및 중심성 통계량에 기초한 연도별 50개 연관단어 선정

(5) ‘care technology’ 연관 단어 중 연도별 신규단어 추정

(6) 연관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분석 

가. 자료수집현황

자료는 ‘Science Direct’사이트에서 ‘care technology’로 검색되는 

페이지에 수집한다. 그 결과는 〈표 4-11〉과 같다. Case1은 ‘care’ 단어

가 포함된 문헌 수를 의미하고, Case2는 동일 문장에 ‘care’, 

‘technology’가 함께 포함된 문헌 수를 의미한다. ‘09년부터 그 수가 증

가되어 ‘11년을 기점으로 하여 과거와의 수집 문헌의 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집결과가 부족한 연도의 경우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위해서 통합

하도록 한다. 즉, ‘05~‘08년, ‘09~‘10년을 통합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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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Case1. care Case2. care technology

제목 본문 첨부파일 제목 본문 첨부파일
2005 14 8 2 11 3 0
2006 19 9 4 8 6 3
2007 31 13 7 15 7 4
2008 32 18 8 19 5 7
2009 51 23 19 26 12 12
2010 22 20 11 11 10 5
2011 73 36 27 29 21 15
2012 91 50 40 27 13 18
2013 111 76 57 35 26 25
2014 58 78 67 17 29 36

〈표 4-11〉 ‘care technology’ 연도별 수집 현황

나. 제목 분석

(1) 연관단어 분석

‘care’, ‘technology’ 두 개의 핵심단어가 동시에 활용된 제목유형에

서 연관단어는 〈표 4-12〉와 같다. 

‘05~’08 ‘09~’10 ‘11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health
patient

information
new

system
critical
impact
based

improve
development

20
14
10
7
5
4
4
4
4
4

health
medical

information
new

patient
assessment

php
mobile
human
quality

intensive
unit

reproductive

16
5
5
4
4
4
3
3
3
3
3
3
3

health
patient

new
using

cancer
palliative

life
invited

12
6
5
5
3
3
3
3

‘12 ‘13 ‘14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health
patient

information
point

management
using

9
8
7
5
4
3

health
patient

nbsp
information

system
heart

13
6
6
6
5
4

patient
information

health
using

impact
management

7
6
5
3
3
3

〈표 4-12〉 ‘care technology’ 제목유형 연도별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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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문 분석

(1) ‘care’관련 중심단어 분석

핵심단어 ‘care’관련 중심단어를 연도별로 추정하여, 관련 주제를 추정

하고자 한다. 추정 방법은 3절과 동일하며, 그 결과는 〈표 4-13〉과 같다.

○ ‘medical’, ‘technology’, ‘different’, ‘new’, ‘health’, 

‘study’는 연도에 상관없이 주제로 자주 등장한다.

○ 체로 위와 같은 단어가 중심단어로 등장하는 가운데 ‘12년도에 

‘time’, ‘14년도에 ‘analysis’라는 단어 등장은 주목할 만하다.

‘05~’08 ‘09~’10 ‘11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medical 59 0.595 patient 146 0.571 study 86 0.621 
technology 117 0.584 data 35 0.563 new 37 0.615 

different 12 0.573 different 19 0.556 patient 176 0.612 
health 290 0.568 technology 143 0.555 technology 151 0.604 

data 45 0.567 health 354 0.554 medical 43 0.604 
based 13 0.566 system 127 0.554 research 40 0.604 

clinical 36 0.564 based 33 0.549 clinical 32 0.597 
study 48 0.561 information 105 0.548 time 29 0.597 

system 74 0.561 study 54 0.543 used 48 0.596 
information 93 0.559 medical 80 0.536 based 43 0.594 

‘12 ‘13 ‘14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time 72 0.595 health 465 0.599 patient 454 0.606 
medical 116 0.581 patient 320 0.596 study 154 0.601 

study 134 0.577 study 90 0.589 information 101 0.600 
data 72 0.574 based 73 0.588 based 107 0.597 

health 499 0.572 data 57 0.579 health 591 0.596 
based 70 0.569 information 100 0.572 data 71 0.588 
table 23 0.567 research 62 0.570 results 46 0.577 

results 34 0.562 technology 109 0.568 clinical 109 0.577 
treatment 69 0.561 clinical 94 0.566 analysis 34 0.573 

service 55 0.557 size 13 0.565 technology 147 0.573 

〈표 4-13〉 ‘care’연관 본문유형 연도별 주요 중심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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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re technology’관련 연관단어 분석

본 절에서 핵심이 되는 분석으로 ‘care technology’와 동일 문장에서 

활용되는 연관단어를 추정하였으며, 〔그림 4-19〕은 그에 한 워드 클라

우드에 해당한다.

〔그림 4-19〕 ‘care technology’ 본문유형 연관단어 워드 클라우드

연관단어를 연도별로 분류하여 빈도 및 중심성에 따라서 산점도로 표

현한 것이 〔그림 4-20〕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 ‘health’, ‘patient’, ‘study’와 같은 단어는 연도에 상관없이 모

든 연구에서 빈도 및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09~’10년 ‘system’은 활용빈도가 증가하였고, ‘11년도에는 

’research’, ‘assessment’, ‘quality’, ‘new’ 등의 단어가 중심

성이 높게 추정되어 활용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주로 사용되거나 활용되는 단어가 연도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

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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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는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이다. ‘10년 ‘journal’, ‘acceptance’, 

‘11년 ‘using’, ‘life’, ‘persons’ 등은 상 적으로 높은 빈도로 등장한 단

어이며, 전체 목록은 〈부록〉에 참조하였다. 

신규단어 빈도 연도 신규단어 빈도 연도 신규단어 빈도 연도

journal 19 2010 using 20 2011 cost 12 2013

acceptance 16 2010 life 19 2011 hta 11 2013

practice 14 2010 persons 19 2011 review 9 2013

international 11 2010 caring 18 2011 older 9 2013

long 11 2010 hospice 18 2011 value 8 2013

computer 10 2010 intensive 17 2011 approach 7 2013

home 10 2010 settings 16 2011 adults 7 2013

model 10 2010 human 14 2011 invasive 7 2013

provide 10 2010 participants 13 2011 pain 7 2013

term 10 2010 critical 12 2011 medication 6 2013

access 9 2010 ethical 12 2011 methods 6 2013

adoption 9 2010 process 12 2011 effectiveness 6 2013

primary 9 2010 values 12 2011 childbirth 6 2013

results 9 2010 technological 11 2011 relief 6 2013

users 9 2010 experience 11 2011 dependent 16 2014

caregivers 8 2010 family 11 2011 depression 14 2014

chronic 8 2010 members 10 2011 parents 12 2014

relations 8 2010 category 10 2011 dcat 11 2014

healthcare 7 2010 participant 10 2011 children 10 2014

hospital 7 2010 sustaining 10 2011 diabetes 8 2014

interventions 7 2010 thematic 10 2011 different 8 2014

applications 6 2010 think 10 2011 child 8 2014

doctors 6 2010 potential 9 2011 intervention 8 2014

high 6 2010 choice 9 2011 automated 8 2014

impact 6 2010 panel 9 2011 group 7 2014

services 6 2010 managed 11 2012 hospitals 7 2014

survey 6 2010 utilization 7 2012 electronic 7 2014

user 6 2010 providers 6 2012 design 7 2014

application 6 2010 growth 6 2012 outcomes 7 2014

elderly 6 2010 organizations 6 2012 child's 7 2014

intention 6 2010

professionals 6 2010

telecare 6 2010

〈표 4-14〉 ‘care technology’ 본문유형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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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관심연도 연관단어 분석

앞서 분석결과를 보면 관련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는‘09~‘10년,‘11년, 

14년이 해당하며, 해당연도 별 워드 클라우드는 〔그림 4-21〕과 같다. 

2009~2010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2011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2014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그림 4-21〕 ‘care technology’ 본문유형 연도별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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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심 연도별 연관단어 사이의 상관관계 추정을 위한 네트워크이

다. 〔그림 4-22〕는 ‘09~‘10년도이며, 다음은 관계에 한 간단한 해석이다.

○ ‘health’의 주요 연관관계는 ‘system’, ‘assessment’, 

information’, ‘journal’이다.

○ ‘patient’는 주로 ‘doctor’, ‘quality’와 접한 연관을 갖으며 간

접적으로 ‘clinical’, ‘high’와도 연관되어 있다. 또한 ‘practice’

와 연결되어 ‘physicians’, ‘primary’와 연결되기도 한다.

○ ‘nursing’, ‘study’, ‘computer’ 세 개의 단어는 상호 연관성이 높

은데, 이들은 ‘healthcare’, ‘impact’, application’, 

‘caregiver’, ‘intention’등의 단어와 주로 연결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림 4-22〕 ‘care technology’ 본문유형 ‘09~‘10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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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그림 4-23〕에 한 해석으로 ‘11년도 연관단어의 주요 연관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 ‘health’는 ‘patient’와 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quality’, 

‘information’, ‘research’, ‘data’등과도 연관되어 있다. 

○ ‘patient’는 ‘study’, ‘medical’, ‘system’과 연관이 강한 편이

며, ‘daring’, ‘nursing’과도 비교적 접한 관계를 갖는다. 

○ ‘ethical’, ‘international’, ‘assessment’, ‘social’, ‘journal’

등은 상호 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 ‘hospice’라는 단어는 ‘support’, ‘caregivers’와 연결되어 있

으며, ‘quality’, ‘information’과 연결되어 있으며, ‘home’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4-23〕 ‘care technology’ 본문유형 ‘11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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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그림 4-24〕에 한 해석으로 ‘14년도 연관단어의 주요 연관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 ‘health’에 해서 과거와 다른 점은 ‘effectiveness’와 연관되

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cost’와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 ‘patient’는 ‘management’, ‘automatic’과 상호 연관되어 있으

며, ‘electronic’과도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갖는다. 또한 ‘based’

와 연결을 통해서 ‘health’와도 간접적 연결관계를 갖는다. 

○ ‘depression’이라는 단어는 ‘implementation’, ‘diabetes’, 

‘outcomes’, ‘primary’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은 

‘nursing’과도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갖는다. 

〔그림 4-24〕 ‘care technology’ 본문유형 ‘14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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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첨부파일 분석

(1) ‘care’관련 중심단어 분석

핵심단어 ‘care’관련 중심단어를 연도별로 추정하여, 관련 주제를 추

정하고자 한다. 해석은 생략하도록 하며, 그 결과는 〈표 4-15〉와 같다.

‘05~’08 ‘09~’10 ‘11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technology 90 0.5909 system 113 0.5775 patient 200 0.5944 

patient 140 0.5891 health 430 0.5743 study 36 0.5744 
health 268 0.5697 technology 137 0.5589 technology 119 0.5734 
system 102 0.5450 patient 179 0.5558 based 42 0.5658 

management 40 0.5428 clinical 58 0.5492 health 369 0.5519 
time 19 0.5427 study 54 0.5371 research 37 0.5363 

study 41 0.5408 medical 83 0.5223 data 31 0.5312 
user 8 0.5397 data 24 0.5206 system 73 0.5287 

analysis 12 0.5347 research 29 0.5192 quality 43 0.5091 
information 72 0.5312 new 36 0.5131 clinical 28 0.5083 

‘12 ‘13 ‘14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health 636 0.5608 health 662 0.5957 patient 560 0.5634 
study 90 0.5592 patient 420 0.5784 study 170 0.5595 

medical 140 0.5572 study 104 0.5523 health 899 0.5559 
based 70 0.5504 system 144 0.5442 medical 144 0.5559 

patient 309 0.5486 data 61 0.5294 data 96 0.5512 
technology 112 0.5365 support 70 0.5283 technology 185 0.5500 

analysis 40 0.5344 research 46 0.5229 new 70 0.5412 
data 51 0.5343 clinical 69 0.5209 research 60 0.5382 

information 103 0.5326 technology 121 0.5173 based 141 0.5290 
time 58 0.5310 medical 65 0.5173 time 70 0.5280 

〈표 4-15〉 ‘care’연관 첨부파일 연도별 주요 중심단어

(2) ‘care technology’관련 연관단어 분석

본 절에서 핵심이 되는 분석으로 ‘care technology’와 동일 문장에서 

활용되는 연관단어를 추정하며, 〔그림 4-25〕은 첨부파일에서 주제어 연

관단어들의 워드 클라우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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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care technology’ 첨부파일 연관단어 워드 클라우드

연관단어를 연도별로 분류하여 빈도 및 중심성에 따라서 산점도로 표

현한 것이 〔그림 4-26〕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 ‘health’, ‘patient’, ‘information’과 같은 단어는 연도에 상관

없이 모든 연구에서 빈도 및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09~’10년 ‘health’, ‘system’이 주 관심 단어가 되며, ‘11년도

에는 ’research’, ‘assessment’, ‘quality’, ‘new’ 등의 단어가 

중심성이 높게 추정되어 활용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주로 사용되거나 활용되는 단어가 연도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

지는 않다.

연도별 연관단어 가운데 신규로 유입된 것들을 정리한 표가 〈표 4-16〉

에 해당하며, 상세한 해석은 생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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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단어 빈도 연도 신규단어 빈도 연도 신규단어 빈도 연도

provider 23 2010 managed 17 2012 dependent 18 2014
used 21 2010 organizations 12 2012 parents 10 2014
home 15 2010 adoption 11 2012 learning 8 2014
trust 10 2010 ambulatory 11 2012 child's 8 2014
older 9 2010 utilization 8 2012 point 8 2014
people 8 2010 hospital 8 2012 found 7 2014
social 8 2010 markets 8 2012 healthcare 7 2014
acceptance 6 2010 active 7 2012 informatics 6 2014
dementia 6 2010 market 7 2012 knowledge 6 2014
telecare 6 2010 phone 7 2012 usability 6 2014
customer 21 2011 icu 14 2013 phr 6 2014
empathy 12 2011 tele 14 2013 preventive 6 2014
customers 9 2011 communication 10 2013 future 5 2014
companies 7 2011 outcomes 10 2013 primary 5 2014
sensor 7 2011 processes 10 2013 users 5 2014
centered 6 2011 contributions 8 2013 hospitalized 5 2014
measures 6 2011 long 8 2013 improving 5 2014
feeling 6 2011 term 8 2013

hta 7 2013
intensive 7 2013
electronic 6 2013
self 6 2013

〈표 4-16〉 ‘care technology’ 첨부파일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

(3) 주요 관심연도 연관단어 분석

앞서 본문에서와 동일하게,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는 ‘09~‘10년, ‘11년, 

‘14년이며, 해당연도 별 워드 클라우드는 다음 〔그림 4-2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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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2011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2014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그림 4-27〕 ‘care technology’ 본문유형 연도별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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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심연도별 연관단어 사이의 상관관계 추정을 위한 네트워크이

다. 〔그림 4-28〕는 ‘09~‘10년도이며, 해석은 생략하도록 한다. 

〔그림 4-28〕 ‘care technology’ 첨부파일 ‘09~‘10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다음은 관심 연도별 연관단어 사이의 상관관계 추정을 위한 네트워크

이다. 〔그림 4-29〕는 ‘11년도이며, 해석은 생략하도록 한다. 

〔그림 4-29〕 ‘care technology’ 첨부파일 ‘11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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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심 연도별 연관단어 사이의 상관관계 추정을 위한 네트워크

이다. 〔그림 4-30〕는 ‘14년도이며, 해석은 생략하도록 한다.

〔그림 4-30〕 ‘care technology’ 첨부파일 ‘14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5. Social Innovation

본 절에서 진행하게 되는 주제는 ‘Social innovation’으로, 핵심 단어

는 ‘social’, ‘innovation’이 해당된다. 분석은 3절 또는 4절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1) 유형별 연도별 ‘social’ 연관 단어 분석

(2) 중심성 및 빈도 통계량에 기초한 연도별 10개 중심단어 선정

(3) 유형별 연도별 ‘social innovation’ 연관 단어 추정

(4) 빈도 및 중심성 통계량에 기초한 연도별 50개 연관단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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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ocial innovation’ 연관 단어 중 연도별 신규단어 추정

(6) 연관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분석

 

가. 자료수집현황

자료는 ‘Science Direct’사이트에서 ‘social innovation’으로 검색되

는 페이지에 수집한다. 그 결과는 〈표 4-17〉과 같다. Case1은 ‘social’ 

단어가 포함된 문헌 수를 의미하고, Case2는 동일 문장에 ‘social in-

novation’이 함께 포함된 문헌 수를 의미한다. 문헌 수는 ‘09년부터 증

가되기 시작하여 최근 2년 사이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수집결과가 부

족한 연도의 경우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위해서 통합하도록 한다. 즉, 

‘00~‘04년, ‘05~‘08년을 통합하여 분석한다. 

연도
Case1. social Case2. social innovation

제목 본문 첨부파일 제목 본문 첨부파일

2000 2 10 20 0 1 3
2001 3 13 22 0 1 4
2002 2 16 32 1 7 8
2003 4 8 19 0 2 4
2004 3 7 14 0 2 2
2005 1 11 29 0 2 3
2006 5 17 26 0 7 8
2007 4 11 39 1 2 3
2008 5 15 45 0 4 13

2009 5 25 48 1 8 17

2010 7 39 80 1 12 23

2011 12 40 79 1 12 25

2012 17 46 110 2 14 23

2013 18 69 171 6 24 33

2014 13 46 133 4 22 34

〈표 4-17〉 ‘social innovation’ 연도별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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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목 분석

(1) 연관단어 분석

‘social’, ‘innovation’ 두 개의 핵심단어가 동시에 활용된 제목유형에

서 연관단어는 〈표 4-18〉와 같다. 단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13년도

이며 수집된 결과 또한 가장 많은 시기이다. ‘14년도는 상반기만 상인 

것을 고려하면 상 적으로 수집결과가 많은 편에 해당하여 최근 2년 동

안 주제 관련 연구가 더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00~‘04 ‘05~‘08 ‘09~‘10 ‘11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developing 1 acceptance 1 canada 1 best 1

households 1 community 1 financing 1 change 1

methodology 1 enhanced 1 getting 1 context 1

sustainable 1 japan 1 public 1 disruptive 1

technological 1 power 1 right 1 managed 1

rise 1 shopping 1 technology 1

wind 1 buzz 1

enduring 1

term 1

‘12 ‘13 ‘14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business 1 cognitive 1 technological 2

capital 1 contrasting 1 attributes 1

inclusive 1 cultural 1 base 1

incubation 1 economy 1 establishing 1

india 1 europe 1 legitimacy 1

initiatives 1 experiences 1 pathways 1

innovative 1 institutionalisation 1 pyramid 1

micro 1 southern 1 capital 1

supporting 1 england 1 change 1

venture 1 food 1 human 1

action 1 grassroots 1 sustainability 1

adaptation 1 investigation 1 concept 1

climate 1 local 1 entrepreneurship 1

collective 1 localisation 1 field 1

diversifying 1 programme 1 forward 1

local 1 acting 1 moving 1

tanzania 1 business 1 subject 1

changing 1

〈표 4-18〉 ‘social innovation’ 제목유형 연도별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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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문 분석

(1) ‘social’관련 중심단어 분석

핵심단어 ‘social’관련 중심단어를 추정하며 방법은 3절, 4절과 동일

하다. 그 결과는 〈표 4-19〉과 같다.

‘00~‘04 ‘05~‘08 ‘09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new 76 0.605 process 74 0.603 environmental 98 0.626 
economic 100 0.581 research 69 0.603 new 45 0.607 

people 34 0.572 new 106 0.602 information 26 0.604 
time 41 0.569 people 46 0.586 system 30 0.600 

development 42 0.568 economic 97 0.585 different 23 0.597 
based 27 0.568 system 85 0.577 economic 78 0.594 

different 21 0.566 development 71 0.573 research 37 0.588 
important 33 0.564 time 34 0.571 see 20 0.583 

system 58 0.562 public 38 0.570 based 21 0.576 
first 25 0.560 change 67 0.568 work 24 0.572 

‘10 ‘11 ‘12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based 37 0.620 development 99 0.600 different 20 0.601 
development 58 0.598 based 41 0.594 development 53 0.592 

different 25 0.597 different 37 0.587 new 54 0.582 
new 77 0.595 new 59 0.586 research 44 0.577 

organization 60 0.582 model 23 0.578 system 47 0.575 
business 52 0.581 case 27 0.572 innovation 83 0.574 

need 20 0.581 research 51 0.571 environmental 59 0.571 
economic 63 0.578 process 51 0.569 technology 32 0.569 
research 30 0.577 two 21 0.566 impact 15 0.561 

profit 26 0.575 world 24 0.564 people 24 0.561 
‘13 ‘14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economic 99 0.595 new 100 0.611 

development 106 0.588 development 66 0.581 
new 85 0.586 economic 68 0.579 

research 82 0.582 study 36 0.576 
different 55 0.578 process 98 0.573 

management 47 0.571 research 73 0.570 
change 87 0.570 actors 40 0.570 

work 61 0.569 important 15 0.565 
local 51 0.569 different 44 0.557 

analysis 38 0.568 system 64 0.557 

〈표 4-19〉 ‘social’연관 본문유형 연도별 주요 중심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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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cial innovation’관련 연관단어 분석

본 절에서 핵심이 되는 분석으로 ‘social’, ‘innovation’과 동일 문장

에서 활용되는 연관단어를 추정한다. 분석 방법은 3절과 동일하며, 연관

단어는 〔그림 4-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1〕 ‘social innovation’ 본문유형 연관단어 워드 클라우드

〔그림 4-32〕는 연관단어를 연도별로 분류하고, 빈도 및 중심성에 따라

서 산점도를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 한 해석은 다른 주제에서 해석 방

법과 동일하며, 연도별로 가로축은 빈도, 세로축은 중심성이 된다. ‘10년

도에는 연구가 가장 비활성화된 시기이며, ’12년부터 비교적 연구가 활발

해졌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다음 〈표 4-20〉은 선정된 연관단어 중 연도별 신규 유입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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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단어 빈도 연도 신규단어 빈도 연도 신규단어 빈도 연도

private 12 2008 quality 5 2009 projects 12 2013

diffusion 11 2008 section 5 2009 seyfang 10 2013

studies 8 2008 policy 5 2009 including 9 2013

dissemination 7 2008 work 5 2009 niche 9 2013

programs 7 2008 communication 5 2009 smith 9 2013

complexity 6 2008 countries 4 2010 capacity 8 2013

information 6 2008 different 4 2010 initiatives 8 2013

sector 6 2008 community 4 2010 building 8 2013

specific 6 2008 eco 8 2011 adams 8 2013

technical 6 2008 activities 6 2011 hess 8 2013

abatement 6 2008 cultural 6 2011 moulaert 8 2013

adopters 6 2008 cognitive 5 2011 involved 7 2013

emissions 6 2008 creativity 5 2011 media 7 2013

literature 6 2008 green 5 2011 perspective 27 2014

political 6 2008 socio 5 2011 study 20 2014

context 5 2008 adaptation 17 2012 water 16 2014

marketing 5 2008 climate 14 2012 related 15 2014

organizational 5 2008 entrepreneurship 9 2012 understand 13 2014

product 5 2008 informal 8 2012 creation 12 2014

structure 5 2008 inclusive 8 2012 conceptual 12 2014

marginal 5 2008 strategies 7 2012 structuration 12 2014

model 5 2008 issues 6 2012 agents 12 2014

business 21 2009 financing 6 2012 theoretical 11 2014

definition 19 2009 adaptive 6 2012 being 11 2014

term 11 2009 focus 5 2012 bop 11 2014

idea 10 2009 relations 5 2012 phenomenon 11 2014

costs 7 2009 field 5 2012 used 10 2014

example 6 2009 face 5 2012 view 10 2014

groups 6 2009 venture 5 2012 result 10 2014

way 6 2009 grassroots 24 2013 movements 10 2014

individual 5 2009 food 13 2013

life 5 2009 energy 12 2013

〈표 4-20〉 ‘social innovation’ 본문유형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

(3) 주요 관심연도 연관단어 분석

앞선 분석결과를 토 로, ‘social innovation’관련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는 ‘12년, ‘13년, ‘14년으로 해당 관심연도 별 연관단어 워드 클라우

드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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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2013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2014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그림 4-33〕 ‘social innovation’ 본문유형 연도별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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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별 연관단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단어 상관관계

를 살펴보았다. ‘12년 연관단어에 한 네트워크는 〔그림 4-34〕에 해당

하며 다음은 간단한 해석이다. 

○ ‘adaptation’은 ‘change’, ‘local’, ‘institution’, ‘environmental’, 

‘strategies’, ‘informal’ 등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

○ ‘climate’는 ‘vulnerability’, ‘action’, ‘institutional’과 유의

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 ‘management’는 ‘science’라는 단어 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

으며, ‘organization’, ‘new’, ‘policy’, ‘field’ 등과도 유의한 

연관관계를 갖는다. 또한 ‘learning’, ‘technology’와는 상호 연

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림 4-34〕 ‘social innovation’ 본문유형 ‘12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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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그림 4-35〕에 한 해석으로 ‘13년도 연관단어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 ‘grassroots’는 ‘local’, ‘food’, ‘community’, ‘seyfang’과 비교

적 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또한 ‘sustainable’, ‘analysis’

와 상호 연결되어 ‘energy’, ‘system’과 간접적 연관을 갖는다.

○ 최다 빈도 단어 ‘community’는 ‘local’, ‘seyfang’과 접한 연

관을 갖고 있고, ‘level’, ‘capacity’와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

들은 ‘hess’, ‘adams’, ‘building’, ‘moulaert’과 유의한 연관관

계를 갖게 된다. 

○ ‘development’이라는 단어는 ‘system’과 가장 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based’, ‘technological’과도 연결되어 있다. 

‘smith’, ‘seyfang’, ‘community’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involved’, ‘production’, ‘projects’와 연결되기도 한다. 

〔그림 4-35〕 ‘social innovation’ 본문유형 ‘13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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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그림 4-36〕에 한 해석으로 ‘14년도 연관단어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 ‘new’, ‘change’, ‘different’, ‘system’은 상호 연관된 단어들

이며, 이들은 ‘process’와 연결되어 ‘analysis’, collective’, 

‘being’등까지 연결되기도 한다. 

○ ‘technology’또는 ‘technological’은 ‘related’, ‘economic’, 

‘knowledge’, ‘approach’와 연결되며, ‘movement’, ‘role’, 

‘policy’와 연결되기도 한다. 특히 ‘policy’는 ‘water’, 

‘management’와 접한 연결이 존재한다. 

○ ‘action’은 ‘perspective’, ‘institutional’, ‘structuration’은 

접한 연결관계를 갖는다. 또한 ‘understand’, ‘need’, 

‘order’, ‘analysis’등과도 유의한 관계를 지닌다.

〔그림 4-36〕 ‘social innovation’ 본문유형 ‘14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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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첨부파일 분석

(1) ‘social’ 관련 중심단어 분석

핵심단어 ‘social’관련 중심단어를 연도별로 추정하여, 관련 주제를 추

정하고자 한다. 해석은 생략하며, 그 결과는 〈표 4-21〉와 같다. 

‘00~‘04 ‘05~‘08 ‘09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science 167 0.6067 new 118 0.5616 innovation 235 0.5953 
new 92 0.5874 innovation 128 0.5483 new 87 0.5928 

change 163 0.5840 change 103 0.5472 environmental 106 0.5883 
economic 90 0.5820 sector 52 0.5457 economic 108 0.5710 

process 108 0.5782 economic 118 0.5430 change 109 0.5675 
system 70 0.5725 way 56 0.5400 group 50 0.5671 

structure 55 0.5702 process 66 0.5381 problem 72 0.5613 
research 64 0.5694 organization 76 0.5352 organization 68 0.5590 

community 49 0.5691 model 87 0.5349 public 34 0.5581 
relations 77 0.5669 people 41 0.5344 system 60 0.5579 

‘10 ‘11 ‘12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economic 160 0.5950 economic 122 0.5978 community 65 0.5955 
new 116 0.5765 development 105 0.5795 innovation 182 0.5893 

enterprise 441 0.5752 network 77 0.5701 environmental 137 0.5826 
change 118 0.5722 process 78 0.5697 new 92 0.5824 

development 102 0.5681 change 158 0.5691 organization 97 0.5823 
community 103 0.5676 way 66 0.5675 economic 98 0.5797 

environmental 132 0.5675 society 58 0.5671 change 177 0.5776 
based 66 0.5642 group 58 0.5668 local 84 0.5773 
value 89 0.5618 system 56 0.5663 management 80 0.5755 

system 67 0.5594 study 96 0.5627 company 65 0.5716 
‘13 ‘14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change 293 0.5829 new 174 0.5875 

new 126 0.5768 economic 186 0.5849 
process 114 0.5751 innovation 483 0.5837 

innovation 315 0.5734 policy 150 0.5799 
resource 96 0.5713 change 293 0.5788 

community 138 0.5698 process 172 0.5741 
economic 162 0.5692 approach 162 0.5740 

study 138 0.5675 research 246 0.5705 
development 127 0.5655 system 154 0.5642 
organization 141 0.5641 development 140 0.5631 

〈표 4-21〉 ‘social’연관 첨부파일 연도별 주요 중심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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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cial innovation’ 관련 연관단어 분석

본 절에서 핵심이 되는 분석으로 ‘social innovation’와 동일 문장에

서 활용되는 연관단어를 추정하며, 〔그림 4-37〕은 첨부파일에서 주제어 

연관단어들의 워드 클라우드에 해당한다. 

〔그림 4-37〕 ‘social innovation’ 첨부파일 연관단어 워드 클라우드

연관단어를 연도별로 분류하여 빈도 및 중심성에 따라서 산점도로 표

현한 것이 〔그림 4-38〕에 해당하며, 상세한 해석은 생략하도록 한다. 

연도별 연관단어 가운데 신규로 유입된 것들을 정리한 표가 〈표 4-22〉

에 해당하며, 상세한 해석은 생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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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단어 빈도 연도 신규단어 빈도 연도 신규단어 빈도 연도

entrepreneurship 13 2008 create 8 2009 media 27 2013
premium 13 2008 different 8 2009 government 21 2013

private 11 2008 enterprise 13 2010 form 14 2013
organization 10 2008 review 9 2010 individual 14 2013

policy 10 2008 management 8 2010 niche 14 2013
emissions 10 2008 sustainability 8 2010 organizational 13 2013
marginal 9 2008 functional 7 2010 project 13 2013

community 8 2008 improvements 7 2010 resource 13 2013
diffusion 8 2008 city 7 2011 food 12 2013

environmental 8 2008 actor 6 2011 carbon 12 2013
model 8 2008 energy 6 2011 seyfang 12 2013
value 8 2008 households 6 2011 future 11 2013
gains 8 2008 methodology 6 2011 need 11 2013
price 8 2008 adaptation 26 2012 creation 25 2014

nition 19 2009 climate 22 2012 perspective 25 2014
technical 18 2009 alliances 15 2012 concept 23 2014

term 14 2009 capacity 12 2012 socio 20 2014
example 12 2009 inclusive 12 2012 framework 20 2014

group 12 2009 micro 11 2012 concepts 20 2014
considered 10 2009 environment 10 2012 market 18 2014

idea 10 2009 cross 10 2012 understanding 18 2014

public 10 2009 adaptive 10 2012 entrepreneur 18 2014

characteristics 9 2009 communication 9 2012

impact 9 2009 related 9 2012

health 9 2009 collaboration 8 2012

provide 8 2009 complex 8 2012

quality 8 2009 paper 8 2012

service 8 2009

society 8 2009

〈표 4-22〉 ‘social innovation’ 첨부파일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

(3) 주요 관심연도 연관단어 분석

앞선 분석결과를 토 로, ‘social innovation’관련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는 ‘12년, ‘13년, ‘14년으로 해당 관심연도 별 연관단어 워드 클라우

드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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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2013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2014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그림 4-39〕 ‘social innovation’ 첨부파일 연도별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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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별 연관단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단어 상관관계

를 살펴보았다. ‘12년 연관단어에 한 네트워크는 〔그림 4-40〕에 해당

하며 상세 해석은 생략한다. 

〔그림 4-40〕 ‘social innovation’ 첨부파일 ‘12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그림 4-41〕은 ‘13년도 연관단어에 한 네트워크이며, 상세 해설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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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social innovation’ 첨부파일 ‘13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그림 4-42〕는 ‘14년도 연관단어의 네트워크이며, 상세 해석은 생략한다. 

〔그림 4-42〕 ‘social innovation’ 첨부파일 ‘14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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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ssistive technology

본 절에서 진행하게 되는 주제는 ‘assistive technology’으로, 핵심 단

어는 ‘assistive’, ‘technology’가 해당된다. 분석은 3~5절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1) 유형별 연도별 ‘assistive’ 연관 단어 분석

(2) 중심성 및 빈도 통계량에 기초한 연도별 10개 중심단어 선정

(3) 유형별 연도별 ‘assistive technology’ 연관 단어 추정

(4) 빈도 및 중심성 통계량에 기초한 연도별 50개 연관단어 선정

(5) ‘assistive technology’ 연관 단어 중 연도별 신규단어 추정

(6) 연관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분석

가. 자료수집현황

자료는 ‘Science Direct’사이트에서 ‘assistive, technology’로 검색

되는 페이지에 수집한다. 그 결과는 〈표 4-23〉과 같다. Case1은 

‘assistive’ 단어가 포함된 문헌 수를 의미하고, Case2는 동일 문장에 

‘assistive technology’가 함께 포함된 문헌 수를 의미한다. 문헌 수는 

‘08년부터 증가되기 시작하였으며, ‘12년도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으

로 생각해볼 수 있다. 수집결과가 부족한 연도의 경우 유의미한 분석결과

를 위해서 통합하도록 한다. 즉, ‘02~‘05년, ‘06~‘07년을 통합하여 분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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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Case1. assistive Case2. assistive technology

제목 본문 첨부파일 제목 본문 첨부파일

2002 7 9 6 7
2003 1 4 11 2 9
2004 1 19 15 1 13 12
2005 3 11 16 3 10 16
2006 2 11 16 2 9 14
2007 2 7 15 2 4 14
2008 7 33 34 6 30 33

2009 3 27 41 2 25 36

2010 7 36 41 6 27 38

2011 9 42 45 4 33 42

2012 10 42 64 9 36 60

2013 6 60 70 2 52 66

2014 7 42 57 2 28 54

〈표 4-23〉 ‘assistive technology’ 연도별 수집 현황

나. 제목 분석

(1) 연관단어 분석

‘assistive’, ‘technology’ 두 개의 핵심단어가 동시에 활용된 제목유

형에서 연관단어는 〈표 4-24〉와 같으며, 전체 연관단어는 부록에 수록하

였다.

수집된 제목의 수가 적은 이유로, 단어 별 빈도가 부분 1에 해당된

다. 연도별 빈도가 2개 이상인 단어의 경우를 중심으로 연구의 주제를 개

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목은 ‘12년도 가장 많았으며 총 9개에 해당

한다. 주로 사용된 단어는 ‘system’, ‘control’, ‘tongue’, 

‘neuromuscular’, ‘disease’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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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06~‘07 ‘08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technology 108 0.8089 technology 37 0.7593 technology 103 0.8201 
disability 30 0.6690 life 5 0.6795 people 31 0.7018 

rehabilitation 27 0.6682 physical 10 0.6472 device 32 0.6672 
training 25 0.6637 health 7 0.6355 system 16 0.6582 

user 22 0.6611 disability 4 0.6322 user 24 0.6472 
wheelchair 19 0.6600 medical 4 0.6253 disability 23 0.6442 

service 19 0.6559 device 15 0.6194 rehabilitation 22 0.6336 
people 18 0.6408 management 2 0.6113 health 14 0.6269 

mobility 14 0.6382 people 2 0.6113 care 10 0.6202 
health 13 0.6322 practice 5 0.6077 researchers 8 0.6182 

‘09 ‘10 ‘11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technology 128 0.8049 technology 67 0.7657 technology 80 0.7381 
health 15 0.6422 disability 30 0.6606 device 45 0.6944 
device 25 0.6389 device 21 0.6513 disability 28 0.6679 

disability 28 0.6328 home 12 0.6484 system 23 0.6645 
research 19 0.6172 system 15 0.6437 user 18 0.6471 

studies 7 0.6160 people 17 0.6318 people 20 0.6334 
people 23 0.6142 needs 8 0.6286 service 15 0.6249 
home 16 0.6134 used 14 0.6275 using 12 0.6249 

system 16 0.6076 care 11 0.6275 computer 14 0.6178 
development 18 0.6047 medical 8 0.6235 physical 17 0.6163 

‘12 ‘13 ‘14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technology 162 0.7939 technology 292 0.7564 technology 166 0.7482 
device 38 0.6655 device 91 0.6665 care 59 0.6421 
system 19 0.6617 system 49 0.6571 device 91 0.6386 
based 20 0.6602 disability 114 0.6527 system 33 0.6365 

people 28 0.6337 research 69 0.6462 user 41 0.6354 
research 17 0.6210 user 44 0.6345 disability 49 0.6300 
patients 21 0.6195 people 47 0.6308 using 31 0.6263 
persons 14 0.6172 based 44 0.6173 social 28 0.6257 

disability 29 0.6154 rehabilitation 76 0.6123 health 24 0.6233 
needs 17 0.6116 new 34 0.6122 people 30 0.6232 

〈표 4-25〉 ‘assistive’연관 본문유형 연도별 주요 중심단어

다. 본문 분석

(1) ‘assistive’관련 중심단어 분석

핵심단어 ‘assistive’관련 중심단어를 추정하며 방법은 3~5절과 동일

하다. 그 결과는 〈표 4-2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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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device’, ‘disability’가 주로 연관된다.

○ ‘02~‘05년에 ’wheelchair’와 ‘mobility’가 중심단어로 등장하

였다.

○ ‘11년도에는 ‘computer’, ‘12년도에는 ‘patients’, ‘person’, 

‘14년도에 ‘social’등은 신규로 등장한 중심단어이다. 

(2) ‘assistive technology’관련 연관단어 분석

본 절에서 핵심이 되는 분석으로 ‘assistive technology’와 동일 문장

에서 활용되는 연관단어를 추정하며, 〔그림 4-43〕은 추정된 연관단어들

을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4-43〕 ‘assistive technology’ 본문유형 연도별 연관단어

추정된 연관단어를 연도별로 분류하고, 빈도 및 중심성에 따라서 산점

도로 표현한 것이 〔그림 4-4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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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단어 빈도 연도 신규단어 빈도 연도 신규단어 빈도 연도

system 7 2007 children 6 2010 cost 13 2012
function 6 2007 activities 5 2010 funds 13 2012

ergonomics 6 2007 current 5 2010 sickness 13 2012
functionality 6 2007 level 5 2010 process 11 2012
environmental 16 2008 staff 5 2010 providers 10 2012

barriers 11 2008 two 5 2010 time 10 2012
accessible 10 2008 commercial 5 2010 atd 10 2012

types 10 2008 youth 5 2010 first 9 2012
cognitive 8 2008 multiple 12 2011 germany 9 2012

design 8 2008 lancioni 12 2011 proceedings 9 2012
help 8 2008 pervasive 9 2011 severe 34 2013

impairments 8 2008 reilly 9 2011 review 33 2013
including 8 2008 environment 7 2011 mobile 25 2013

participation 8 2008 post 7 2011 brain 23 2013
related 8 2008 sigafoos 7 2011 profound 21 2013

researchers 8 2008 stimulus 7 2011 self 20 2013
results 8 2008 data 6 2011 participants 19 2013

dementia 8 2008 digital 6 2011 speech 19 2013
disabled 14 2009 injury 6 2011 york 19 2013

home 14 2009 interfaces 6 2011 m.f 19 2013
persons 12 2009 person 6 2011 adults 15 2014

international 11 2009 state 6 2011 robotics 10 2014
elderly 11 2009 singh 6 2011 assist 9 2014

countries 11 2009 provision 24 2012 different 9 2014
crpd 11 2009 patients 20 2012 improve 9 2014

needs 10 2009 dmd 19 2012 interaction 9 2014
developing 8 2009 financing 16 2012 impairment 8 2014
individuals 8 2009 application 14 2012
resources 8 2009 atds 14 2012

problems 14 2012

(3) 〈표 4-26〉는 선정된 연관단어 중 연도별 신규단어를 정리한 표이다.

〈표 4-26〉 ‘assistive technology’ 본문유형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

(4) 주요 관심연도 연관단어 분석

위 분석결과를 보면, ‘assistive technology’관련 연구가 활발했던 시

기는 ‘12년, ‘13년, ‘14년임을 알 수 있다. 각 시기별 연관단어를 추정하

여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한 것이 〔그림 4-45〕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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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2013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2014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그림 4-45〕 ‘assistive technology’ 본문유형 연도별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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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심 연도 별 연관단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관관계를 살

펴보았다. 

〔그림 4-46〕는 ‘12년도 연관단어의 네트워크이며, 아래와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 ‘disability’는 ‘control’, ‘multiple’과 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

며, ‘people’과도 연결이 이어진다. 또한 ‘using’과 연관되어, 

‘mobility’, ‘associated’와 간접적으로 연결되게 된다.

○ ‘device’라는 단어는 ‘multiple’과 가장 접한 관계를 갖으며 

‘patient’, ‘service’, ‘dmd’ 등과 유의한 연관관계를 갖는다. 

○ ‘people’은 ‘social’, ‘service’와 접한 상호 연관관계를 갖는

다. 또한 ‘needs’와 연결되어 ‘complex’, ‘medical’, 

‘children’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되게 된다. 

〔그림 4-46〕 ‘assistive technology’ 본문유형 ‘12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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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는 ‘13년도 연관단어의 네트워크이며, 아래와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 ‘disability’, ‘persons’, ‘rehabilitation’, ‘research’ 등을 중

심으로 하여 모여 있는 단어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의 군

집을 형성하고 있다.

○ ‘device’는 ‘disability’, ‘computer’, ‘communication’, 

‘rehabilitation’, ‘system’과 유의한 연관관계를 갖는다. 

○ ‘climate’는 ‘vulnerability’, ‘action’, ‘institutional’ 그리고 

위의 군집과 유의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림 4-47〕 ‘assistive technology’ 본문유형 ‘13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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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8〕는 ‘14년도 연관단어의 네트워크이며, 아래와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 ‘disability’는 ‘persons’, ‘people’등과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단어와 연결은 비교적 약한 단어임을 알 수 있음

○ ‘device’는 ‘care’와 가장 접한 연관관계를 갖는데, 이는 다시 

‘elderly’, ‘work’, ‘professional’과 연결되기도 한다. 또한 

‘user’, ‘disability’와 비교적 접한 연관관계를 갖는다. 

○ ‘people’은 ‘interaction’과 연관관계가 있는데, 이는 다시 

‘robotics’와 간접적으로 이어진다. 

〔그림 4-48〕 ‘assistive technology’ 본문유형 ‘14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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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첨부파일 분석

(1) ‘assistive’관련 중심단어 분석

핵심단어 ‘assistive’관련 중심단어를 연도별로 추정하여, 관련주제를 

추정하고자 한다. 해석은 생략하며, 그 결과는 〈표 4-27〉와 같다.

‘02~‘05 ‘06~‘07 ‘08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technology 107 0.8064 technology 28 0.7900 technology 72 0.8146 
training 9 0.5372 activity 9 0.7364 people 20 0.6440 

education 8 0.5329 system 5 0.6683 device 24 0.6294 
research 11 0.5197 support 4 0.6607 including 9 0.5987 

device 22 0.5169 model 6 0.6455 environmental 9 0.5949 
given 2 0.5154 better 3 0.6402 related 7 0.5912 

information 4 0.5141 performance 2 0.6307 mobility 21 0.5885 
science 2 0.5054 assistance 2 0.6267 user 15 0.5793 

learning 8 0.5050 given 2 0.6267 disabilities 9 0.5740 
ms 7 0.5047 improve 2 0.6267 application 6 0.5697 

‘09 ‘10 ‘11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technology 95 0.7527 technology 78 0.7617 technology 79 0.7376 
device 21 0.6362 device 27 0.6734 device 38 0.6536 

disabilities 22 0.6115 using 12 0.6246 ability 6 0.5912 
home 8 0.5989 disabilities 27 0.6114 persons 12 0.5871 

people 19 0.5923 study 7 0.6019 people 11 0.5801 
impairments 8 0.5842 new 8 0.6011 human 6 0.5748 

research 13 0.5745 self 5 0.5967 home 15 0.5739 
help 6 0.5734 research 5 0.5966 activity 6 0.5729 

medical 3 0.5673 people 16 0.5944 information 6 0.5720 
cognitive 6 0.5648 rehabilitation 15 0.5940 disabilities 18 0.5708 

‘12 ‘13 ‘14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technology 168 0.7631 technology 258 0.7385 technology 194 0.7383 
user 30 0.6549 device 68 0.6221 device 95 0.6549 

people 28 0.6517 people 28 0.6035 care 61 0.6072 
device 32 0.6249 system 24 0.5960 user 30 0.5878 

disabilities 18 0.6023 user 21 0.5939 disabilities 34 0.5722 
design 16 0.6016 research 19 0.5834 used 26 0.5709 
needs 15 0.5935 participants 14 0.5727 elderly 27 0.5621 

wheelchair 7 0.5860 needs 14 0.5679 people 20 0.5595 
based 13 0.5837 disabilities 45 0.5654 new 19 0.5519 

patients 17 0.5721 based 15 0.5620 technol 15 0.5514 

〈표 4-27〉 ‘assistive’연관 첨부파일 연도별 주요 중심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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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ssistive technology’관련 연관단어 분석

본 절에서 핵심이 되는 분석으로 ‘assistive technology’와 동일 문장

에서 활용되는 연관단어를 추정하며, 〔그림 4-49〕은 첨부파일에서 주제

어 연관단어들의 워드 클라우드에 해당한다. 

〔그림 4-49〕 ‘assistive technology’ 첨부파일 연관단어 워드 클라우드

첨부파일 유형을 상으로 한 ‘assistive technology’의 연관단어를 

추정하고 연도별 산점도를 그리면 〔그림 4-50〕에 해당하며, 연도별 신규

단어는 〈표 4-2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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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단어 빈도 연도 신규단어 빈도 연도 신규단어 빈도 연도

activity 8 2007 older 6 2009 profound 16 2013

rehabilitation 6 2007 accessibility 5 2009 travel 14 2013

sports 6 2007 living 5 2009 review 11 2013

function 5 2007 homes 5 2009 speech 11 2013

model 5 2007 cooperation 5 2009 participants 11 2013

system 5 2007 income 5 2009 systematic 10 2013

wheelchair 5 2007 resources 5 2009 right 10 2013

daily 5 2007 software 8 2010 special 10 2013

ergonomics 5 2007 using 7 2010 physical 9 2013

functioning 5 2007 choices 5 2010 factors 9 2013

including 8 2008 mouse 5 2010 analysis 8 2013

clinical 8 2008 robot 5 2010 being 8 2013

environment 8 2008 reilly 9 2011 usability 8 2013

environmental 8 2008 environments 8 2011 relationship 8 2013

barriers 7 2008 multiple 8 2011 technol 10 2014

control 6 2008 pervasive 8 2011 experiences 9 2014

design 6 2008 elderly 7 2011 aging 9 2014

used 6 2008 sigafoos 7 2011 robotics 8 2014

cognitive 6 2008 journal 6 2011 kollak 8 2014

countries 16 2009 extending 6 2011 benefits 7 2014

developing 11 2009 lancioni 6 2011 tools 7 2014

crpd 11 2009 nancing 11 2012 staff 7 2014

persons 10 2009 application 9 2012 technological 7 2014

international 9 2009 process 9 2012 forecast 7 2014

provide 8 2009 time 9 2012 soc 7 2014

available 8 2009 patients 8 2012 reported 6 2014

low 6 2009 cost 8 2012 sources 6 2014

needs 6 2009 assistance 7 2012 focus 6 2014

provision 6 2009 rapid 7 2012

〈표 4-28〉 ‘assistive technology’ 첨부파일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

(3) 주요 관심연도 연관단어 분석

앞선 분석결과를 토 로, ‘assistive technology’관련 연구가 활발했

던 시기는 ‘12년, ‘13년, ‘14년으로 해당 관심연도 별 연관단어 워드 클

라우드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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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2013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2014년 연관단어            파랑색 : 신규단어

〔그림 4-51〕 ‘assistive technology’ 첨부파일 연도별 워드 클라우드



제4장 복지수요의 도출과 복지기술의 적용 현황 및 전망 (2): 빅데이터 분석 177

이 시기 별 연관단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단어 상관관계

를 살펴보았다. ‘12년 연관단어에 한 네트워크는 〔그림 4-52〕에 해당

하며 상세 해석은 생략한다. 

〔그림 4-52〕 ‘assistive technology’ 첨부파일 ‘12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그림 4-53〕은 ‘13년도 연관단어에 한 네트워크이며, 상세 해설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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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 ‘assistive technology’ 첨부파일 ‘13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그림 4-54〕는 ‘14년도 연관단어의 네트워크이며, 상세 해석은 생략한다. 

〔그림 4-54〕 ‘assistive technology’ 첨부파일 ‘14년 연관단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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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빅데이터 분석의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건복지 요구와 과학기

술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정책 제안의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과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는 신 가치 창출의 기 를 가지고 시작하였

다. 본 연구의 상이 되는 보건복지의 과학기술 관심 분야는 

‘gerontechnology’, ‘welfare technology’, ‘care technology’, 

‘social innovation’, ‘assistive technology’로 총 5 가지로 선정하여, 

이에 해서 연도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

헌들은 최근 2~3년 사이 증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geronte

chnology’는 수집된 문헌 수가 과거에 비해서 ‘14년에 크게 증가하여 

관심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주제 단어와 관련된 수집 문

헌 수 역시 최근 2~3년 사이 약 2 배가량 증가하였다. 

’14년도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자주 사용된 단어는 ‘health’로 건강에 

한 관심 높았으며, 이에 매칭되는 과학기술은 ‘care technology’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4년도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는 과학기술은 

’gerontechnology’이며, 매칭이 되는 보건복지 요구는 ‘usage’, ‘self’ 

‘efficacy’ 등으로 추정되었다. 

수집된 문헌들은 형태소 단위 즉, 개별 단어 단위로 분리하여 주제 단

어와 연관된 것들을 추정하였다. 연관의 정도를 측정하는 통계량은 ‘빈

도’와 ‘중심성’을 활용하였다. 빈도는 주제 단어와 함께 사용된 횟수를 의

미하고, 중심성이란 다른 단어들과의 활용에 한 용이성을 의미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주제 단어에 한 주요 연관 단어 리스트를 연도

별로 분석하였는데, 이들은 향후 주제 관련 단어 사전으로 활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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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추정된 연관 단어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여, 

‘Jaccard Index’를 이용하여 이에 한 유의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주제 

단어와의 연관성이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

를 통해서 해당 연도의 연구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장점으로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의 활용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활용성은 연관단어 사전구축에서 기 할 수 있다. 주제어 연관단어 

리스트를 단어 사전으로 구축하게 되면, 향후 연구에서는 구축된 단어 사

전을 기초하여 본 연구보다 상세한 분석결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제어 연관 단어 중 관심도가 높은 단어에 한 집중적인 분석이 가

능할 수 있다. 

둘째, 보건복지 과학기술 지식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하여 구축된 단어 사전은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풍부한 지식 사전이 되면, 국내의 관련 분야의 연구와 그의 활용을 위한 

정보 탱크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셋째, 주제에 한 연구흐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비용 및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수많은 

문헌을 직접 수집하고, 읽고, 정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한 본 연구에서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

고 있으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장점과 함께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복합명사에 한 정확한 판별이 불가능했

다는 점이다. 이에 한 안으로 동일 문장에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을 

복합 명사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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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료수집 상이 한정적이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

는 ‘science direct’라는 사이트에서만 수집된 자료가 활용되어, 분석결

과가 사이트 편향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새롭게 제시되는 과학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본 연

구는 주제로 선정된 5 가지 과학기술에 한 보건복지의 요구를 추정할 

수 있었지만, 보건복지 요구에 매칭되는 주제이외 구체적인 과학기술을 

추정할 수 없었다. 이 한계는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에 사용되었던 검색

어보다 구체적인 검색어를 제시하는 방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주요 연관단어와 주제어를 활용하여 자료 수집의 범위

를 구체화시킨 후 수집 및 분석의 단계를 수행한다. 이후 분석 과정에서 

보건복지 전문가의 단어 검증단계를 새롭게 추가하여, 추정된 단어들 중 

구체적인 과학기술 명칭 추정에 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선정한다. 이

렇게 선정된 단어들 위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새롭게 제시되는 과학기술 명칭 추정이 가능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건복지와 과학기술 간의 주제 단어와의 연관성이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둘 사이의 상관관계의 추정을 통하여 미래 연구 흐

름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제 분석 시스템이 구축되어 지속적인 연구에 도움이 되고 보

건복지 정책 등을 위하여 활용이 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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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개발 연구의 배경 및 목표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보건

복지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및 작업환경의 건강성을 확

보/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복지-기술 

융합의 필요성 및 함의를 제시하고, 미래사회변화 트렌드에 기반하여 미

래 복지연구개발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DBdiscover가 도출해 낸 보건복지의 미래 수

요는 건강과 돌봄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이러한 결론은 본 연구에서 살

펴 본 보건정책의 트렌드 분석에서도 알 수 있었다.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써 인구구조변화와 기후변

화에의 응이 있겠다. 이는 각 국가의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와 정책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보건정책

에서도 이 두 가지 메가트렌드는 향후 보건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짓

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각 국의 보건정책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두된 것은 의료비증가 및 복지비용의 증가를 어떻게 조

절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의 증

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양비의 증가는 한정된 복지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정책 이슈로 등장할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 복지요구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이슈 및 
연구개발 동향과 정책과제

<<5



186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비용, 의료비

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복지제도적 측면과 과학기술적 측면 두 가지 면에서 앞으로 더욱 논의되

어야 할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 정책 상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방식

-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과를 증진시켜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는 방안

과학기술적 접근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과

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과를 측정/예측/검증 하는 작업을 통해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미래 보건복지수요에 응하는 연구개발 이슈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보건복지수요 중에서 이번에는 

‘건강’에 한 수요와 관련한 연구개발로 한정하였다. 



제5장 우리나라의 미래 복지요구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이슈 및 연구개발 동향과 정책과제 187

제2절 연구개발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첫

째, 보건복지 수요변화와 보건정책의 트렌드를 살펴본다. 둘째, 주요 보

건복지 수요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본다. 셋째, 연구개발 이슈

를 도출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세부과제는 다음의 프로세스와 방법론으로 진행한다.

〔그림 5-1〕 연구프로세스 및 방법

특히 본 과제에서는 보건복지수요에 응하는 연구개발 전략을 기술 

그 자체의 개발전략에 두지 않기로 한다. 어떤 기술이 유망할 것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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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망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국가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부

분이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는 유망기술 리스트를 도출해 내는 것 보다

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 어떤 연구개발체계 속에서 어떤 부분

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어야 하는지 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사업’(복지부),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사업’(산업부) 또는 ‘공공복지안전사업’(미래부) 등과 같은 정책사업을 통

해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한 투자를 해왔다. 그런 반면에 보건복시서비스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상용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기술, 연구 그 자체에 머무는 기술들이 많다는 의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재정투자의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현장에서 제기되는 수요와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영역,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가 서비스 현장에 투

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짚어 보고, 안을 제

시하는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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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복지수요와 정책변화

1. 보건복지 환경 변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우리나라의 인구변화는 앞에서 이미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다른 주요한 환경변화를 다룬다.

가.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온난화,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면

서 인체의 건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쓰나미

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개인이나 단일 국가의 노력이 아닌 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국

제기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화

석연료 사용 등으로 인한 활동들이 이산화탄소나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

를 발생시켜 지구의 평균기온을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있다. 2007년의 연

구에 따르면 1750년부터 현재까지 발생된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양은 각

각 36%, 148%가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 (EPA, 2007). 이렇게 발생된 

온실가스는 공기와 바닷물의 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와 공기

오염 등을 발생시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전염병을 증가시키는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원

을 살펴보면 교통수단, 농업, 화석연료, 삼림벌채 등 다양한 곳에서 배출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며 여러 국가의 

공통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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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태풍이나 홍수 등 극단적인 날씨 현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물과 토양,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주된 위

험을 우리나라 맥락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폭염

기후변화의 표적 현상인 폭염의 경우 심장이나 호흡계 질환을 악화

시키는 직접적 요인이 되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2003년 여름 유럽에서 발생한 폭염의 경우 약 7만명의 사망자를 발생시

키기도 했다. 높은 기온은 공기중 오존이나 다른 오염물질의 발생을 촉

진시키는 역할도 하는데 도시지역에서의 공기오염은 매년 약 120만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다. 폭염은 꽃가루와 같은 공기중 알러지 물질을 발생

시키며 이는 전 세계 약 3억명의 알러지 및 천식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

치고 있다.

2) 물 부족

기후변화는 불규칙적인 강수량을 야기시키고 빙하를 녹이는 등 물부족 

현상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1990년에 15억명이 물부족으로 인해 고통받

았다면 이 숫자는 2050년에는 30~60억명에 달할 전망이다. 2090년에

는 극한 가뭄현상이 발생할 빈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질 것이며 가뭄을 겪

는 땅의 면적도 10~30배 늘어날 것이라 예측된다. 또한 깨끗한 물에 

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위행문제를 야기시켜 이에 관련된 설사병과 같은 

질병의 발생이 더 늘어날 것이다.

3) 자연재해

1960년 이후로 이상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 발생 수는 세 배로 늘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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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특히 비시설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매년 약 6만명

의 사상자를 내고 있다. 강수량의 변화폭이 커짐으로 인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힘들어지고 있고 이는 위생에도 문제를 발생시켜 

설사병 등을 통해 매년 220만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에는 물 부족으로 인한 가뭄과 기근이 발생하기도 한다 (Arnell & 

Lloyd-Hughes, 2014).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심

해지고 있고 이는 수원을 파괴함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할수 없도록 만들 

뿐 아니라 모기와 같이 전염병을 야기하는 곤충들로 하여금 더 빠르게 번

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 직접적으로는 가정과 의료시설

을 파괴하고 신체적 외상 혹은 익사를 야기하기도 하며. 기온 상승과 불

규칙적인 강우량으로 인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영야공급과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영양실조로 인해 발생하

는 연간 사망자 수는 약 350만명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4) 전염병

날씨가 더워짐으로 인해 곤충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활동 지

역 또한 넓어짐으로서 결과적으로 수인병 전염병이나 곤충매개 질병의 

발생확률을 높이게 된다. 특히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질병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매년 약 백만명의 사상자를 내는 말라리아 역시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 만연할 것으로 보이며 2080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뎅기열 노출 

환자가 20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를 통해 전 세계 부분의 인구가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성인보다는 어린아이와 고령자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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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기후변화로 인한 인체 영향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Climate Change and Human Health

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1) 만성질병에 한 부담 증가

질병에 한 부담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에서 장기적인 질병

(가령, 만성신부전증이나 당뇨병)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

령인구의 장기적인 만성적 질병의 질병률 및 그로인한 장애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치매노인인구의 증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2개 

이상의 만성적 질병에 고생하는 인구의 증가가 미래의 보건서비스에 중

요한 도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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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위험요인 증가

위험요인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흡연, 음

주, 비만이 이에 해당된다. 흡연율의 경우 상당히 많은 감소를 보였는데, 

이에 조기 사망 비율을 낮추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외에 새

로운 위험요인으로 음주, 비만 및 체중과다가 제기되고 있다. 비록 그 비

중은 적으나, 알콜 관련 질병율(간암)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간암 사망률 중 3분의 1이 음주로 인한 것이었으며, 영국의 경우 술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만의 경우 비만 인구 비율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이 반전되지 

않는다면, 향후 비만으로 인한 질병(당뇨병, 심장병, 관절염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건강에 한 관심 증 와 높은 서비스 수준에 한 기  증가

국민의 보건 및 복지서비스에 한 기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및 서비스 수요자들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민간서비스

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웹사이트 혹은 SNS 등 정보통

신기술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에 한 접근이 개선되기를 요구하고, 서비

스 제공자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개선되기를 기 한다. 더불어 환자

들간 정보공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제공되기를 기 한다. 그리

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선택권이 부여되어 좀 더 편리하

고 수요자 개개인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 한다. 

보건의료서비스체계의 개선에 한 요구가 높아지는 배경에는 정

보통신기술, 교통기술의 발전도 빼 놓을 수 없다. 인터넷의 성장과 

철도 및 항공산업의 발전은 지역 간, 국가 간 이동을 보다 쉽게 만들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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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서비스 정책 트렌드 

가. 방향 : 비용저감 및 서비스의 효과 증대

인구구조변화, 건강에 한 관심증 ,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질병의 등

장 등은 보건복지서비스의 수요증가 요인이 된다. 이러한 보건복지서비

스의 공급주체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서구 각국의 사회서비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

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러한 재정위기는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3〕 연간 보건의료지출과 GDP 성장률: 2000-2008년 

자료: OECD(20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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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공중보건에 있어 주요 관심사는 비용이다. 2008년 미국

의 일인당 의료지출액은 7,358달러로 다른 OECD국가의 평균인 3,060

달러(구매력에 따라 조정된 수치임)에 비해 높아 세계에서 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다(OECD 2010a).

미국은 OECD국가 중 2, 3번째로 의료비 지출이 높은 노르웨이(일인당 

5,003달러)와, 스위스(일인당 4,627달러)보다도 50퍼센트 이상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OECD 2010a). GDP에서 의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은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매년 3.4퍼센트씩 증가해 왔다. 이는 총 

GDP의 연간 증가율인 1.2퍼센트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이다(그림 2-6). 

다른 OECD국가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에, 슬로바키아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11퍼센트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다. 더욱 유의할 점은 미국과 종

종 비교되는 뉴질랜드(4.7퍼센트), 영국(4.6퍼센트), 네덜란드(4.3퍼센

트), 덴마크(3.7퍼센트), 스웨덴(3.6퍼센트) 등의 국가들 역시 미국보다 

더 빠른 의료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미국에서 연평균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GDP 성장률의 세배인 데에 비해, 포르투갈은 여섯 배, 이

탈리아는 다섯 배이다. 

미국에서 소위 “비용곡선의 기울기를 낮추는 것”은 공급 측면인 서비

스 비용 절감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의료비 절감과 관련된 효율성 

제고가 증가하는 수요에 한 완벽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

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 지출은 GDP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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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30년 증가량 증가율

전체인구 310,233 373,504 63,271 20.4%

연령별 인구

18세 미만  75,217  87,815 12,598 16.7%

18-24세  30,713  34,059  3,346 10.9%

25-44세  83,095  95,242 12,147 14.6%

45-64세  80,980  84,296  3,316  4.1%

65-84세  34,478  63,347 28,869 83.7%

85세 이상   5,571   8,745  2,994 52.1%

자료: US Census Bureau(2008); Garman, A.., Johnson, T. & Royer, T.(2010: 33)

〈표 5-1〉 미국의 연령별 인구증가: 2010-2030년

(단위: 천명) 

65세 이상의 노인이 미국 인구의 13퍼센트, 일본 인구의 22퍼센트를 

차지한다(Arai 2009; US Census Bureau 2008). 이탈리아와 독일의 인

구는 일본에 근접했는데 두 국가 모두 20퍼센트를 차지한다(OECD 

2010b). 

이러한 보건의료서비스 재정의 문제는 고령화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OECD의 전망에 따르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13개 국가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00년 국가 

GDP의 19%에 해당하는 비용이 여기에 사용되었고 이 비용은 2050년까

지 GDP의 26%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Garman, A.., Johnson, 

T. & Royer, T., 2010).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표적인 국가의 예

로서 한국을 들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 치료

에 들어간 비용은 2005년 1,306억원에서 2011년 9,994억원으로 6년간 

665.2%가 증가했고,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2005년 1,570억원에서 

2011년 2조 1,31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2년 기준 전체 인구 1인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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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진료비에 비해 65세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약 3.2배를보였고 

이 격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들은 고령화로 인해 지출해

야 할 비용을 예측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고 이러한 과정중에 Dutch 

study, American study와 같은 예측 방법론들이 생기기도 하였다 

(Dang, Antolin & Oxley, 2001; Cutler & Sheiner, 1998).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국민의료비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복지부. 2012c) 

〔그림 5-4〕 GDP 대비 국민의료비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2012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OECD Health Data 2014 인용

이러한 경향을 보이게 된 배경에는 고령화가 미친 영향이 크다. 이와 

더불어 재정악화의 가속화가 우려되는 이유는 저출산 경향의 심화로 인

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이다. 감소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2010년 기

준 세계 6위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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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감소율 

자료: 통계청, 2012b, 생산가능인구의 변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미래세

에게 현세 에 발생된 비용을 전가하는 셈이 된다. 

고령인구의 증가가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존재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구 각국의 고민과 다르지 않다. 특히, 만성질환

은 고령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고령자들은 성

인에 비해 만성질환에 시달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령 인구가 증가할 경

우 전반적인 질병의 양상이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경우 완치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

다. 노인의 인구가 증가되면 국민의 노후생활이 장기화되고 사회보장 비용

도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경제성장률과 조세 

수입에 악영향을 미치고 복지비용은 증가하게 된다(곽채기, 2001). 

당뇨, 심장병, 심장마비, 고혈압과 몇몇의 암과 같은 생활방식과 관련

된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의 숫자는 인구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건강에 해

로운 식사, 부족한 영양, 주로 앉아서 지내는 생활방식과 흡연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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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유병률

(2003-2023년)
의료비 증가

(2003-2023년)

전체 만성질환 42% $ 2.9조

당뇨병 53% $ 2,980억

고혈압 39% $ 6,150억

심장질환 41% $ 7,580억

뇌졸중 29% $ 620억

*자료: Bodenheimer, Chen & Bernett(2009: 9)

〈표 5-2〉 만성질환 관련 유병률 및 의료비 지출 증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질환의 부담은 은 하게 증가하여, 삶의 

질과, 의료비용, 고용비용(낮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라이프스타일 

질병의 증가는 가까운 미래에 인구증가를 앞지를 것이다. 미국에서의 한 

연구결과를 보면, 2003년과 2023년 사이에 인구가 29퍼센트 성장하는 

반면 당뇨병을 앓는 미국인은 53퍼센트, 심장질환은 41퍼센트, 고혈압은 

39퍼센트, 뇌졸증은 29퍼센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Bodenheimer, 

Chen, and Bennett 2009, Garman, A. et. al., 재인용).

인구구조변화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한 정책적 개입뿐만 

아니라, 더욱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활방식의 전환이다. 식습관, 생

활습관을 바꿔서 만성질환의 증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

금가지 보건의료 정책적 서비스는 의료적 치료/처방에 지나치게 의존하

고 있다.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의료가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나, 행동적, 환경적 접근에 한 관심도 증 되어야 한다. 예

를 들어 주로 앉아서 지내는 생활방식은 비만, 고혈압, 심장질환에 관련

된 위험요인인데, 이 때 보건의료서비스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비만, 고

혈압에 한 약 처방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운동량을 늘여주기 위한 다

양한 방법의 모색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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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초점

1) 건강증진 및 관리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비스 증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 및 환경적 요인들에 

한 관심 및 국민들의 생활방식 및 행태에 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

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관련 연구자료를 살

펴보면, 여전히 국가 보건의료서비스체계에서 질병치료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고령인구의 증가와 만

성적 질병에 한 부담 증가는 모든 연령에 한 1차 예방의 중요성을 의

미한다. 이러한 노력은 건강수명을 늘리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 비영리부문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작은 규모와 자원 부

족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다. 

건강 증진의 경우 정보제공만으로 그 효과를 기 하는데 한계가 존재

하며,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 및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행동경제학에 

한 인식이 요구된다. 건강 증진은 국민들이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지원

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령, 사회네트워크 혹은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 금

연, 다이어트 등을 촉진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건강 증진 촉진 활동은 건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하며,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좋은 출발점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현재 가족 및 어린에 한 서비스는 파편적으로 제공

되고 있다. 파편화된 서비스 제공은 건강 예방에 있어서 모든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상이한 집단에 상이

한 접근이 요구될 경우, 특별한 조치가 요구될 경우 이를 고려하여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에 한 적극적

인 개입도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정신건강을 육체적, 물리적 신체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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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해서 다뤄왔는데, 이는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자들을 공공 보건서비

스체계에서 배재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신건강 서비스와 신체적 질

환에 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종합적 서비스외에, 국가차원의 건강증진에 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어

떻게 제공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 건강불평등은 해결해야 할 우

선과제가 된다. 모든 일반 국민을 상으로 건강 증진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계할 경우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

다. 사회적 요인에는 교육, 지역, 직업 등과 같은 요인들이 들어갈 수 있

는데, 다음 그림은 교육과 건강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5-6〕 교육수준과 수명과의 관계

자료: 서울시 건강불평등 현황과 추이, 2012, 서울시 건강격차해소 정책방안 심포지엄 자료

교육 외, 지역과 건강불평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조사에서, 서울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 주민의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과 소득수준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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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낮은 지역의 사망률에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 발표

자료, 2012). 이는 향후 국민의 전반적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질

병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개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한 관

리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7〕 서울시내 자치구별 사망률 현황과 격차

자료: 서울시 건강불평등 현황과 추이, 2012, 서울시 건강격차해소 정책방안 심포지엄 자료

2) 자가 건강관리/ 홈케어 증  (Self Care)

국가차원의 긴축 재정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지역기관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서비스에 긴축 재정은 서비스 전

달기관이 서비스 수혜자격 요건을 더 강화하도록 한다. 이는 국민들의 서

비스 수요에 충분히 응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 서구 국가들에서는 셀프케어 및 홈케어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홈케어는 고령자 혹은 복잡한 질병이나 불치병을 가진 환자들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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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활, 건강증진, 질병예방, 물리치료 등을 제공한다(Shepperd & 

Iliffe, 2002). 최근 여러 사회적 현상의 변화로 인해 이 홈케어에 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수명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최근 유럽 

지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수 십년 간 기  수명이 빠르게 상승해 왔

고 이와 함께 고령자들의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상

승할 전망이라고 한다(European Commission, 2006). 많은 수의 고령

의 만성질환 환자들의 거동이 불편해지며 집에 머물게 되었고, 정신질환

을 가진 환자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멀리 떨어진 병원까지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은 고령

의 환자들은 상급 의료기관보다는 자신의 가족이나 비공식적 보호자

(informal carer)들이 집이나 지역사회와 같은 친숙한 공간에서 간호해

주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European Commission, 2006).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 2,3차 의료기관과 더불어 홈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기준 노인 알츠하이머 환자는 800,000명이

며 이는 LTCI의 지원을 받는 인구 236,000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사실 2009년 말 기준 요양시설 수는 노인 62명 당 1개에 불과했다. 또한 

장기요양 시설의 부족과 더불어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도 부족한 실

정이다. 특히 80세 이상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인구학적 추이를 

고려하면 장기요양 서비스의 필요성은 더욱 증 될 것이다. 한국에서 80

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현재 인구의 2%에서 2050년에는 14%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더불어, 여성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의 비중 감소는 가정 기반의 서비스 범위를 더욱 줄이고, 

잘 발달된 장기요양 인프라 마련의 필요성을 증 시킬 것이다. 한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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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한국의 장기요양에 한 공공지출이 2050년에는 OECD 평

균인 GDP의 2.4%-3.3% 수준보다 높은 3%-4%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

했다(Oliveira M. & Maisonneuve, C., 2006). 이는 병원 중심의 ‘의료

화된’ 보건서비스 외에도 가정과 지역에서 건강증진/관리를 위한 ‘비의료

화된’ 보건서비스에 제공이 필요하며, 여기에 홈케어와 커뮤니티 기반의 

보건서비스 제공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독일과 일본에서 부분의 노인들에 한 보호는 가정과 공식보호와 

비공식보호의 결합으로 제공된다(Rechel et al. 2009; Campbell, 

Ikegami, and Gibson 2010). 두 나라는 모두 노인들의 보험 담보범위

(보험 커버리지)와 공평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에 의해 자금이 제공

되는 장기요양보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장기요양을 위한 공공부문에 

의한 자금의 3분의 2 이상이 양호시설에 사용되는 미국과 달리, 독일과 

일본은 사람들이 가능한 오래 가정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

는데 보다 많은 자금을 사용한다. 독일은 가정에서의 치료(예를 들어 

home help)와 몇몇 제한된 가정 밖에서의 치료(예를 들어 야간 치료, 단

기간 양호시설 입원)을 포함하는 현금 보조금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그 중 한가지나 전부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은 오직 직

접적인 서비스의 제공만을 지원한다.

비공식보호의 제공은 노인들에 한 사회와 가정의 도움을 만들어 내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욱이 모든 보호가 공식적으로 제공된다면, 

가정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증가를 고려했을 때, 공식적인 보

호제공자들이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공식적인 보호에 

한 일반적인 비판은 그것이 비공식적인 보호 제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

닌 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상호 보완적

이고, 함께 사용되었을 때, 노인에 한 가능한 서비스를 넓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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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chel et al. 2009). 현금 보조금과 직접 서비스 제공 모두 공적자

금을 사용하여 비공식적인 보호를 체하는 것이 아닌 보충하기 위해 사

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Campbell, Ikegami, and Gibson 2010).

유럽 국가들 또한 노인 인구가 더 오래 가정에 머물도록 인프라, 사회

적 지지 서비스, 저차원적이고 전체론적(holistic)이며, 비의료적인 전략

들을 제공한다. 노인들이 부분의 보살핌을 가정에서 받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community)에서는 자원들이 일반적으로 근처에 위치시키고, 음

식과 살림살이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는 근처의 가게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유럽 도시의 중교통 인프라는 노인들이 타고 다니기에 

쉬우며, 많은 버스정류장과 기차정류장이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이러한 방안의 모색은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반드시 생의학

적 요인만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한다. 

홈케어와 의료 시스템간의 긴 한 협력관계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들간의 협력이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환자들이 재입원하는 경

우가 발생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사회로 돌아와 적응을 못하

거나 제 로 된 후속 치료를 받지 못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회전문 

현상(revolving-door syndrome)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환자 기자 

명단이 늘어나고, 중복된 진단이나 치료, 요양 및 재활의 장기화 등을 야

기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국가들은 보건 정책관리를 통하여 국가적

인 차원에서 홈케어와 의료 시스템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미래에 있어서 “가정”은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수요자의 가정이 서비스 제공 장소로 활용될 수 있

다. 이러한 방식은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 가족의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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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쇠한 환자, 

치매환자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와 관련하

여 홈케어 서비스의 경우 고령인구에 한 주거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되

는데, 고령인구에 해 서비스 제공자와의 접근성이 좋은 공동주택을 제

공함으로써 항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장소의 규모와 범위 확장에 자원이 활용되어야 하

며, 지역사회 기반 시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서비스 상자들의 서비

스에 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3) 기술의 활용과 근거기반 서비스 강화

신약개발 및 의료기계의 발달 등 의료기술의 발달은 국민보건 및 성과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질병초기에 질병이 진단됨으로써 국민의 

삶을 연장해주며,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준다. 또한 의료기술 발달은 다

양한 환경에서 보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가령, 

정신질환의 경우 과거 병원 입원 상태에서만 진료가 이루어졌던 반면, 

이제는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더불어 의

료기술 발달로 입원보다는 외래진료를 증가시켜 입원기간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획

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환자와 서비스 상자가 서

비스제공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에 원격의료 및 원격관리 등 정보통신기술(스마트폰 어플, 온라인 서비스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환자는 그들의 건강상태와 진단 

및 처방과 관련하여 데이터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테이터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와 테이터는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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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정에 활용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서비스에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의 사

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상용화된 것은 아님). 

〔그림 5-8〕 스마트 홈 

스마트홈은 여러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집안의 기구들을 자동화시켜 조

명, 난방, 환기, 보안시설 등을 자동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을 이

용하여 전자기기들을 어디서든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고 인터넷으로 연결

이 가능한 기기의 수와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편리성은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져 최근 빠른 속도로 이용자 수가 늘고 있다. 스마트홈은 의료서비스

와 연계되어 특히 노인들이나 장애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정기검진을 위해 의료시설로 이동

하는데에 큰 불안감과 장애감을 느낀다고 한다 (Cheek et al., 2005). 스

마트홈의 여러 응급보조시스템, 보안시스템, 낙상방지(fall prevention)

시스템과 여러 경보 시스템 등을 통해 이들이 다른 인력에 의지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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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스마트홈은 IT, BT, CT, NT등의 첨단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며 인구고

령화와 같은 현상들이 수요를 발생시켜전 세계의 연구기관이나 학, 기

업 연구소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표적인 

스마트홈 사례로서 시스코의 “Internet Home”, 콜로라도 주립 의 

“Adaptive House”, 마이크로소프트의 “EasyLiving” 등이 있다.

〔그림 5-9〕 사물인터넷 〔그림 5-10〕 웨어러블기기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란 여러 기기들이 클라우드서비

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기술이 의료분야에 적용될 경우, 사람의 몸에 여러가지 형태로 부착된 

센서가 신체정보를 수집, 실시간으로 의료제공자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이상신호가 감지될 경우 응급서비스를 

호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 경우 혈압이나 맥박과 같은 검진을 스스

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또 실시

간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검사의 질은 좋아지고 비용은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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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병원인 Florida Hospital Celebration 

Health에서는 간호사가 착용하는 뱃지에 센서를 넣어서 간호사의 위치

를 추적, 분석을 하여 이에 기반하여 간호사 인력을 배치하였다. 이를 통

해 간호사들의 시간 활용을 더 잘 파악하고 업무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구글은 콘택트렌즈에 포도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넣은 ‘스마

트렌즈’를 개발했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은 자신의 포도당 수치를 측정

하기 위해서 피를 뽑아서 측정해야 하는데 피부 감염과 같은 직접적인 영

향 뿐만 아니라 피부를 바늘로 찌르는데서 오는 부담감을 수반한다. 구글

은 눈물을 통해 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렌즈에 삽입하

였고 이 렌즈는 1초에 한번씩 포도당 수치를 측정하여 사용자의 스마트

폰에 결과를 전송할 수 있게 해준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기술들은 수요를 자극하는 또 하

나의 요인이다. 이전에는 치료불가능 했던 질병이나 증상이 기술을 활용

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면, 기술은 기존의 치료에 한 

수요를 변화시키는 “ 체효과”를 가진다. 체적인 기술이 치료의 과정, 

가치 혹은 결과를 향상시키는 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고관절 

치환 수술의 경우, 외과적 과정을 최소화시킨 방법들이 회복시간에 한 

걱정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을 사람들을 새로운 수요층으로 만든다.

4) 보건의료서비스와 보건/환경/주거서비스가 통합된 보건복지서비스

의 필요성 증가

의료비용의 절감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신속한 조기 진단 및 

처방을 가능케 하는 예방적 활동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서

비스와 주거서비스를 비롯한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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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은 서비스 상자의 개개인의 수요에 응하여 그들의 니즈

를 충족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거주지 중심 혹은 가정에서의 의료서

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서비스 

상인 환자 및 수요자가 서비스 설계 및 서비스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미래 서비스 수요에 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

해 서비스 수요자에게 적절한 지원과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는 수요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제품설계와 서비스 창출 과정에 수요자들의 참여는 수요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과정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의사와 환자의 협력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는 의사결정과정에 서비스 수요자 및 환

자가 참여하고, 환자들의 경우 그들 스스로 자신의 질환 및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 환자 및 서비스 수요자들을 서비스 제공과 수여라는 수동적인 관계

의 서비스 상자에서 능동적인 적극적 결정자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

러한 서비스 디자인은 ‘자가 관리 (self care)’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

우 더욱 필요하다.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보건-환경-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

서 수요를 통합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빈약한 

지역(농어촌)에서 큰 의의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정책에 건강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Health in All Policies’를 도입하였다. 1986년의 오타와 선언에서 모

든 사람들의 건강에 한 권리를 선언한 이후 아델레이드 선언, 순스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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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자카르타 선언을 통하여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모든 정책에서 개인의 건강문제

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며 정부의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하는 다부문 협

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보건정책에 관련된 다부문 위원회

(interdepartmental committees)의 역사로 미국과 영국을 보면, 1904

년 영국의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Physical 

Deterioration과 미국의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Nutrition for National Defense를 들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다부문 

협력은 부처간 협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건강에 생태환경, 작업장 구조/

환경, 물, 주거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의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

래와 같이 종합적으로 도식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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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생태/경제적 요인

자료: IDeA, 2010; 서울시 건강격차해소 정책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2012, 재인용

건강문제는 여러 부문에 걸친 책임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 부

처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전문 분야의 지식과 참여를 필

요로 한다. 이때 다부문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부처간의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각 부처에 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수 있다. 

남호주 정부는 증가하고 있는 건강 비용, 고령자들의 부담, 만성질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xComm이라 불리는 Executive 

Committee of Cabinet을 세우고 SASP(South Australia's Strate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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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을 추진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환경, 커뮤니

티, 웰빙, 교육, 혁신 등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요구한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의 건강, 특히 질병 예방에 관한 부처간 협력을 도모

하기 위해 2004년 Public Health National Committee(CNSP)를 만

들었고 이는 경제, 환경, 지역사회, 웰빙, 교육, 혁신 등의 분야를 모두 포

함한다.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처로는 보건, 사회, 교육, 학, 보

안, 안보, 법, 경제 및 환경 등이 있다.

여러 부문의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부처간 이해

도를 높이고 서로 중복되는 업무영역을 제거하여 비용을 줄이고 자신의 

부처의 이해만 중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2006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sALTo

라 불리는 공동예산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비엔나 시 도시계획과(Vienna 

City Department for Urban Planning)의 주도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

는 고령 인구의 삶의 질과 이동성, 건강 향상을 위하여 26만유로의 예산

을 지방정부와 건강부처에서 공동으로 조달했고, 도시관리부문, 비엔나 

건강증진국(Viennese health promotion agency), 외부 계약자들과 

지역 정책 입안자, NGO와 주민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이로 인

해 보건부처와 도시계획부처의 파트너십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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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미래 보건복지 수요 대응 연구개발 이슈

1. 고령자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가. 국내 고령자 돌봄서비스 현황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과 복지수요의 증가로 고령자, 어린이, 산모, 저

소득계층 등에 한 서비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발

표한 노인보건복지사업의 경우, 2011년 기준 다양한 돌봄종합서비스와 

맞춤형 운동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서비스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 2011).

〈표 5-3〉 노인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구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목적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
정된 노후 생활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한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서비스 
상

소득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150%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120% 이하
연령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기타 노인장기요양 등급의 A, B 장기요양등급외관정차

서비스 내용

- 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
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
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
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가사일상생활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
매, 청소, 세탁 등(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 서비스 상자 본인(노인)의 활동 및 일
상생활지원에 한정하며, 신반 활동 지
원서비스 없이 가사일상생활지원 서비
스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

- 건강상태 점검(분기1회): 전체 상
자들을 상 로 체성분 검사, 기초
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주 3
회, 1회 90분): 노인‧장애인을 상
으로 결과 밴드를 이용하여 안정성
을 확보하고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균형성 및 교차성 발달 지원을 하
는 유산소 운동

자료: 보건복지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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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비스의 증 가 공공 재정지출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면, 정부

가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재정투자의 효과를 확실히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나.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노동경감과 서비스 효과증대

고령자의 돌봄서비스 수요의 확 와 더불어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수립

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돌봄서비스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고령자와 초고령자들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을 부양하고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인 가족이 분열되면

서 젊은층과 고령자의 거주공간이 멀리 떨어지고, 고령환자를 진료해줄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

서 간호사나 비공식적 서비스 제공자(가족 등)의 수가 부족해지고 있다.

최근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복

지업의 비중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2010년 기준 보

건·사회복지업의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 4.7%, 미국 12.5%, 영국 

12.4%, 일본 9.4%, 독일 11.7%로 한국이 상 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

내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및 고령화 진전에 따라 간병, 보육 

등 돌봄 분야는 수요가 커 향후 일자리창출 발전 가능성이 큰 유망분야로 

적극적으로 육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분의 돌봄서비스는 

제도화수준이 낮고, 비공식부문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종사자의 경우 저

임금 등 근로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비공식 가족내 역할로 간주되던 돌봄기능의 약화로 이를 

체·보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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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봄노동시장 규모는 6개 서비스부문 약 468,518명으로 추정되고 있

는데, 공공부문 종사자 약 20만명, 민간부문 종사자 약 29만명으로 추산

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1)

돌봄서비스의 공급의 문제점은 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공

공부문 돌봄서비스 제공자는 부분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취업되며, 급

여도 낮은 편이다43). 둘째, 돌봄서비스 시장에 민간기관이 참여하면서 영

세기관이 난립하고, 과당 경쟁과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점이

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돌봄서비스 노동이 저임금 노동으로 고착화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나, 현재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는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돌

봄인력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한데,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한 한 연구에서는 2009년 현재 일주일 평균 4.9일, 주당 평균 30.3시간

을 근무하고 있었으나, 주당 4일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도 22.8%에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경우는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로 평균 43.8시간이었으며, 이어

서 가사간병도우미서비스 33.3시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30.5시간, 장

애인활동보조 32.8시간 등의 순이었다.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일주일 평균 

23.3시간, 노 인돌봄서비스는 22.0시간으로 가장 근로시간이 적었다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돌봄노동시장 노동의 질이 낮은 가운데, 이에 응하는 정책적 개입은 

거의 부분 제도적 개선 측면에 그치고 있다. 기술적 지원을 통해 노동경

감과 서비스이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은 아직까지 많지 않다. 

43)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에서 7,500원 사이의 수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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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문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고령친화 
요양산업

시설요양서비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
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복지용구 제공 및 지원서비스

예방지원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질병상담 및 관리서비스, 영양개선서비스, 운동
기능향상서비스

고령친화 
의약품
산업

신경계용약 치매용제, 알츠하이머용제

사성의약품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당뇨병치료제

순환계용약 고혈압용제, 동맥경화용제

해열진통소염제 해열진통소염제

안과용제 안과용제

전립선치료제 전립선치료제

종양치료제 종양치료제

고령친화 
식품산업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두부류 또는 묵류, 전통･발효식품
(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포함)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 
화장품
산업

기초 제품류
노화방지 화장품(주름개선 및 완화), 피부미백 및 검버섯 제거 화
장품, 자외선 차단 및 방지 화장품

색조제품류 피부색 보정 화장품

바디제품류 피부 건조 및 가려움 개선 화장품, 체취 방지용 화장품(데오도란트, 향수류)

헤어케어류 탈모 방지용 화장품, 염모용 화장품 

〈표 5-4〉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다. 돌봄서비스 연구개발 이슈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관련한 연구개발 이슈는 두 가지이다. 첫째, 

돌봄서비스의 노동을 경감시키거나,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

발, 둘째, 돌봄서비스의 효과를 증 시키기 위한 서비스 및 제품의 효과

검증 및 신기술 개발 연구개발 등이 주요 이슈로 탐색될 수 있다.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연구개발은 부분 고령친화산업 또는 고령친화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218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산업 부문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고령친화 
의료기기

산업

치과 분야

치과용금속, 치관용재료, 의치상재료, 치관용근관 충전 및 치료
재, 치과용접착 및 충전재료, 치과용인상재료, 치과용왁스, 치과
용모형재료 및 매몰재, 치과용 연마재료, 보철재료, 치과용매식재
료, 예방치과재료, 보철물분리재료

재활 분야
정형용품, 부목, 정형 및 기능회복용기구, 환자운반차, 시력보정
용안경, 시력보정용렌즈, 보청기, 인체조직 및 기능 치품

진단 분야
의료용엑스선장치, 비전리진단장치, 방사선진료장치, 체온측정용
기구, 혈액 검사용기기, 혈압검사 또는 맥파검사용기기, 검안용기
기, 청력검사용기기, 지각 및 신체진단용기구 

치료 분야
의료용침 , 호흡보조기, 내장기능 용기, 이학진료용기구, 개인
용전기자극기, 침 또는 구용기구, 의료용자기발생기

고령친화
용품산업

개인건강･
의료용품

건강측정용품, 호흡기 치료용품, 투약용품, 욕창예방용품, 온열･
한냉용품, 안마기, 자극기, 한방기기, 신발･의류, 신체보호용품

기능저하
예방용품

유산소운동용품, 근력운동용품, 기능훈련용품, 근력 및 운동기능 
측정용품

이동기기
한 손 조작 보행용품, 보행보조기, 복지차량, 수동휠체어, 전동휠
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변환용구, 리프트, 보행보조기 부속품, 휠
체어 부속품, 자동차 개조용 부품

목욕용품 목욕보조용품, 기타 목욕 용품

배변용품 배변처리기, 기저귀 용품, 화장실 용품

침구용품 침 , 매트리스･모포 및 베개, 침 용 탁자, 침 부품

가사용품
취사용품, 세척용품, 식사용품, 청소용품, 의류제작 및 수선용품, 
탁자

주거설비용품
조명기구, 의자용가구, 수납가구, 가구높이조절장치, 안전손잡이, 문･창･
커튼 개폐장치, 주택용 건축부품, 수직승강장치, 건축물용 안전장치

정보통신기기
시각용품, 청각용품, 발성용품, 그리기･글쓰기 용품, 전화기･통화
용 기기, 신호표시기･경보기

여가용품 완구, 게임, 스포츠용품, 악기, 사진용품, 수공예용품, 애완용품

고령친화 
금융산업

장수리스크
개인연금(즉시연금보험 포함), 기업연금(퇴직연금), 주택연금(역모
기지) 제도

건강리스크 건강보험(암보험, 상해보험 포함), 장기간병보험

재무리스크 자산관리서비스(PB, WA, FP)

고령친화 
주거산업

주택 개보수 주택 개보수

고령자주택공급 고령자 주택공급

고령친화 
여가산업

스포츠 경기업, 정보업, 시설운영업

문화
고령친화방송, 영화, 음악 및 공연, 공예, 문화오락센터, 기능성
게임, 정보 제공 웹사이트

관광/레저
국내관광, 해외관광, 복권, 카지노, 경마, 놀이공원, 고령친화 휴
양단지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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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인구의 증가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고령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증가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연평균 14.2%의 성장을 보이며 시장 규모는 약 125

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그러나 현재의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는 다양한 고령자의 보건복지수

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협소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 

고령친화 의료기기의 경우, 명확한 범위나 정의가 아직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특정한 질병의 의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고

령자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의료

기기를 고령친화 의료기기로 볼 수 있겠다. 휠체어, 척추보조기기 등과 

같은 재활보조기기가 표적인 것이라 하겠다.

향후 우리나라에도 현재의 고령친화산업 또는 보조기기의 범위를 넘어

서는 다양한 기술과 제품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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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전라남도 IT기술 활용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전남도는 2010년부터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해 IT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를 확  추진하고 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서비스'는 홀로 사는 가정에 화재 및 가스 누출 감지센서, 응급호출기, 

활동 감지센서 등을 설치해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

생시 관할 소방서나 지역돌봄센터로 자동 연결해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이 가능하

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2010년 광양 1,500세 를 시작으로, 2011년 

강진·무안 2개 시·군 3,200세 , 2012년 곡성·고흥 2개 시·군 3,000세 를 추가

하여 총 5개 시·군 7,700세 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3년에는 나주·함평 각 

1,500세 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 내 전 시·군으로 확 할 방침이다.

2011년의 경우 응급안전 돌봄시스템을 통해 40명에 이르는 노인이 위기상황

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화재 및 가스 누출감지센서 작동으로 큰 사고를 막은 경우

도 46차례에 달하였다고 보고된다. 전남도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사업 

이외에도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및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을 실시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인력이 주 1~2회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안전

을 확인하고, 정서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전남도의 경우 온라인의 IT

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 돌봄시스템과 오프라인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연계해 독

거노인에 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례:　프랑스 알데바란사의 휴머노이드 로봇 돌보미 “로미오”

휴머노이드 로봇 로미오는 사람과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있으며, 노인들의 일

상 활동을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로미오는 노인들이 걷는 것,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문을 열거나 짐을 나르는 것을 돕거나 신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목소리를 

감지하여 행동하고 짧은 화까지 나눌 수 있다. 키 140cm, 몸무게 40kg으로 탄

소와 고무섬유로 제작되었다. 2005년 설립된 알데바란사가 3년간 연구 끝에 처음

으로 내놓은 “나오”는 학과 연구기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구용으로 사용되

고 있으며, 키 58cm로 작지만, 2008년 시판 이후 5,000개 이상의 판매를 달성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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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을 통한 가임기 전후 여성에 대한 서비스 강화

가.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보건서비스 정책44) 

19세기에 서구에서는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사망인구가 줄어들어 인구가 빠르게 상승하자 인구 억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0년  ‘적게 낳아 잘 기르자’, 1970

년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  ‘둘도 많다’ 등

의 표어로 표되는 인구정책은 큰 효과를 가져왔고 1980년 에는 출산

율이 2.83명까지 하락했다. 이처럼 높은 출산수준을 낮추기 위해 정부 차

원에서 인구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로 인해 출산율이 과도하게 낮아져 

200-년 부터는 1.1 의 출산율을 보이게 되었고 이후 정부는 다시 출

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전까지 각국의 정부는 주로 사회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육아 등의 환경을 개선시켜 출산율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직접적 요인인 불임에 관하여도 관심을 기

울이고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불임이란 부부가 자녀를 원하여도 12개월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거나 정상아를 출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Woods et al., 1991). 일반적으로 여성은 35세가 넘으면 생식능력이 

감소하는데 20  여성이 1년간 86%의 임신율을 보이는 반면 35세 이상 

여성의 경우 52%로 급격하게 낮아진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궁

염증, 자궁내막증, 만성골반염 등과 같은 불임을 유발하는 질환의 발생율

과 함께 자연유산율도 증가하게 된다. 남성 역시 45세가 넘으면 생식능력

이 감소하게 되는데 사회적 추세에 따라 고령임신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

44) 이 부분은 고려  정혜주 보건과학 학 보건정책학 교수의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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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나 비만, 운동부족, 환경오염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불임의 빈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Aral & Cates, 1983; Hirsh & 

Mosher, 1987; Jaffe, 1991).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적으로 불임 치료

수술에 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정부도 불임수술에 한 접근성을 높

이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다.

불임수술이 많아지게 되는 원인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흡연이나 비만,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불임빈도의 증가뿐 아니라 여러 요소

가 있다. 그 중 하나로 정책적 지원을 통한 불임수술에 한 접근성 향상

을 들 수 있다. 보조생식술에 한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 중 가장 큰 요인

은 경제적 요인이다. 고가의 시술비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등 부유한 나

라에서도 접근이 제한적이다. 이에 각국 정부들은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

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경제적 지원을 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노

력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원을 통한 시술 수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요인으로는 불임수술에 한 인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기존

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꺼려지던 불임수술을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받

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불임 관련 클리닉이 생겨나고 더 많은 접근이 이루

어지고 있다.

불임 치료수술은 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다. 세계최초의 시험

관 아기인 루이스 브라운은 1978년 영국의 의사인 스텝토와 생리학자 에

드워즈에 의해 태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5년 서울  장윤석 교수 

팀에 의해 처음 태어났고 그 이듬해인 1986년에 한생식의학회지(구 

한불임학회지)와 한산부인과학회지에 동시에 보고되었다 (김경례, 

2010).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을 유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과학의 진보

를 통한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혼

란을 발생시키는 기술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선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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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
원

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 이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전년도 동일 전년도 동일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맞벌이 
난임(불임)부부
지원 상자 

확

전년도 동일 

맞벌이 
난임(불임)부부 
자영업 포함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전년도 동일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체외수정시술

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전년도 동일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난임(불임)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전년도 동일

〈표 5-5〉 연도별 불임(난임)부부지원사업 개요(2006~2011)

불임부부를 상으로 하는 여러 시술 방법을 통틀어 보조생식술(AR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이라 한다. 현재 불임지원정책

은 저출산 국가에서 이 보조생식술에 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정책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불

임부부 지원사업”을 도입함으로 본격적으로 불임부부들을 지원하기 시작

했는데 이는 주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고가의 보조생식술에 보다 더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시행하여 저출산 

문제에 해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 ‘불임부부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보조생식술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2006년 이후 보조생식술이 필요한 난임부부들의 

경우 정책이 요구하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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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
원
내
용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시험관아기,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  
등 10여종) 
인공수정 

제외

전년도 동일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 

생식술(체외
수정시술,난
자세포질내정
자주입술 등 

10여종)
인공수정 제외

전년도 동일
전년도 동일

인공수정 
포함

전년도 동일

지
원
금
액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전년도 동일 전년도 동일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전년도 동일
인공수정 1회 

지원액: 
50만원, 최  

3회 지원

1회 지원액 : 
180만원 

(기초생활보
장수급자는 
300만원)  

인공수정은 
전년도 동일

최  지원 
횟수: 2회
(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전년도 동일 전년도 동일

최 지원 
횟수: 3회
(4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

전년도 동일

최 지원 
횟수: 4회

(단, 4회자는 
일반, 기초 

모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서울30%, 
자치단체50%

국가보조
(국비 

213억원, 
지방비 

252억원)

(국비 
142억원, 
지방비 

173억원)

(국비 
109억원, 
지방비 

148억원)

(국비 
121억원, 
지방비 

142억원)

(국비 
254억원, 
지방비 

299억원)

(국비 
301억원, 
지방비 

354억원)

2006년부터 시작된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시술을 받은 

건수는 2006년 19,136회, 2007년 14,700회, 2008년 13,267회였고, 

2009년에 지원 시술 횟수가 3회로 늘어남에 따라 17,691회로 지원횟수

가 증가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64,794회의 시술이 이루어졌

다. 2011년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는 총 30,356회가 시행

되었고 이로인해 9,289회의 임신이 이루어져 30.6%의 임신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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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출생아

는 총 33,184명이다.

연도별 시술 지원건수 임신건수 임신율 출산건수 출생아수

2006 19,137 5,987 31.3 4,048 5,453

2007 14,697 4,579 31.2 3,460 4,699

2008 13,262 4,236 31.9 3,366 4,535

2009 17,691 5,349 30.2 4,081 5,281

2010 24,961 7,801 31.3 4,482 5,714

2011 30,356 9,289 30.6 5,791 7,502

총계 120,104 37,241 31.0 25,228 33,184

〈표 5-6〉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실적

(단위: 건, 명, %)

 자료: 보건복지부, 2012b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2010년과 2011년 총 

65,140회의 시술을 지원했고 그 중 8,269회의 임신이 이루어져 총 

12.7%의 임신율을 보였다. 이 두 해 동안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으로 인해 태어난 출생아는 총 4,637명이다.

연도별
시술 

지원건수
임신건수 임신율 출산건수 출생아수

2010 31,681 3,911 12.3 680 822

2011 33,459 4,358 13.0 3,244 3,815

총계 65,140 8,269 12.7 3,924 4,637

〈표 5-7〉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
(단위: 건, 명, %)

 

자료: 보건복지부, 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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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임시술 중심에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서비스 확대로

1) 현행 불임수술 접근성의 한계

난임 부부 지원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은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

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상은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자이다. 선정기준은 2006년에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이하인 난임 부부를 상으로 1회 150만원씩 2회 지원이 

되었고 2012년에는 월평균소득 150% 이하(2인 가구 527만 원 이하)인 

난임 부부를 상으로 체외수정시술은 1회 180 만원씩 3회 지원, 4회째

에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회당 30만원, 4회

째에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체외수정 이전 단계인 

인공수정에 해서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당 5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체외수정 기준 시술비용의 

절반에 불과하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부의 불임지원사업의 만족도에 

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지

원 금액 의 확 를 요구하는 부문에서는 30만원이상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등 개인 부담액에 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지원 상으로 

지원되지 않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시술 횟수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

다.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체외수정은 평균 15,000건, 인공수정은 

평균 10,000건 정도의 시술이 난임부부들의 자비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체외수정은 약 450억원, 인공수정은 약 50억원 등 총 5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난임부부들의 자비로 부담되었다. 이는 정부지원을 받을 때 개인

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난임부부들이 2006년부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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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150만원이하 4.2 13.4 9.0 9.6 10.7

150-200만원 10.3 13.8 14.0 14.0 16.4

201-250만원 25.5 27.1 34.6 34.2 38.3

251-300만원 38.3 32.7 32.5 32.3 26.6

301-350만원 16.1 10.5 8.5 8.4 6.7

351만원이상 5.7 2.4 1.3 1.6 1.4

〈표 5-8〉 체외수정 시술비 분포
(단위: %)

년까지 시술비용에 사용한 자비를 모두 합산하면 1200억원이 넘을 것으

로 예상된다. 정부 지원과 별개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시술 비용에 

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 보장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난임검사 혹은 

배란촉진제 사용 등에 들어간 비용은 급여 상이지만 그 외 진단에 필요

한 여러 약물이나 검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급여 상이 아니다. 이로인

해 난임부부가 감당해야 할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난임 진료 현황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진료비 183억원, 

2010년 진료비는 203억원으로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원 사

업 이후 불임클리닉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 시술비용을 인상시켰고, 수정

란 이식 후에 사용되는 호르몬제를 생산하는 제약사의 경우 채산성이 맞

지 않아 생산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이로인해 난임여성들은 더 많은 비용

을 지불하여 수입약을 구입해야 했다. 또한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약을 구

입하여 복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이 때문에 다른 질병을 목

적으로 처방되는 약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와같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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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에 미친 영향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많은 도움이 되었다 47.5 43.2 42.6 68.9

도움이 되었다 31.3 38.7 39.7 9.3

그저 그렇다 16.0 14.8 14.1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6 1.0 1.9 21.8

무응답 1.6 2.3 1.8  

계 (N)
100.0
(1,332)

100.0
(1,261)

100.0
(1,633)

100.0
(233)

〈표 5-9〉 사업 수혜여성의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한 출산율 효과 평가
(단위: %)

제를 개선하기 위해 클리닉이나 병원에서의 중복 검사를 줄이고, 시술과

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을 확  적용할 필요

가 있다.

자료: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2010

지원 과정상의 불편한 점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체계에 한 난임부부들의 요구사항 분석 결과 

인공수정의 경우 본인의 부담금으로 시술을 받은 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63.5%, 지원 접수 방법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51.6%에 달했다. 이외 치료 예상비용, 치료 방법, 난임예방관련정보 등 

필요한 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들어 

체외수정의 경우 시술횟수의 증가나 지원금액을 늘리는 요구보다는 지원 

내용에 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로 미루어 보아 난임부부가 불임부부지

원사업에 지원하고 수혜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화하고 충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과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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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선방안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지원 금액 증가 28.6 25.6 26.1 36.5

지원횟수 증가 34.7 30.8 36.7 40.4

사업이후 실제시술비용 증가 2.8 2.0 2.8 6.4

지원철자가 복잡하다 0.6 0.5 0.5 3.3

지원 상 소득수준이 낮다 5.0 4.3 4.9 10.1

시술시 건강보험 적용 22.9 27.2 23.3 3.0

검사비용 건강보험 적용 4.8 9.4 5.1 0.0

기타 0.6 0.2 0.6 0.8

계
100.0
(2,524)

100.0
(2,245)

100.0
(3,541)

100.0
(1,860)

〈표 5-10〉 사업 수혜여성의 현행 부부지원사업 개선방안

 

   주: 중복 응답건  
자료: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2010

불임수술에 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근성의 제

한을 초래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 수술이 허용되거나 지

원되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생식여행

(Reproductive tourism)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국가적/산

업적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불임수술 

지원제도에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여러 환경과 시술의 특성을 잘 파악

하여 가장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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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년 2008, 2009년 2010, 2011년

여

성

요

인

체외수정시술 이외의 불임 치

료로 임신을 기 하기 어려운 

경우

1-1. 양측 난관 폐색

1-2. 중증 자궁내막증

1-3. 기타: 상세 사유 기입 (조

기 폐경 등)

2. 체외수정시술 이외의 불임 

치료에 의하여 2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2-1. 난관성형술 기왕력

2-2. 배란유도 기왕력

2-3. 인공수정 기왕력

2-4. 기타: 상세사유 기입요함

3. 원인불명 불임

3-1. 3년 이상의 불임기간

3-2. 부인이 35세 이상인 경우

연령

2~4일 배양후 5~6일 배양후

양호한

조건

양호

하지 

못한 

조건

양호한

조건

양호

하지 

못한 

조건

35세

미만
2개 3개 1~2개 2개

35~

39세
3개 4개 2개 3개

40세 

이상
5개 5개 3개 3개

1, 2, 3 사항은 2006년과 동일.

4. 이식할 최  배아 수

   (2008년부터 신설)
1, 2, 3, 4 사항

은 2008년과 동일

5. 양호한 배아

조건

6. 착상전 유전

진단

남

성

요

인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질환으로 인한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기능저하증

정관절제술 후 상태

정계정맥류

폐쇄성 무정자증

〈표 5-11〉  체외수정시술의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자료: “불임(난임)부부지원사업안내 (2006~2010),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2012), <보건복지
부>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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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2012b.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그림 5-13〕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2012b.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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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임수술의 한계

불임수술의 경우 몇가지의 위험성을 동반한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

면 체외수정 및 배아 이식술(IVF)의 부작용으로 인해 높은 확률로 다태아 

혹은 미숙아가 태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에서의 IVF로 인

해 탄생한 아이들중 3분의 1은 다태아 (32%는 쌍둥이, 7%는 삼쌍둥이 

혹은 그 이상)이고, 유럽의 경우 26%가 다태아 (24%가 쌍둥이, 2%가 삼

쌍둥이 혹은 그 이상). 평균적으로 3쌍둥이의 경우 6개월정도 먼저 태어

나고 체중이 2,500g미만이거나 정상체중의 절반인 경우가 잦다. 체중이 

2,500g미만인 신생아는 정상 체중의 신생아보다 조기에 사망할 확률이 

40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5-14〕 체외수정 및 배아 이식술과 다태아 출생률 국제비교

자료: Katz, Nachtigall & Showstack.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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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VF로인해 나타나는 단기적, 장기적 합병증은 주산기사망률

(perinatal morality), 정신지체, 학습장애, 행동 문제점(behavioural 

problems) 등을 수반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조산의 경우도 많은 합병증

과 만성질환을 유발할 확률이 높다. 이로인해 각 국가들은 ART시술시 이

식되는 배아의 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국가는 가이드라인이나 

권고를 통해, 또 어떤 국가는 법적 규제를 통해 배아의 수를 규정하고 있

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단일배아 이식 (SET,single embryo trans-

fer)을 정책적으로 규정하여 다태임신(multiple pregnancies)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벨기에는 첫 번째 시술시 단일배아를 

이식하는 경우에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스웨덴에서도 예외적인 상

황이 아니면 오직 하나의 배아만 사용하도록 지정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태임신을 줄이는데 성공적이라 평가받는다. 실제로 벨기에는 삼쌍둥이 

출산을 줄일 수 있었고 쌍둥이출산의 경우 7%가까이 줄었다. 영국의 경

우 인공수정배아관리국(HFEA)에서 지침을 관리하여 체외수정 시 2개의 

배아만 이식을 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생식의학회(ASRM)에서 

37세 이하 여성의 경우 2개, 40세 이하 여성의 경우 4개까지 배아를 이

식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35세 이하 여성의 경

우 1개, 35세에서 40세 사이의 경우 2개까지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

우 나이와 상환없이 3개의 배아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

터 여성의 나이와 배아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  이식 배아 개수를 규정하

고 있는데 양호한 조건일 경우 35세 미만의 여성은 2개까지, 35세에서 

39세까지는 3개 까지, 40세 이상은 최  5개까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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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2~4일  배양후   5~6일  배양후

양호한 조건 양호하지 못한 조건 양호한 조건 양호하지 못한 조건

35세 미만 2개 3개 1-2개 2개

35~39세 3개 4개 2개 3개

40세 이상 5개 5개 3개 3개

〈표 5-12〉 체외수정 시 이식할 최대배아수

   주: 양호한 조건 내역을 명시하여 이행하도록 규정
자료: 보건복지부, 가족건강사업 안내, 2010

IVF수술로 인해 다태아가 태어나는 경우 단태아에 비해 더 많은 비용

을 초래하게 된다. 출산 전에 발생하는 문제, 산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

제, 신생아와 관련하여 저체중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의 입원 빈도와 입원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제왕절개 분만 확률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높은 병원 비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높음은 당연하고, 3쌍둥이의 경우는 몇 배가 

높은 평균 $100,000 에 달한다. 4쌍둥이의 경우 평균 $1,000,000이 넘

는 비용이 든다. 이처럼 불임수술은 많은 비용들어가는 것이 분명하기에, 

여러 연구에서 IVF에 한 비용-효율성(cost-effective) 분석이 진행되

기도 하였다. IVF에 들어가는 비용은 배아의 수에 따라 다른데 평균 

4,202파운드에서 90,112파운드에 달한다. 이러한 직접비용 외에도 직장

을 쉬어야 하는 시간, 자녀양육비용 등의 간접비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IVF를 통해 발생하는 다태아 출산의 경우 가족들에게 재정적

인 부담을 지우고 산모우울증 및 부부간 갈등 문제 등을 야기시킬 가능성

이 높다.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인공수정 시술 지원 건수는 2010년 31,681

건이었고 이중 쌍태아가 272명, 삼태아가 9명이었다. 2011년 33,4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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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공수정 시술 중에서는 쌍태아가 1,086명, 삼태아가 42명으로 큰 폭

으로 늘어났다. 체외수정의 경우에도 2010년 2,340명의 쌍태아와 93명

의 삼태아, 2011년 3,178명의 쌍태아와 183명의 삼태아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46.1%의 쌍태아 출산율과 1.4%의 삼태아 출산율을 보

이고 있다. 이는 체외수정 특성상 다태아를 가질 확률이 높고 조산과 미

숙아 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높은 비용이 초래하여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기도 한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으로 인해 다태분

만을 하게 되는 경우 임산부에 한 관리와 더불어 출산 후에 한 책

도 필요한 실정이다.

3) 고위험 임신에 한 관리의 필요성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조산 발생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미숙아로 태어

난 아기들의 합병증을 치료하거나 돌보는데 가족과 사회의 큰 관심과 재

정이 필요하다. 

〔그림 5-15〕 산모 연령에 따른 미숙아 출산 위험비

자료: 김동식(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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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비율은 2000년 3.8%에서 2010년 5.8%로 증가하는데 0세아 

의료비는 2001년 1,787억원에서 2010년 3,580억원으로 2배 증가하였

으며(보사연, 2011b), 조산으로 인한 영아사망율은 전체 영아사망의 약 

58%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영아사망율은 6.3%로 전체 출생아 중 

30,356명 (2012) 이며, 전체 영아사망의 58%는 조산으로 인해 발생하였

다 (2011년, 약 1,435명).

〔그림 5-16〕 출생아 수 및 의료비 추이

 자료: 김동식(2011).

조산의 합병증은 일차적으로 부모와 가족에게 큰 정신적, 경제적 부담

을 야기하며, 의료 및 돌봄 서비스에 한 사회적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

인이 된다. 28주 이전 조산아에게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뇌성마비 

78.9배, 지체장애 10.3배, 정신분열증 4.5배, 자폐증 9.7배, 심리/행동

장애 10.5배, 기타 중증장애 19.6배, 직업능력 장애 7.5배로 알려져 있다 

(Beck et al., 2010; 통계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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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독증(임신성 고혈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독증에 한 

명확한 통계는 생산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3.4%의 임신중독증 

유병율이 나타나(1980-2010년 기간의 평균 유병율, Ananth, 2013), 우

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비중의 유병율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임신중

독증은 산모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므로, 임신 연령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향후 공공의료측면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난임의 증가와 이에 따라 여성건강 관리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데, 우

리나라 난임부부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2009년 난임으로 진단받은 사

람이 17만 7,000명에서 2013년 20만 1,000명으로 증가하였다(국회 보

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 발표자료, 2013).

난임의 증가 현상에 해서 우리정부는 지금까지 ‘난임=출생율 저하’

라는 관점에서 보조생식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

춰왔는데, 난임을 유발하는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위해요인 저감과 

건강관리능력 배양에 한 관심이 필요하다. 

20  여성이 1년간 86%의 임신율을 보이는 반면 35세 이상 여성의 경

우 52%로 급격하게 낮아지며, 남성 역시 45세가 넘으면 생식능력의 감소

로 난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임신연령의 증가로 

인한 난임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 (Aral & Cates, 1983). 

연령 이외에도 난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의 증가하고 있

는데, 이러한 건강위해요인 증가는 난임에 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이 불

임을 임신으로 전환시키는데서 벗어나, 호르몬 이상, 면역질환 등과 같은 

정신적, 신체적 요인의 관리와 개선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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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을 위한 연구개발 이슈

가. 장애인 생활 현황45)

일반적으로 장애는 손상(impairment), 기능상의 장애(disability), 그

리고 사회적 불리(handicap)로 구분한다. 현 사회에서 장애는 개인적

인 차원에서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의 손상이나 기능적인 장애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인식된다. 또한 universal design이나 barrier 

free의 개념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장애(barrier)을 극복하는 

것은 장애인 뿐 아니라 일반 중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장애에 

한 사회적 차원의 접근은 효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17〕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2013, 시.도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45) 이 부분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수행한 “복지-기술 연계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조
사”(2012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됨. 현장 조사는 김형태 서울기독  사회복지학

과 교수의 주도 하에 장애/요양/의료/교육/아동보육의 분야에서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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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장애인 수를 보면,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현실에서의 문제점 중 하나는 지체장애인에 비해 청각, 

시각, 언어 장애 등을 가진 사람들에 한 지원이 상 적으로 적다는 점

이다. 그러나 장애가 갖는 생활의 어려움은 어떤 장애유형이라 해도 막

하게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장애에 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적 손상(impairment)이나 기능상의 장애

(disability)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활동을 하는데 크게 제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장애(barrier)로 인해 장애인의 제반활동

이 크게 위축된다. 그 배경에는 첫째, 사회적 무관심이 있다. 큰 재정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장애

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분 사회적 무관심 

때문이다. 둘째,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재원을 투자하

는 것을 낭비라고 보는 인식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위축되고 후순위로 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장애

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 되기 위해서는 이에 한 투자가 결코 낭비가 

아니며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장애인 지원제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여 시각, 청각, 지체, 언

어장애인에게 보조기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

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기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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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신청대상자
지급품목

(사회복지기술)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이면서 시각, 청각장애(등급무

관),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

(1~2등급)(+근육병증 등 포함)

지체,뇌병변,심장-욕창 예방용 방석,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지체,뇌병변-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

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 , 자세보

조용구, 기립훈련기, 앙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시각-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 비디오

(독서확 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청각-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시각신호표시기

기타교부품복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사업

장애인

(시각, 청각,

지체, 언어

장애 등)

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장애인
총77개 품목

저시력보조기,보청기,체외용 인공후두, 전동휠체

어, 전동스쿠터,정형외과용 구두 등

수동휠체어,의자보조기,흰지팡이 등
차상위 또는 국민

건강 보험가입자

이면서 장애인

노인

장기요양

보험

차상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장애인

(시각,청각,지체,언어장애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상위일 경우 품목별 기준

액 범위 내 8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80%를 부담함

정보통신

보조기구

지급사업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요보호아동,

국가유공자등

스크린리더, 독서확 기, 음성출력기, 점자정보단

말기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입력보조기,특

수마우스 및 키보드등 약 50개 품목 기기구입가

격의 80%를 지원하며 본인부담 20%

〈표 5-13〉 재활보조기기 지원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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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신청대상자
지급품목

(사회복지기술)

산재

의료서비스

재활보조

기구지급　

산업재해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통되는 재활보조기구(의

자,보조기,기타보장구) 포함: 의자,보조기,구두,휠

체어,가발,욕창예방방석,집뇨기, 이동식리프트 등

보철구

지급사업

전산군경,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인

상지의지-어깨관절,팔,손의지 등

하지의지-엉덩이관절,넓적다리,무릅관절의지 등

기타-전자의수, 목발,인공후드,독서확 기,등

총 39종 254개 품목 보조기구 상한액까지 무상지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등록장애인 중 근로자

직업훈련생또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

정보접근-점자프린터, 확 독서기 등

작업기구-테이블,특수작업의자 등

의사소통-신호장치, 골도전화기 등

사무보조-음성메모기,수화기홀더 등 총 33개 품목

사업주에게 임 하고 고용해제시 기기는 공단에 반납

장애학생지원

사업에 따라서 교육 상,소득 

수준 등 이 다르므로 사업별로 

정확한 확인 필요.(유초중고 외

에도 학 및 전문 학 재학생

을 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급 자체가 장애인의 삶의 다양한 욕

구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보조기기만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지만, 이와 더불어 보조기기 자체가 가진 

기술적 한계, 디자인적 한계 또한 분명 존재한다. 다음은 보조기기와 관련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장애인이 응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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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가 있어도 ‘구입비용 때문에’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61.1%로 가장 많지만 이것을 제외하면 ‘적합한 장애인보조기구

가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17.2%로 가장 많다. ‘별 효과가 없어

서’, ‘사용이 불편’해서, 그리고 ‘미관상 흉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모

두 14.2%나 되었다. 즉, 비용문제가 아니라면 부분의 경우는 적절한 

장애인보조기구가 아예 없던지, 아니면 장애인보조기구의 기능이나 외관

이 적절한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양한 장

애유형의 욕구와 특성에 맞춘 적절한 수준의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과 

보급이 아직 미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신체기능 보조를 위한 보조기기 개발 필요성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의 필요성은 인간에 의한 지원 및 돌봄에 한 

의존을 낮추고, 돌봄제공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AT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활동 및 사회적 참여가 여전히 제

한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보통이상의 중증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제

한되는 정도가 더욱 심하다. AT와 관련된 지원(assistance)에는 3가지의 

패턴이 존재한다. 1) 오직 AT만 사용하는 경우, 2) AT와 더불어 인간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오직 인간에 의한 지원만 존재하는 경우이

다. 따라서 보조기기의 개발은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장애인의 신체적 기

능을 보조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노동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는 가족 또한 포함된다. 노인의 경우 비공식적 돌

봄제공자는 부분 배우자이거나, 자녀이며, 아이들의 경우 부분 그들

의 부모가 돌봄제공자이다. 돌봄제공자들은 신체적 혹은 감정적 피로, 스

트레스 등을 경험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비공식적 돌봄제공자들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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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스트레스는 의료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비공식적 돌봄제공자들의 서비스를 재정적 가치로 환산하

면 미국의 경우 일년에 35억불에 달하며, 캐나다의 경우 2억5천만불에 

달한다. 이러한 가치에 돌봄을 제공하는데 드는 시간에 활용될 수 있는 

경제적 생산성 손실 및 신체적, 감정적 부담을 제외함에도 저만큼의 재정

적 가치로 환산된다 (Assistive Technology). 이들 돌봄제공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와 우을증을 겪을 확률이 높고, 주관적 행복, 

자기효능감, 신체적 건강이 비교적 낮다 (Assistive Technology). 그러

나 현재의 보건복지서비스 현장에서는 보조기기 자체의 사용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돌봄제공자들의 참여는 간과되고 있다. 

〔그림 5-18〕 독립적 이동을 위한 

보조기구(1)

〔그림 5-19〕 독립적 이동을 위한 

보조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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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문자를 스캔해서 

읽어주는 보조기구

〔그림 5-21〕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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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연구개발 동향

1. 분석체계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고령자 케어의 수요 증

가, 그리고 급격한 사회발전과 복잡성의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에 한 새

로운 요구들이 창출되고 있다. 보건의료적 개입은 건강증진이라 불리는 

0차예방에서부터 재활을 담당하는 2차 예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

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입은 주로 의료시

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적 개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개입전략

은 의료기술의 고도화 등을 불러오는 강점이 있으나, 질병의 발생 이전에 

이를 예방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효율성의 측면, 그리고 질병의 

발생과 그 치료에 따르는 환자의 삶의 질의 악화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유럽 각 나라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케어의 중심을 가정에 가까운 지역사회로 옮기고, 건강의 생의학적 요인 

뿐 아니라 다양한 결정요인들을 탐구하여 그에 한 개입을 시도함으로

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성 또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치료중심의 3차 병원을 위주로 하는 한

국 의료체계에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요구

도 또한 미미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 R&D사

업 중 특히 인구고령화 및 장기적 케어에 관련되는 노화/고령화, 장애, 만

성질환에 관련되는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현재의 R&D 투자 현황을 점검

하고, 미래의 상에 비추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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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 보다는 접근방식으로서 ‘건강증진’연구사업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기존 연구 방향과의 차이점을 비해보도록 한다.

가.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 과제 분석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 과제 분석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에 등록된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상으로 하였다. 상 

분석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수행된 전체 1,844개의 연구개

발과제이며, 건강에 한 관점과 연구의 목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분석 틀

본 과제를 위한 분석틀은 보건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건강을 보는 관점

과 보건학적 개입의 관점과 시점을 중심으로 하였다. 먼저 전자는 생의학

적 관점, 심리/행태적 관점, 사회/생태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건강을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개입에 한 관점이 또한 나누어지므로 이들을 준

용하여 접근방법에 따른 분류로 칭하였다. 한편, 사회/생태적 관점은 그 

범위가 광범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다시 사회적 지지나 네트워크 등 

국가와 시장 이외에 시민적 연결망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점, 국가와 시장 

등 정치, 경제 및 정책 등을 강조하는 정치경제적 관점, 마지막으로 이들

을 넘어서는 환경적 요인을 중시하는 생태적 관점으로 다시 나누어 전체 

5개의 분류를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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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설명

생의학적
모델

- 건강과 질병은 개인수준에서 결정됨
- 인체는 조작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부속들로 이루어진 기계로 개념화
- 주로 치료적이지만 예방적 요법(백신, 스크리닝, 유전자 테스팅 등)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
- 건강의 행태적 결정요인이 유전성이거나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소위 “위

험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이에 해 고려함

행태주의적 
모델

- 건강과 질병은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행동 혹은 신념의 결과: 건강
한 라이프스타일에 한 보상이거나 나쁜 라이프스타일이나 개인적 단점의 
(어쩔 수 없는) 결과

- 개인적 행동이나 문화적 태도를 교육, 카운슬링, 인센티브 등을 통하여 
조절하여 바람직한 건강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에 기본적으로 촛점을 맞춤

- 사회적이거나 구조적인 문제들도 때로는 고려됨

정치/경제적
접근

- 질병이 발생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맥락을 고려하며, 사회
적 구조가 어떤 특정한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좋거나 나쁜 건강결과를 형
성하는 것을 분석

- 건강은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결합된 결정요인들의 함수이며 반영
- 이러한 결과들은 공공정책이나 정치적 활동을 통하여 
- 이러한 노력은 생의학적 기술과 행태/라이프스타일 변화를 포함함

〈표 5-15〉 건강에 대한 관점

〔그림 5-22〕에는 건강의 다층적 결정요인을 나타내었다. 이들 중 

pathobiology와 genetic characteristics, 그리고 individual char-

acteristics 중 biology를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이 생의학적 관점, in-

dividual characteristics 중 psychological 및 behavioral 한 결정요

인들에 해 고려하는 것이 심리-행태적 관점, proximal한 social con-

nection과 distal social connections 중 community에 해 고려하

는 것이 사회적 관점, 나머지에 한 고려가 정치/경제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태적 관점은 이들 중 어느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 환경적 요

인에 한 고려를 지칭하는 관점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보건학적 개입은 증진과 예방, 치료, 재활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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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건강의 다층적 결정요인

며, 이를 예방의학적 용어로는 각각 0차, 1차, 2차, 3차 예방이라고 부른

다. 이를 준용하여 보건학적 개입의 시점으로서 증진과 예방, 치료, 재활

을 해결 중심적 관점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한편, 특별한 개입에 한 

고려보다는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거나 기획을 

수행하는 연구들이 일부 존재하여 이를 제도/조직으로 따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입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병인론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

구를 따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나 사업에 한 평

가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따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통틀어 연구의 목적

에 따른 분류로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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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본 분석의 분석 틀 

이러한 분석 틀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2) 분석방법

과제의 연구목적에 따른 분류는 크게 문제중심과 해결중심으로 나누어

지는데, 문제중심으로는 병인론의 이해 항목이 있고 해결중심으로는 건

강중진, 예방/스크리닝/조기발견, 치료방법 개선, 재활/지역사회 케어, 

평가, 조직/제도 항목으로 나뉘어 진다. 또한 건강을 보는 관점에 따라 

생의학적, 심리-행태적, 사회적, 정치/경제적, 생태적 관점으로 분류하

였다. 

전체 과제를 제목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라서 해당 숫자로 분류한 후, 

각 항목들이 갖는 과제 수와 연구비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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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심

해결중심

병인론
이해

건강
증진

예방/
스크리닝/
조기발견

치료
방법
개선

재활/
지역
사회 
케어

평가
조직/제

도

생의학적 1 2 3 4 5 26 27

심리-행태적 6 7 8 9 10 28 29

사회적 11 12 13 14 15 30 31

정치/경제적 16 17 18 19 20 32 33

생태적 21 22 23 24 25 34 35

〈표 5-16〉 분석을 위한 분류코딩표

1개 이상의 항목에 중복으로 분류되는 과제들의 경우는 각각의 항목에 

동시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위의 표에서 1번과 4번 항목에 중

복으로 분류된 과제는 1번과 4번 항목에 각각 한 번씩 추가하였다. 따라

서 표의 합은 분석된 과제수 보다 많다. 

연구비는 각 과제의 해당 연구비를 토 로 산출하였으며, 중복분류 과

제는 중복된 수로 연구비를 나누어 각각의 항목에 분류하였다. 즉, 위의 

표에서 1번과 4번 항목에 중복으로 분류된 과제는 해당 연구비를 2로 나

누어 각각 1번과 4번 항목에 분류하였다.

나. 저출산 관련 연구개발 과제 분석

저출산 관련 연구개발 과제의 분석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4개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목적은 우리 정부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접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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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저출산 관련 연구개발 분석 틀

제 추출은 단순 키워드 검색으로 시행하였다. 분석은 년도별 연구과제 

수, 년도별 연구비, 4개년 평균 연구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 연구개발 동향

가.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

1) 전체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

총 1,844개의 과제 중에서 제목만으로 과제분류가 어렵거나 무관한 

141개의 과제를 제외한 1,703개의 과제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

류에서 제외된 141개의 과제는 만성질환 29개, 고령화/노화 89개, 장애 

21개, 건강증진 2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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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범주에 따른 전체

과제수의 분포

〔그림 5-26〕 범주에 따른

전체 연구비의 분포

분석한 전체 1,844개 과제 중 만성질환 관련 과제가 646개, 고령화/노

화 관련 과제가 744개, 장애 관련 과제가 339개, 건강증진 관련 과제가 

115개로서 고령화/노화가 가장 많은 40.3%, 만성질환 관련 과제가 전체

의 35%를 차지하였으며, 장애가 18.4%, 마지막으로 건강증진 관련 과제

가 6.2%의 분포를 보였다. 〔그림 5-25〕는 전체 과제의 분포를 원 그래프

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비의 분포에 있어 만성질환이 42.06%, 고령화/노화가 29.39%, 

장애가 26.54%,을 차지한 데에 비해 건강증진과제는 2.01%의 분포를 보

였다(〔그림 5-26〕 참조). 연구과제수에 비하여 만성질환과 장애는 연구

비의 규모가 더 큰 편이었고, 건강증진과 고령화/노화는 상 적으로 규모

가 작은 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비 총액을 과제수로 나누어서 구한 평균 연구비 규모는 건 당 1억

3616만원 정도였으나 장애는 1억9658만원, 암을 포함하는 만성질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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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1억6347만원으로 평균을 웃돌았고, 반면 고령화/노화과제는 

9,919만원, 건강증진과제는 4,390만원에 불과해 과제의 범주에 따라 건

당 연구비에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5-27〕 참조).

〔그림 5-27〕 범주별 평균연구비 

(단위: 백만원) 

분석한 전체 과제의 총 연구비 2510억 8800만원 중 만성질환 관련 연

구비가 1,056억원, 고령화/노화 관련 연구비가 737억9900만원, 장애관

련 연구비가 666억4100만원, 건강증진 관련 연구비가 50억4800만원을 

차지했다. 비율로 보면 연구비 총액을 과제수로 나누어서 구한 접근방식

에서는 생의학적 접근이 가장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연구비의 분포에서 더욱 확실히 드러났는데, 생의학적 접근의 과

제수가 67% 정도임에 비해 연구비는 80%에 달하여 이러한 접근이 건 당 

연구비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개입의 형태에서는 과제수로 보았

을 때는 병인론의 이해가 3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치료방법개선

(22%) 이었으나 연구비 규모로는 치료방법의 개선이33% 정도로 가장 높

아서 연구목표 중 가장 많은 연구비가 지원되는 분야임을 알 수 있었으

며, 역시 건 당 연구비도 높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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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생의학적 접근이 1,256건으로 

66.84%를 차지했고, 심리-행태적인 과제가 346건(18.41%), 사회적 접

근이 135건(7.18%), 정치/경제적 접근이 87건(4.63%), 생태적 접근이 

55건(2.93%)으로 나타났다. 연구목표 별로 분류된 과제를 살펴보면 병인

론의 이해가 572건으로 전체의 30.44%를 차지했으며, 치료방법 개선이 

417건으로 22.19%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예방/스크리닝/조기발견 

275건(14.64%),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가 259건 (13.78%), 재활/지역사

회 케어 219건(11.6%), 평가 81건(4.31%), 조직/제도가 56건 (2.98%)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문제중심 해결중심

전체
병인론의 

이해
건강증진

예방/
스크리닝
/조기발견

치료방법 
개선

재활/
지역사회 

케어
평가

조직/ 
제도

생의학적 480 143 193 346 68 11 15 1,256 66.84%

심리-
행태적

49 56 50 59 110 18 4 346 18.41%

사회적 21 16 18 8 24 22 26 135 7.18%

정치/
경제적

6 28 9 4 9 25 6 87 4.63%

생태적 16 16 5 0 8 5 5 55 2.93%

전체
572 259 275 417 219 81 56

1,879 100%
30.44% 13.78% 14.64% 22.19% 11.66% 4.31% 2.98%

〈표 5-17〉 분석한 전체 과제의 과제 수 분류 

(단위: 건)

전체 과제의 연구비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접근방법 별로 봤을 때 

생의학적인 접근법이 총 188,567백만원으로 전체 연구비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심리-행태적 접근이 24,594백만원(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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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접근 10,257백만원(5.35%), 정치/경제적 접근 8,267백만원 

(3,51%), 생태적 접근 3,873백만원(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목표 별 분류로 봤을 때, 치료방법의 개선이 78,885백만원으로 

33.49%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병인론의 이해가 

45,739백만원으로 19.42%를 차지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 뒤

로 예방/스크리닝/조기발견이 36,682백만원 (15.57%), 건강증진 33,024백

만원(14.02%), 재활/지역사회 케어 23,604 백만원 (10.02%), 조직/제도 

14,097 백만원 (5.98%), 평가 3,527 백만원 (1.5%)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문제중심 해결중심

전체병인론의 
이해

건강증진
예방/

스크리닝
/조기발견

치료방법 
개선

재활/지
역사회 
케어

평가
조직/ 
제도

생의
학적

41,666 26,084 29,450 74,025 9,233 654 7,455 188,567 80.05%

심리-
행태적

1,806 3,454 2,515 4,066 11,823 519 411 24,594 10.44%

사회적 769 1,030 1,062 329 732 854 5,480 10,257 4.35%

정치/
경제적

324 1,746 3,382 465 1,057 1075 218 8,267 3.51%

생태적 1,174 710 273 0 759.04 425 532 3,873 1.64%

전체
45,739 33,024 36,682 78,885 23,604 3,527 14,096

235,558 100%
19.42% 14.02% 15.57% 33.49% 10.02% 1.50% 5.98%

〈표 5-18〉 분석한 전체 과제의 연구비 분류 

(단위 : 백만원)

아래에는 위 〈표 5-17〉과 〈표 5-18〉을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그림으

로 나타내었다. 그림을 통하여 생의학적 접근이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는 접근임을 알 수 있으며, 연구목표면에서는 치료방법의 개선과 병인

론의 이해를 위한 연구비 규모가 큼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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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연구목표별 과제분포 

(단위: 건)

〔그림 5-29〕 접근방법별 과제분포 

(단위: 건)

〔그림 5-30〕 연구목표별 연구비 

(단위: 백만원)

〔그림 5-31〕 접근방법별 연구비

 (단위: 백만원)

2) 만성질환 관련 연구개발

만성질환 범주의 과제를 〈표 5-19〉 및 〈표 5-20〉에 분류하여 정리하

였다. 접근방법 별 분류를 보면, 생의학적 접근이 623건으로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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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 뒤로 심리-행태적 접근 

56건 (7.45%), 사회적 접근 41건 (5.45%), 정치/경제적 접근 18건 

(2.39%), 생태적 접근 14건 (1.86%) 순으로 나타났다. 생의학적 접근을 

제외한 다른 접근방법을 모두 합쳐도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성질환에 한 연구에 있어 생의학적 접근이 압도적인 다수를 이룸을 

알 수 있다.

연구목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병인론의 이해가 300건 (39.8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치료방법 개선이 196건 (26.06%)으로 그 뒤

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예방/스크리닝/초기발견과 건강증진이 각각 

19.15%와 9.44%로 나타났으며, 건강증진이나 재활/지역사회케어를 위

한 연구는 각각 9.44%와 4.92%였다. 평가와 조직/제도 관련 과제는 모

두 0.27%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분

문제중심 해결중심

전체병인론의 
이해

건강증진
예방/

스크리닝
/조기발견

치료방법 
개선

재활/지
역사회 
케어

평가
조직/ 
제도

생의학
적

264 36 122 185 12 2 2 623 82.85%

심리-
행태적

13 17 8 8 10 0 0 56 7.45%

사회적 13 9 7 1 11 0 0 41 5.45%

정치/
경제적

3 5 6 2 2 0 0 18 2.39%

생태적 7 4 1 0 2 0 0 14 1.86%

전체
300 71 144 196 37 2 2

752 100.00%
39.89% 9.44% 19.15% 26.06% 4.92% 0.27% 0.27%

〈표 5-19〉 만성질환 과제의 과제 수 분류 
(단위: 건)

이러한 경향은 연구비를 통해 보았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비중

이 낮은 영역들에 투여되는 연구비도 상 적으로 더 적기 때문이다. 생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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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문제중심 해결중심

전체병인론
의 이해

건강증진
예방/

스크리닝
/조기발견

치료방법 
개선

재활/지
역사회 
케어

평가
조직/ 
제도

생의학
적

21,763 4,341 18,332 45,130 594 280 1,045 91,485 90.42%

심리-행
태적

343 624 454 316 337 0 0 2,074 2.05%

사회적 662 737 333 31 342 0 0 2,105 2.08%

정치/경
제적

210 545 3,183 385 118 0 0 4,441 4.39%

생태적 885 138 8 0 37 0 0 1,068 1.06%

전체
23,863 6,385 22,310 45,862 1,428 280 1,045

101,173 100.00%
23.59% 6.31% 22.05% 45.33% 1.41% 0.28% 1.03%

〈표 5-20〉 만성질환 과제의 연구비 분류 

(단위: 백만원)

적 접근의 과제수는 80% 가량이었던 데에 비해 연구비는 91,485 백만원으

로 90% 이상의 압도적인 비중을 보임으로써 나머지 과제를 모두 합쳐도 

10%도 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정치/경제적 접근이 4,441 백

만원으로 4.39%를 나타냈으며, 심리-행태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은 각각 

2.05%와 2.08%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생태적 접근은 1,068 

백만원 (1.06%)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목표 별 분류를 보면, 치료방법의 개선이 45,862 백만원 

(45.3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병인론의 이해 및 예방/스크리

닝/조기발견이 각각 23.59%와 22.05%로 그 뒤를 이었으며, 건강증진이 

6.31%, 재활/지역사회 케어가 1.41%, 조직/제도가 1.03%, 평가가 

0.28%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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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만성질환 연구목표별 

과제분포         (단위: 건)

〔그림 5-33〕 만성질환 접근방법별 

과제분포         (단위: 건)

〔그림 5-34〕 만성질환 연구목표별

연구비      (단위: 백만원)

〔그림 5-35〕 만성질환 접근방법별

연구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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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화/노화

고령화/노화 관련 범주의 연구에서도 생의학적 접근이 두드러지나 만

성질환에 비해서는 낮은 60.96% (420건)을 보여주었다. 그 뒤로 심리-

행태학적 접근이 181건 (26.27%)으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회적 접근 6.82%, 정치/경제적 접근 3.63%, 생태적 접근 2.32% 순으

로 나타났다. 

연구목표 별로 분류해 보면, 병인론의 이해가 217건(31.49%)으로 가

장 높았고, 치료방법의 개선 19.59%, 재활/지역사회 케어 16.98%, 예방

/스크리닝/조기발견이 12.77%로 그 뒤를 이었다. 건강증진 (9%), 평가 

(5.81%), 조직/제도 (4.35%)의 비중은 상 적으로 낮았다. 상 적으로 

만성질환에 비해 예방/스크리닝/조기발견보다 재활/지역사회 케어에 해

당하는 연구가 비중이 더 높다.

 구분

문제중심 해결중심

전체병인론의 
이해

건강증진
예방/

스크리닝
/조기발견

치료방법 
개선

재활/지
역사회 
케어

평가
조직/ 
제도

생의학적 174 51 48 90 42 4 11 420 60.96%

심리
-행태적

30 4 31 39 67 8 2 181 26.27%

사회적 5 2 7 6 4 11 12 47 6.82%

정치/경
제적

2 2 2 0 3 15 1 25 3.63%

생태적 6 3 0 0 1 2 4 16 2.32%

전체
217 62 88 135 117 40 30

689 100.00%
31.49% 9.00% 12.77% 19.59% 16.98% 5.81% 4.35%

〈표 5-21〉 고령화/노화 과제의 과제 수 분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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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수에서는 61% 정도에 해당하는 생의학적 관점의 과제가 연

구비 규모에서는 56,969 백만원 (81.93%)으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

지하는 특징이 있었다.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심리-행태적 접근은 7,778 

백만원으로 11.19%를 차지했으며, 정치-경제적 접근 2.9%, 사회적 접근 

2.61%, 생태적 접근 1.36%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구목표 별로 과제비를 분류했을 때, 치료방법의 개선과 병인론의 이

해가 각각 28.15%와 24.54%의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이는 만성질환가 

유사하였다. 그 뒤로 건강증진 (16.02%), 예방/스크리닝/조기발견 

(14.5%), 조직/제도 (10.79%)의 순을 나타냈으며, 재활/지역사회 케어와 

평가는 각각 4.04%와 1.96%의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분

문제중심 해결중심

전체병인론의 
이해

건강증진

예방/
스크리닝
/조기발

견

치료방법 
개선

재활/지
역사회 
케어

평가
조직/ 
제도

생의학적 15,754 10,091 7,987 16,554 110 138 6,335 56,969 81.93%

심리
-행태적

1,011 507 1,563 2,735 1,755 147 60 7,778 11.19%

사회적 41 140 384 282 96 280 595 1,818 2.61%

정치/경
제적

68 233 149 0 788 722 59 2,019 2.90%

생태적 190 167 0 0 60 79 452 948 1.36%

전체
17,064 11,138 10,083 19,571 2,809 1,366 7,501

69,532 100.00%
24.54% 16.02% 14.50% 28.15% 4.04% 1.96% 10.79%

〈표 5-22〉 고령화/노화 과제의 연구비 분류 

(단위: 백만원)



제5장 우리나라의 미래 복지요구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이슈 및 연구개발 동향과 정책과제 263

〔그림 5-36〕 고령화/노화 연구목표별

과제분포     (단위: 건)

〔그림 5-37〕 고령화/노화 접근방법별

과제분포       (단위: 건)

〔그림 5-38〕 고령화/노화 연구목표별

연구비      (단위: 백만원)

〔그림 5-39〕 고령화/노화 접근방법별

연구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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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 

장애 범주의 과제는 접근방법 및 연구목표에 있어서 다른 범주의 과제

보다 분포가 상 적으로 고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접근방법 별 분

포를 살펴보면, 생의학적인 접근이 192건 (59.26%)로 비중이 가장 높았

으며 그 규모가 고령화/노화와 유사하였다. 두 번째로 심리-행태적 접근

이 22.84%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사회적 (9.57%), 생태적 (4.32%), 

정치/경제적 (4.01%) 접근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목표 별로 분류하였을 때는, 치료방법의 개선이 83건 (25.62%)로 

가장 높았고 건강증진이 20.99%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보였다. 병인론

의 이해와 재활/지역사회 케어가 16.05%로 같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예

방/스크리닝/조기발견 (8.95%), 평가 (8.02%), 조직/제도 (4.32%) 순으

로 뒤를 이었다. 

 구분

문제중심 해결중심

전체병인론의 
이해

건강증진
예방/스
크리닝/
조기발견

치료방법 
개선

재활/지
역사회 
케어

평가
조직/ 
제도

생의학적 42 50 17 70 12 1 0 192 59.26%

심리
-행태적

4 10 7 12 29 10 2 74 22.84%

사회적 3 2 3 1 8 5 9 31 9.57%

정치/경
제적

1 1 0 0 2 7 2 13 4.01%

생태적 2 5 2 0 1 3 1 14 4.32%

전체
52 68 29 83 52 26 14

324 100.00%
16.05% 20.99% 8.95% 25.62% 16.05% 8.02% 4.32%

〈표 5-23〉 장애 과제의 과제 수 분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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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관련 과제들의 연구비 분포를 보면, 접근방법 별로 봤을 때 생의

학적 접근이 39,352 백만원 (65.6%)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었으나, 

만성질환과 고령화/노화의 생의학적 접근 비중에 비해서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뒤로 심리-행태적 접근이 21.83%를 차지했다. 사회적 접근과 

생태적 접근은 각각 9.45%와 2.43%의 비중을 보였으며, 정치/경제적 접

근의 연구비는 0.69%로 가장 낮았다. 

연구목표 별 연구비 분류를 봤을 때, 재활/지역사회 케어가 18,863 백

만원으로 31.45%을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다른 범주의 과

제들과는 매우 다른 경향이다. 그 뒤로 치료방법 개선 (22.24%)과 건강증

진 (21.52%)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조직/제도 (8.64%), 병인론의 이

해 (7.8%), 예방/스크리닝/조기발견 (6.25%), 평가 (2.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분

문제중심 해결중심

전체병인론의 
이해

건강증진

예방/
스크리닝
/조기발

견

치료방법 
개선

재활/지
역사회 
케어

평가
조직/ 
제도

생의학적 4,149 11,440 2,936 12,311 8,475 41 0 39,352 65.60%

심리
-행태적

367 1,113 336 1,015 9,541 372 351 13,095 21.83%

사회적 66 41 310 16 259 260 4,715 5,667 9.45%

정치/
경제적

46 29 0 0 66 239 36 416 0.69%

생태적 49 288 170 0 522 346 80 1,455 2.43%

전체
4,677 12,911 3,752 13,342 18,863 1,258 5,182

59,985 100.00%
7.80% 21.52% 6.25% 22.24% 31.45% 2.10% 8.64%

〈표 5-24〉 장애 과제의 연구비 분류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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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0〕 장애 연구목표별

과제분포        (단위: 건)

〔그림 5-41〕 장애 접근방법별

과제분포        (단위: 건)

〔그림 5-42〕 장애 연구목표별

연구비      (단위: 백만원)

〔그림 5-43〕 장애 접근방법별

연구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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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증진

건강증진과제는 다른 범주의 과제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주로 생

의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범주의 과제들에 비하여 심리-행태적 

접근이 35건 (30.7%)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경제적 접근이 27.19%로 

뒤를 이었다. 생의학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은 각각 18.42%와 14.04%를 

보였으며, 생태적 접근은 9.65%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목표 별로 과제를 분류했을 때, 건강증진이 50.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예방/스크리닝/조기발견이 12.28%로 두 번째로 높았

으며, 재활/지역사회 케어와 평가는 11.4%의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조

직/제도는 8.77%를 차지했고, 병인론의 이해와 치료방법 개선은 모두 

2.6%의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문제중심 해결중심

전체병인론의 

이해
건강증진

예방/

스크리닝/

조기발견

치료방법 

개선

재활/지역

사회 케어
평가

조직/ 

제도

생의학적 0 6 6 1 2 4 2 21 18.42%

심리-행태적 2 25 4 0 4 0 0 35 30.70%

사회적 0 3 1 0 1 6 5 16 14.04%

정치/경제적 0 20 1 2 2 3 3 31 27.19%

생태적 1 4 2 0 4 0 0 11 9.65%

전체
3 58 14 3 13 13 10

114 100.00%
2.63% 50.88% 12.28% 2.63% 11.40% 11.40% 8.77%

〈표 5-25〉 건강증진 과제의 과제 수 분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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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중심 해결중심

전체병인론의 

이해
건강증진

예방/

스크리닝/

조기발견

치료방법 

개선

재활/지역

사회 케어
평가

조직/ 

제도

생의학적 0 212 195 30 54 195 75 761 15.63%

심리-행태적 85 1,210 162 0 190 0 0 1,647 33.84%

사회적 0 112 35 0 35 314 170.7 666.7 13.70%

정치/경제적 0 939 50 80 85 114 123 1,391 28.58%

생태적 50 117 95 0 140.04 0 0 402.04 8.26%

전체
135 2,590 537 110 504.04 623 368.7

4,867.74 100.00%
2.77% 53.21% 11.03% 2.26% 10.35% 12.80% 7.57%

〈표 5-26〉 건강증진 과제의 연구비 분류 

(단위: 백만원)

건강증진 관련 과제의 과제비 분포는 아래와 같다. 접근방법 별로 심리

-행태적 접근이 1,647 백만원 (33.84%)으로 가장 높았고, 정치/경제적 

접근이 28.58%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생의학적, 사회적, 생

태적 접근법이 각각 15.63%, 13.7%, 8.26%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비를 연구목표 별로 분류하면, 건강증진이 2,590 백만으로 

53.2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평가가 12.8%, 예

방/스크리닝/조기발견이 11.03%, 재활/지역사회 케어가 10.35% 순으

로 뒤를 이었다. 조직/제도는 7.57%의 비중을 나타냈으며, 병인론의 이

해와 치료방법 개선은 각각 2.77%와 2.26%를 차지해 다소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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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4〕 건강증진 연구목표별

과제분포        (단위: 건)

〔그림 5-45〕 건강증진 접근방법별

과제분포       (단위: 건)

〔그림 5-46〕 건강증진 연구목표별

연구비      (단위: 백만원)

〔그림 5-47〕 건강증진 접근방법별

연구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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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체비교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주제(만성질환, 고령화/노화, 장애, 건강증진)에 

한 접근방법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 5-27 및 그림 5-48과 같다. 건강증

진을 제외한 세 주제에서 생의학적 접근방법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노화와 장애에서 심리-행태적 접근방법은 각각 

26.27%와 22.84%로 비교적 높았지만, 사회적, 정치/경제적, 생태적 접

근방법은 체로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건강증진의 경우, 심리-행태적 

접근방법의 비중이 30.7%로 가장 높았으며, 정치/경제적 접근방법이 

27.19%를 차지해 그 다음으로 높았다. 하지만 모든 주제에서 생태적인 

접근방법은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생의학적 접근방법의 중요성은 연구비 비율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특

히 만성질환과 고령화/노화에서는 생의학적 접근방법이 각각 90.42%와 

81.93%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반해 사회적, 정치/경제적, 생

태적 연구는 1-3%의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장애에서는 심리-행태적 접

근방법이 21.83%를 차지했지만, 역시 가장 높은 연구비 비율은 생의학적 

접근(65.6%)이었다. 건강증진의 경우, 심리-행태적인 접근법의 연구비 

비율이 33.84%로 가장 높았고, 정치-경제적 접근법이 28.58%로 다른 

세 가지 주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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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의 분포 연구비의 분포

만성질환
고령화/

노화
장애 건강증진 만성질환

고령화/
노화

장애 건강증진

생의학적 82.85% 60.96% 59.26% 18.42% 90.42% 81.93% 65.60% 15.63%

심리-행태적 7.45% 26.27% 22.84% 30.70% 2.05% 11.19% 21.83% 33.84%

사회적 5.45% 6.82% 9.57% 14.04% 2.08% 2.61% 9.45% 13.70%

정치/경제적 2.39% 3.63% 4.01% 27.19% 4.39% 2.90% 0.69% 28.58%

생태적 1.86% 2.32% 4.32% 9.65% 1.06% 1.36% 2.43% 8.26%

〈표 5-27〉 접근 방법에 따른 과제 비율

〔그림 5-48〕 접근 방법에 따른 과제 및 연구비 비율 

네 가지 주제에 한 연구목표 별 비율을 보면, 만성질환 및 고령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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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 병인론의 이해에 한 비중이 각각 39.89%와 31.49%로 가장 높

았다. 장애에서는 치료방법의 개선이 25.62%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증

진은 건강증진이 50.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치료방법의 개선은 

건강증진을 제외한 세 주제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났지만, 건강증진에서

는 비중이 2.63%로 가장 낮았다. 네 주제에서 재활/지역사회 케어, 평가, 

조직/제도가 체로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특히 만성질환에서는 평가와 

조직/제도가 0.27%를 차지해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네 가지 주제의 연구목표별 연구비 비율을 보면, 주로 병인론의 이해와 

치료방법의 개선의 연구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

강증진의 경우, 건강증진에 한 연구비 비율이 53.21%로 가장 높았다. 

만성질환 및 고령화/노화에서 재활/지역사회 케어, 평가의 연구비 비율

이 5%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에서 재활/지역사회 케어

의 비중은 31.45%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증진도 21.52%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분
과제 수의 분포 연구비의 분포

만성질환
고령화/

노화
장애 건강증진 만성질환

고령화/
노화

장애 건강증진

병인론의 이해 39.89% 31.49% 16.05% 2.63% 23.59% 24.54% 7.80% 2.77%

건강증진 9.44% 9.00% 20.99% 50.88% 6.31% 16.02% 21.52% 53.21%

예방/스크리닝/
조기발견

19.15% 12.77% 8.95% 12.28% 22.05% 14.50% 6.25% 11.03%

치료방법 개선 26.06% 19.59% 25.62% 2.63% 45.33% 28.15% 22.24% 2.26%

재활/지역사회케
어

4.92% 16.98% 16.05% 11.40% 1.41% 4.04% 31.45% 10.35%

평가 0.27% 5.81% 8.02% 11.40% 0.28% 1.96% 2.10% 12.80%

조직/제도 0.27% 4.35% 4.32% 8.77% 1.03% 10.79% 8.64% 7.57%

〈표 5-28〉 연구목표에 따른 과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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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9〕 연구목표에 따른 과제 및 연구비 비율

7) 시사점 

본 과제에서 분석한 네 가지 범주는 모두 만성적 상태에 한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만성질환에 한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고령화와 노화, 장애라고 하는 상태는 긴 시

간동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한 ‘치료’는 쉽지 않으며, 이 사

람들의 삶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쉽

게 떠오르는 고혈압, 당뇨병 등에 한 약물요법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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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것만큼이나 개인적인 행태나 라이프스타일의 관리, 그리고 이러

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

에서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이 노화를 불편으로 덜 인식하고 생활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증진을 통해 노화 자체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

은 노화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을 개발하는 것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장애의 경우 그 상태가 노화보다 더 장

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장애를 장애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지역사회에

서의 케어가 절실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건강에 한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한 

연구비의 부분은 만성질환의 90%, 고령화/노화의 80%, 장애의 65%가 

생의학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질환과 상태의 생물학

적 기전을 밝히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일이나, 이러한 분야의 연

구에 연구비의 부분이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연구비 및 과제수로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심리-

행태적 접근이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생의학적 접근과 긴 히 연관되

는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사료된다. 심리-행태적 접근은 건강의 

결정요인을 생의학적 관점보다는 좀 더 넓게 이해하고 있지만, 여전히도 

개인적 접근에 중심을 둔다는 차원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의 노력을 요구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질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듯이 당사자의 심리-행태적 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겠으나, 

행태가 만들어진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다른 행태를 보일 수 있는 건

강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선택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형태의 

개입이 좀 더 지속가능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경제적 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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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도(건강증진 과제는 27~28%)를 차지한다는 점이 얼마나 적절한

가를 따져볼 측면이 있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상이 없

는 관계로 이것이 얼마나 많거나 적은 지원인지에 해서는 구체적인 판

단을 하기 힘드나 특히 장애연구에서 연구비 기준 0.69%의 연구만이 정

책적 접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고민의 지점을 제공한다. 이는 장애문

제가 주로 복지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왔던 기존의 상황과도 연관이 될 수 

있겠으나, 특히 장애 범주에서 사회적 연구가 9.5% 정도를 차지하는 것

을 보았을 때, 장애에 한 관점이 어떤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의 영역보

다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나 지지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제도의 영역

으로 사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연구목표 차원에서는 건강증진을 제외한 모든 과제에서 공히 병인론의 

이해, 예방/스크리닝/조기발견, 그리고 치료방법의 개선과 같이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생의학적 개입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이 

중 병인론의 이해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생의학적 관점

만을 포함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부분의 과제가 생의학적 관점을 가

지고 있으므로 략적으로 이렇게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세 가

지 범주에 포함되는 과제는 만성질환의 경우 과제수로 85%, 연구비 비율

로 90%에 이르 으며, 고령화/노화의 경우 각각 65% 및 70%, 장애 범주

는 40% 및 36% 정도였다. 만성질환 범주에서는 따라서 건강증진이나 재

활/지역사회 케어에 한 고려가 일부 10-15% 정도 존재하나, 만성질환

자에 한 연구의 매우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령화/노화 또한 건강증진에 9%, 재활/지역사회케어에 17% 정도의 과제 

수가 있었으나, 연구비 규모로는 각각 16%, 4%에 불과하여 20% 미만의 

연구비만이 이 영역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장애 범주에서는 건강증진(21.5%)과 재활/지역사회케어(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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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합치면 50% 이상의 연구비가 해당분야로 지원되고 있어서 장애 범주

에서는 병원을 벗어난 개입의 방식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었다. 이는 장애가 ‘치료’가 쉽지 않은 만성적인 상태이기 때문

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상 적으로 고령화/노화에서 치료

에 한 고려가 많은 것은 고령화/노화와 장애에 한 서로 다른 이해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건강증진 범주는 그 성격 자체가 위 세 범주와는 다를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생의학적 연구에 15% 정도의 연구비가 지원되고 이것이 병인

론의 이해와 예방/스크리닝/조기발견, 치료방법 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

는 점이 오히려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평가에 한 부분이다. 평가연구는 건강증진에서 

11%, 장애에서 8%, 고령화/노화에서 6% 정도가 진행되고 있어서 생의

학적 관점의 연구가 적을수록 평가연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

히 만성질환부분에서는 0.3%에도 미치지 못하여, 연구의 부분이 개입

방법의 개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비 규모나 과제의 배분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

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적정한지는 이 연구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그것이 이 연구의 목적도 아니다. 그러나 특히 만성질환이나 고령화/ 

장애와 같은 만성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인구집단을 상으로 이들의 건강

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도

구들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의 방향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주로 생의학적 관점에 집중

되어 있고, 여전히도 병원에서의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연구비의 

집행이 좀 더 다변화되어 다양한 개입과 개입에 한 평가가 제 로 이루

어지는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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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연구개발

임신, 가임기, 고위험 임신, 난임/불임, 정책/제도, 기기개발별로 과제

를 살펴본 결과, 임신과 정책/제도 과제는 다른 과제에 비해 매우 높은 수

로 수행되고 있었다. 이 외의 가임기, 고위험 임신, 난임/불임, 기기개발

과 같은 임신관련 위험 질병에 관한 과제는 매우 적었다.

〔그림 5-50〕 임신 출산관련 연구개발사업 과제수

과제별 연구비를 살펴보면, 과제수가 현저히 낮은 난임/불임 관련 과

제는 매우 높은 연구비로 수행되고 있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

는 난임/불임과 관련되어 불임치료를 위한 특성화 병원을 발굴하거나 불

임의 원인을 규명하는 등의 과제에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여 수행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임신과 정책/제도 관련 과제는 과제

수에 비해 연구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신의 전반적인 연구와 

정책/제도 개선을 위하여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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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신과 정책/제도 관련 과제의 4년간의 평균 과제수와 연구비를 살펴

보면, 임신은 평균 18.75개, 1,295,333,750원으로 1개의 과제당 약 

69,084,466원의 연구비가, 정책/제도 관련 과제는 평균 24개, 

1,826,061,250원으로 1개의 과제당 약 76,085,885원의 연구비가 투입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 과제수가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연

구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난 난임/불임 관련 과제는 과제 1개당 약 

235,685,500원으로 임신과 정책/제도 관련 연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연

구비로 수행되고 있었다. 

〔그림 5-51〕 임신 출산관련 연구개발사업 과제 연구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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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2〕 임신 출산관련 평균 과제수 및 평균 연구비 규모

과제의 년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임신과 정책/제도 관련 과제는 2011

년에 1년 전(2010년)에 비해 과제수가 감소하였으나, 2012년 다시 증가

하고, 2013년에는 그 과제의 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신과제의 

경우 교육과학부,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2013년

에는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국무조정실, 중기청에서도 

관련 과제를 기획/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에 들어서 여러 

부처에서 임신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며, 여러 방법으로 문제 해결

을 위하여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고위험 임신과 난임/

불임 관련 과제는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비해 과제수가 각각 10개

에서 9개, 9개에서 6개로 감소하기도 하였다. 이는 여성 임신 관련 위험 

병에 한 연구의 필요성에 해 덜 느끼고, 관심이 감소하는 현황을 보

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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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4〕 임신 출산관련 연구비 추이(2010-2013년)

〔그림 5-53〕 임신 출산관련 과제수 추이(2010-2013년)

구분
임신 가임기 고위험임신 난임/불임 정책/제도 기기개발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2010 15 1,037,459 1 51,600 5 346,869 10 3,348,264 21 637,910 3 416,010 

2011 12 563,477 1 51,170 6 335,440 3 1,496,400 18 1,833,730 3 285,260

2012 18 1,146,187 1 51,480 10 696,962 9 1,153,590 21 1,406,304 1 38,116

2013 30 2,434,212 6 589,480 9 718,090 6 600,940 36 3,426,301 1 61,300

〈표 5-29〉 임신 출산관련 년도별 과제수/연구비

(단위: 수,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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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연구개발 관련 과학기술의 정책과제

1. 보건복지 관련 정부정책 수립에 과학기술 연구개발 포함

현재 보건복지관련 정책이나 과학기술 정책은 각기 서로 다른 틀과 구

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관련 정책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사업이, 과학기술정책에서 보건복지관련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분야 정책의 경우, 주로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개

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

스 영역에서 과학기술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복지효과들이 있다. 근거

기반의 정책수립으로 정부재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효과를 증진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과학기술적 문제해결

을 위한 연구개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고령사회 관련 연구개발 

로드맵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연구개발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령화 관련 연구개발의 경우, 기존의 생명공학, 의

학, 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는 연구를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

을 제외하고 고령자의 일상생활 편의나 안전, 건강증진/관리와 같은 보건

복지 서비스에 한정할 것인지에 한 결정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했음). 

이러한 분류체계가 확립되어야 중복투자의 가능성을 줄이고, 사업추진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82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2. 사용자경험기반 기술혁신 촉진

1) 현행 복지기기 개발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기기관련 연구개발에 있어 정부의 지원사업은 크

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산업부)과 공공복

지안전사업(미래창조과학부)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

술의 부분은 상용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수준과 용도가 기업의 수

요와 맞지 않거나, 기업이 제품화 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수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향후 복지기기 개발에 있어 정책적 이슈는 사용자 기반 연구개발을 통

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2) 사용자 기반 혁신의 개념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 UX)이라는 용어는 1990년 에 

Donald N. Norman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이는 인간과 시스템이 상호

작용하는 동안 사용자인 인간이 느끼는 기쁨, 가치, 지각, 반응, 행동 등 

총체적 경험에 초점을 둔다. 상호작용의 설계과정에서, 시스템의 유용성

은 좋은 사용자 경험을 위해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비록 그 

유용성이 상호작용의 하나의 차원임은 분명하나, 사용자경험은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느끼는 만족이나 감정에 한 총체적

(holistic) 관점이다. 사용자 경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데, 

Norman(1998)은 사용자가 제품과 상호작용을 통해, 느끼는 지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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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사용 등 상호작용에 관한 모든 측면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는 

사용의 편리함, 제품에 한 니즈 등이 모두 포함된다. Garrett(2003)은 

현실세계에서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행위와 방법으로 사용자경험

을 정의한다.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 9241-210에서는 제품, 시스

템, 디바이스의 사용의 결과로 인한 사용자의 지각과 반응으로 정의한다. 

사용자경험과 관련하여 2010년 독일 Dagstuhl에서 Virpi Roto를 비롯

한 전문가들이 워크샾을 개최하였고, 이를 사용자경험 백서(User 

Experience White Paper)를 발간하였다. 

사용자경험은 사용자편의성을 포함하고, 확장하는 복잡한 개념인데, 

많은 연구자들은 사용자경험이 사용자편의성을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강

조한다(Law et al., 2007).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경험에 해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Petrie & Bevan, 2009).

첫째, 사용자경험은 사용자편의성보다 총체적(holistic)인 개념이다. 

사용자편의성은 사용자가 과제를 수행할 때의 성과와 만족도, 사용환경

에서의 성취에 초점을 둔다. 반면, 사용자경험은 좀 더 총체적인 관점을 

담고 있는데,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과제에 초점을 둔 측면과 그 이외의 

측면(과제수행이 아닌 제품 및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기쁨)간 균

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미(美), 도전, 자극, 자기표현 등을 포

함한다.

둘째, 사용자경험은 사용자편의성보다 시스템에 한 주관적 지각 및 

인식(perception)에 좀 더 초점을 둔다. 사용자편의성은 객관적인 지표, 

가령, 효과성, 완료시간, 오류비율 등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사용자경험

은 시스템에 한 사용자의 주관적 반응, 지각, 상호작용에 관심이 있다.

셋째, 사용자경험은 사용자편의성보다 시스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

한다. 사용자편의성은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시스템의 문제나 장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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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는데 초점을 두는데, 사용자경험은 시스템 사용에 있어 긍정적인 측

면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극 화하는 방법에 관심을 둔다. 

접근가능성과 편의성은 객관적으로 탐색될 수 있는 디바이스와 시스템

의 품질과 관련되나, 사용자경험의 개념은 기 되는 경험과 지각, 사용자

의 기억 등 주관적인 측면과 관련된다. 즉, 편의성 및 신뢰성과 같은 품질

은 디바이스와 시스템에 한 독립변수로 간주될 수 있는데 반해, 사용자

경험은 디바이스와 시스템의 품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 간주

된다. 이는 품질 자체로 훌륭한 사용자경험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림 5-55〕 사용자 경험의 개념

 자료: Borsci et al.(2012: 340)

과학기술정책 측면에서 볼 때, 복지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실질적

인 서비스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용자 기반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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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증진/관리관련 연구개발 강화

보건복지부 주도의 보건복지사업에서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업들은 보

건의료 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사업에서는 특

정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앞서 살펴 본 보건의료

사업에서 일상적 건강관리나 건강증진(특정 질병에 한 진단과 치료가 

아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복지비용의 증가추

세 속에서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는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Health Care 의 비중이 더욱 커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IT를 활용한 일상적 건강관리 활성화

최근 정보통신기술(IT)를 활용한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두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구 국가들의 정책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영

국 NHS 나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에서 발표된 보건정책을 살펴보

면, 보건의료비용의 저감이 가장 큰 문제로 두되고, 이에 한 해법으

로 IT를 활용한 건강관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국제사회의 선험적 건강장수사회의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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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과제 중점 사업

건강수명의
연장

(1) 영양 식생활, 신체 활동, 운동, 휴식 등 건강과 질병 예방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역학 연구 등을 추진하여 건강증진의 증거 창출

(2-1)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만선폐쇄성폐질환(COPD)의 혁신적인 예방․
진단․치료법의 개발

(2-2) 정신․신경 질환 등의 혁신적인 예방․진단․치료법의 개발

(2-3) 감염의 예방․진단․치료법의 개발과 공중위생의 향상

(2-4) 희귀․난치성 질환의 예방․진단․치료법의 개발

(3) 신체․장기 기능 체․보완

(4)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의 산업 경쟁력 강화(최첨단 기술의 실용화 연구 
추진 포함)

(5)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증진

(6) 미래 의료 개발(Genom Cohort, 바이오 리소스 뱅크, 의료 기술의 비
용효과분석 연구의 추진, 생명윤리연구 등)

(7) 건강, 의료, 개호 분야에 IT를 활용한 지역 포괄 케어 추진

(8) BMI(Brain Machine Interface), 재택․의료․개호 관련 장비의 개발

장애 아동
및 사회 
참여의 촉진

(2-4) 희귀․난치성 질환의 예방․진단․치료법의 개발

(3) 신체․장기 기능 체․보완

(8) BMI 재택 의료․개호 관련 기기의 개발

차세 를 
위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9) 어린이 건강지표 개선,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의 해명

〈표 5-30〉 일본 정부의 건강 장수사회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중점과제

 

자료: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p.19, 2013 (서용석, 제공자료)

IT를 활용한 건강증진/관리 서비스는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장비와 생

체신호 측정장치를 이용한 기기를 이용한 서비스이다. 이러한 형태의 서

비스는 여러 가지 수준으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하기 위한 용도 

(개인건강정보 관리, Personal Health Records)

둘째, 사용자가 요양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 관리자에게 정보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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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용도 (홈케어, Home-net-

work Healthcare)

셋째,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기가 병원이나 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진단 및 치료를 하기 위한 용도 (원격의료 Telemedicine)

현재 우리나라에도 유-헬스케어(U-Health Care) 라는 이름으로 이러

한 서비스의 실현에 따르는 제도적, 기술적 문제들에 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시범사업으로서 의료서비스에 한 접근성이 취약한 강원도, 교도소, 

군 에 이와 같은 유-헬스케어의 실현가능성에 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기업의 경우, 독자적으로 병원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

고 있으며, 간단한 건강 측정의 경우, 측정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유-헬스케어는 실제 보건의료를 포함한 보건복지서비스 현장에서 활

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의료적 목적의 기기와 자가 관리용 기기 두 가지 

형태에서 모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는 

- 측정기기의 정확성,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음

- 현행 의료법에서 원격의료의 범위, 책임소재 등이 불명확함

- 적정한 보험수가 마련이 되지 않음

그 외,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개인관리기기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서비스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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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증진/관리 방식의 다양화 및 효과검증 연구 강화

질병구조의 변화, 주요 사망원인으로 암의 두, 국민 의료비용의 증가 

등이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

됨에 따라 질병양상이 급성질환에서 장기적인 관리와 돌봄을 필요로 하

는 만성질환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터키에 이어 가장 빠르며, 2050년에는 인구의 

고령화율은 38.2%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따라

서 노인성질환인 치매나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질환이 국민

건강에 중요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질병의 경우 단기

간의 돌봄이나 관리가 아니라 여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다

양한 합병증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의 돌봄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는 기존의 의료 서비스가 의료모델에 기반을 두고 일정기간동안의 집중

적 치료 후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쳤다면, 만성질환

을 예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발병 이후 지속적인 자기관

리를 강화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을 의미한다. 동시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필

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서의 보건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

될 것이다.

또한 뇌졸중과 같이 치료 종료 이후 신체적 기능 손상과 같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적 범주 내의 장애가 아니라 하더라

도 다양한 신체/심리적 기능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후유장애로서 외모변화나 체중 감소, 골다

공증, 근육 손실, 방사선 치료 이후 영구탈모나 불임 등은 장애등록의 범

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기능상의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치료 이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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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활이나 학교 생활, 일상생활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

한 장애를 선진국의 경우 건강장애(health impairment)라는 사회적 장

애로 인정하고 있다. 

기존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제도적 지원 및 과학기술적(의학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 특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건강위험이 높은 사람들

- 법으로 정한 특정 장애 범주에 속하지는 않으나 신체적, 심리적으로 

기능이 취약한 사람

- 요양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자 하는 고령자

- 자기관리를 요하는 만성질환자

- 요양상태에 있는 고령자나 환자의 관리(Care)

보건복지서비스는 이러한 사람들의 건강증진/관리까지도 포함하는 것

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위의 확 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증진/

관리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의료서비스가 확 되어 광범위한 상을 포괄하는 것은 필요하지

만, 이를 제도적으로만 확 할 경우, 서비스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

하면서 국가재정 투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

스 효과에 한 검증연구가 절 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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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출산 극복과 여성건강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1) 이상 임신 발병기전에 한 연구 강화 

고위험 임신의 경우, 여성과 태아의 건강에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연간 임신 건수는 약 50만회로 보고된다. 고위험 임신

에 한 보다 적극적 관리와 예방이 이루어진다면 조산이나 감염으로 사

망에 이르는 경우나, 미숙아로 태어나 다양한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고위험 임신의 면역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이에 한 연구개발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분자생물학적 진단 기술의 개발, 신개념미생물 진단법, 면역학의 발달, 

영상기법의 발전 등의 연구결과들간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임신/출산

기 여성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 된다. 

그 외,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가임기 여성에 한 코호트 조사가 필

요하다. 임신 코호트 조사를 통해 임신 소요기간, 임신성공률, birth 

outcome, 및 내분비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굴하는 연구가 필

요한데, 해외의 기술과 데이터를 그 로 도입할 경우, 미국이나 유럽인의 

유전배경과 식생활 등이 아시아권과 달라 높은 치료효과를 기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조산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조기진단법 개발

고위험 임신에 한 조기진단으로 여성과 태아의 건강위험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고위험 임신에 해서는 단백뇨를 진단 기준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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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으나, 정확도 측면에서 보다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조산

진단의 경우, 국민의료보험에서 파수검사 1회, 면역검사 2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파수가 발생하거나 면역이상이 발생한 후의 감별법으로써 

조기 예방의 효과를 크게 거두기 어렵다. 

또한, 다양한 실험 연구를 통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응하는 데 

필요한 진단기기 및 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일부 실험적 연구에서는 임

신 10주 전후에 면역세포의 변화나 혈중 특정단백의 변화가 선행된다고 

주장하며, 바이러스감염 등이 원인의 일부가 된다는 최근 주장도 있으나, 

이를 검증할 임상실험은 많은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과학기술정책연구

원 전문가 회의결과, 2014년 7월). 

3)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키는 독성물질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에 함유된 물질이 내분비계 

질환과 난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전자파, 농약 및 살충제, 제품 코팅제,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화

학적, 물리적 요소들이 생식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으나, 다양한 소비제품의 생산과 사용에 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고 광범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잠

재적인 인체 독성 물질은 매우 다양한 소비제품(consumer products)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이 난임과 내분비계 관련 질환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 (Joeelle Le 

Mo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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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건강을 위한 Health Care 연구개발 강화

임신 전 여성의 건강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의 전제 조건이므로 이에 

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증 해야 한다. 20  여성의 과도한 다이어트 저

감, 가임기 여성의 건강한 식생활, 공공서비스로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

확 , 연령과 상황에 적합한 운동법 개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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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복지와 기술 융합체계의 내용: 조정 인프라

복지와 기술 융합체계의 내용을 규정하는 연구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지기술의 성공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요인들을 복지와 기술 융합체계의 내용으로 하였다. 이들의 내용을 

총괄하여 개별 사안 자체보다는 개별 사안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인

프라의 성격으로 보았다. 이에 속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지기술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조정

: 특히 재원 등에 있어 공공과 민간 간의 관계 

② 복지기술 관련 작업과정의 구조화

③ 평가체계의 구축

④ 경험의 수집과 교류

그리고 북구를 중심으로 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복지와 기술 융합체계 
구축방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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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 조정: 공공과 민간을 중심으로

북구의 경험을 토 로 할 때 복지에 있어 공공의 지역자치단체의 역할

이 중요하다.

복지기술에서 유용한 결과를 얻으려면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기, 합병 

그리고 변화관리 등이 필요하다. 이는 외부재원조달 보다 공공의 지역자

치단체가 자신의 재원을 직접 투자할 용기가 있을 때 보다 잘 달성될 수 

있다.

덴마크 출장에서 얻은 정보에 따른 예를 들면 공공과 민간의 복지기술 

관련 역할 분담이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개발 단계에서 복지기술이 민간기업에게 커다란 불확실성을 

주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렵다. 이 단계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

인 덴마크의 공공부문 특히 지역자치단체들은 민간기업, 연구기관, 학 

등에게 충분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여건을 조성하여 복지기술 개발 분야

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두 번째 평가 단계에서 공공부문은 첫 번째 단계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복지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제상황과 같은 평가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를 철저하게 평가하여 비용효과성이 있는 복지기술들을 찾아낸다.

세 번째 복지기술의 실행단계에서 공공분야는 두 번째 평가단계에서 

찾아낸 비용효과성이 있는 복지기술에 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공공부문

에서의 도입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비용효

과성이 있는 기술이 판명되었으므로 비용효과성이 있는 복지기술에 하

여서는 강제적으로 도입을 법제화 하면서 민간기업에 해서는 더 이상 

특별한 고려를 하지 않고 시장의 경쟁에 맡긴다.

이와 같은 재원조성과 복지기술 도입에 있어 공공부문이 주도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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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자신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

며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 민간주도로 복지기술 도입이 성공하

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조건과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제도의 공공성 강조

를 고려할 때 어렵다고 판단된다. 

제3절 구조화된 작업흐름

복지기술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복지기술과 관련된 구조화된 작업

흐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복지기술을 실행함에 있어 가능한 경

제적 이익을 파악하고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고, 이러한 노력

이 구조화 될 때 성공적인 실행의 확률이 최 화 되며, 복지기술 작업에 

투자된 자원에서의 수익이 최 화 된다.

다음은 덴마크 출장에서 정보를 얻은 의료관련 복지기술과 관련된 구

조화된 작업흐름의 예이다. 이러한 작업은 덴마크의 인구학적 변화가 고

령화로 인한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치료와 병실에 한 증가된 필요로 이어지는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 미래

에는 의료에 해 현재와 비교하여 같은/더 적은 재원이 제공될 것이라 

가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에서 더 적은 인력만을 기 할 수 있다고 가정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덴마크 의료의 미래는 더 적은 입원기간을 실

현하는데, 예를 들면 현재 평균 3일의 입원 기간을 하루로 줄이는 데 달렸

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진단(그리고 처음의 치료) 이후 신중하

게 선택된 환자들을 조기 퇴원시키고, 집에서의 재활, 모니터링, 돌봄, 추

가적인 치료가 이어지고, 재입원을 방지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298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그림 6-1〕 구조화된 작업흐름의 예: 플랫폼 모델

이러한 목표를 가진 복지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플랫폼 모델은 그

림과 같이 연구자, 기업, 그리고 공적 구입자 사이에 다음의 6단계로 이루

어진 구조화된 작업흐름을 가지고 있다.

 ① 필요: 필요 분석, 기술 스크리닝, 시장 스크리닝, 이해관계자 분석

 ② 개념: 파트너 규정, 아이디어 생산과 스크리닝, 시장 스키리닝, 

모형, 시험과 수정

 ③ 개념의 증명: 비즈니스 모델, 형태와 기능과 인터페이스, 원형, 

시험과 수정

 ④ 생산품/서비스: 디자인과 건설, 시험과 수정, 베타 버전, 경제성, 

마케팅과 판매 전략

 ⑤ 시험과 평가: 임상적 시험/다른 시험들, 효과 평가

 ⑥ 생산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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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업흐름에서 주요한 점을 지적하면 먼저 시작점이 필요의 분

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지막 생산품/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수요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구조화

된 작업흐름에서는 다음에 다룰 평가체계(MAST: Model for 

Assessment of Telemedicine)가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 이도 역시 

마지막 생산품/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다.

구조화된 작업흐름의 단계, 당사자, 업무를 중심으로 보다 일반적인 예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필요와 기술의 매치(공공영역)

② 기술의 선택(연구와 교육기관: 학, 기술연구소)

③ 기업화 사례, 파일럿 테스트, 혁신적 프로젝트(올바른 시설의 창조: 

로봇실험실, 실제생활 시설 등)

④ 구입, 공급자 선택 그리고 실행(민간과 다른 당사자)

구조화된 작업흐름과 관련하여 복지기술을 가지고 작업할 때는 두 가

지 주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46) 하나는 연구와 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이고 다른 하나는 실행과 상업화

(implementation and commercialization)이다. 현재의 강조점은 연

구와 개발에서 실행과 상업화로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덴마크의 

경우 복지기술의 공적 구매자가 수백 개의 파일럿 프로젝트에 관련하고 

있는데 이중 성공하여 규모의 실행에 도달하는 것이 극히 드물다는 현

실에서 연유한다. 즉 공적 구매자는 연구와 개발 조직이 아니고 복지서비

스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 임무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

실이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46) Nijhoff, Joost (2014). The Coordination of Welfare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lfare Technology(2014.11.18. Koreana Hotel), KIHASA, STEPI, N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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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평가체계의 구축

공공영역에서 복지기술의 타당한 평가와 관련 작업의 기록을 위해 필

요한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여야 한다. 현실에서는 너무 많은 프로젝트와 

기술시험들이 타당성이 없는 평가보고와 상업적 사례들을 낳고 있다. 따

라서 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지기술의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초기부

터 필요한 평가가 계획되어야 한다.

평가체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예를 들겠다.

1. 혁신을 촉진하는 평가시스템 구축

최근 국민의 건강에 한 관심 증 와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 증가로 

인해 다양한 신의료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혁신적 기술을 발

굴, 평가, 관리하는 체계는 취약한 편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문가 회

의, 2014년 9월). 특히 복지기술의 경우, 안전성이나 유효성, 비용-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복지비용의 적절한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다.

〔그림 6-2〕 심평원 심사절차

자료: 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절차 등에 하여, 심평원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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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가의 신뢰도와 합리성을 극 화 할 방안으로 신기술에 한 

기술평가(technology assessment)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포함 여부 및 심사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신기술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응

하지 못할 경우 임의비급여로 시행되는 진료서비스를 양산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료비의 부적절한 증가로 귀결된다. 신기술평가는 보험급여의 

범위와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

를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보험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이나 서비스에 한 적절성 평가가 반드

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급여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항목들

에 한 주기적 재평가가 필요하다.

신기술 평가는 신기술, 기존 기술을 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째, 현재의 기술수준 및 진료양상과 부합하지 않

는 오래 전에 설정된 기준이 신기술에도 적용되어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

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의료보험에서 제외시킬 필

요가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

를 방지할 수 있다. 

2. EC의 ‘원격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매뉴얼: MAST

가. MAST의 개발배경 및 개발과정

1) 원격의료의 필요성

MAST란 원격의료기술에 한 평가 모델(Model for Assess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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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medicine Applications)의 약자로서, EC(European 

Commission)가 Metho-Telemed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한 원격의료

기술에 한 평가매뉴얼이다(Nykänen et al., 2006). 원격의료란 다른 

지역에 위치한 행위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원격의료 장치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

된 전반적인 개입과 서비스들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Kidholm et al., 2012).

EC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및 의료서비스 인력의 

부족,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에 한 수요 증가로 인해 의료비용

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원격의료를 이에 처할 수 있는 큰 잠재

력이 있는 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EC, 2009). 보다 구체적으로 

EC는 원격의료의 장점을 크게 세 가지의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EC, 2009).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원격의료는 만성질환 환자를 

가정에서 모니터링하고 병원 방문일수를 감소시킴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는 환자를 자신이 친

숙한 환경과 사회의 네트워크 속에 머물게 함으로써, 질병과 더불어 개인

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회적 고립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음

으로, 의료시스템의 측면에서 원격의료는 특히, 인구 도가 적은 지역에

서의 의료전문가의 부족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병원에 입원

하는 기간을 줄임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 경제의 

측면에서 원격의료는 앞으로 매우 큰 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서 유럽 경

제에 큰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제6장 복지와 기술 융합체계 구축방안 303

2) 원격의료의 효과성

하지만 원격의료의 효과성에 해 분석한 연구들은, 원격의료의 효과

성에 한 엄 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Kidholm et 

al., 2012). 가장 먼저, Hailey et al.(2002)은 1966년부터 2000년까지

의 원격의료의 효과성에 해 분석한 66개의 연구들을 검토하였는데, 그 

중 37개의 연구가 원격의료가 다른 접근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결

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이 중 많은 연구들이 방법론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었고, 충분히 엄 한 연구들은 여전히 부족했으며 부분의 결과들은 

일반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다른 검토 연구인 Currell et 

al.(2000) 또한, 원격의료의 임상적 이익에 한 증거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외 같이 원격의료의 효과성에 한 엄 한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에

서, EC는 원격의료의 일관된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2009년 MethoTelemed 프로젝트를 시행한다(Kidholm et al., 2012). 

MAST를 개발하게 된 이 프로젝트에는 원격의료에 한 연구들에 한 

체계적인 검토가 포함되었다. Ekeland et al.(2010)에 의해서 시행된 이 

검토는, 원격의료 서비스의 영향과 비용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원격의료에는 모든 e-health 개입, 의료에서 사용되는 정보통신기술, 개

입과 치료에 한 인터넷 기반의 개입, 의료의 부분으로서의 사회적 돌봄

을 모두 포함하였다. 이들은 총 1,593개의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원격의료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라기보다는, 원격의

료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떠한 측면들을 고려해야하는지에 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수행된 것이었으며, 이 연구는 MAST의 개발에 있어 

기초적인 연구로 사용되었다.



304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3) MAST의 개발과정

MAST는 위에서 언급한 Ekeland et al.(2010)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2009년의 두 번의 워크숍을 통해서 개발되었다. 첫 번째 워크숍은 2009

년 7월에 개최되었으며, 두 번째 워크숍은 2009년 11월에 개최되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워크숍 모두 20명의 이해관계자와 원격의료 이용자들

이 참석하였다(EC, 2009).

첫 번째 워크숍의 목적은 원격의료기술의 이용여부 결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문헌 및 증거에 한 자료들을 얻는 것이었다(EC, 2009). 워크숍에

서는 우선적으로 원격의료기술에 한 평가가 지역, 지방, 국가(local, 

regional, national) 수준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해 논의되

었다. 또한 평가모델은 원격의료기술의 많은 측면에 해 중요한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 측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경

제적 지속가능성, 원격의료기술과 효과에 한 환자의 인식, 안전, 일차

적 의료와 이차적 의료 사이의 작업의 흐름과 협력에 미치는 영향, 윤리

적 법적 측면. 마지막으로, 원격의료 평가로부터 얻은 결과들의 일반화 

및 적용가능성에 해 논의되었다.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모델을 제시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초안을 승인

하였다(EC, 2009). 참가자들은 모델에 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의견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모델의 목적이 명확해야 

함, 원격의료기술의 목적에 한 설명이 사전 고려에 포함되어야만 함, 

원격의료 사용으로 인해서 환자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고려사항에 

포함되어야 함, 원격의료의 임상적, 경제적 결과들에 한 연구 이전에 

안전과 실현가능성에 한 연구가 먼저 시행되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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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AST의 내용

1) 평가의 목표

Metho-Telemed 프로젝트 팀은 두 번의 워크숍에 기초해서, 만약 원

격의료기술의 평가의 목표가 원격의료의 효과성과 의료의 질에 한 기

여,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평가모델은 체계

적이고, 정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원격의료 이용과 관련된 의학적, 사

회적, 경제적, 윤리적 이슈들에 한 정보를 요약하고 평가하는 다학제적

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Kidholm et al., 2012).

여기에서 주요 개념은 ‘다학제적’과 ‘체계적이고, 정확하고, 타당한’이

다(EC, 2009). ‘다학제적’은 평가는 원격의료가 환자, 의사, 의료시스템, 

사회에 미치는 모든 중요한 결과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며, ‘체계적이고, 정확하고, 타당한’은 평가가 과학적인 연구와 방법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MAST의 평가단계

MAST의 평가단계는 크게 사전 고려(preceding considerations), 다

학제적 평가(multidisciplinary assessment), 이전성 평가(assessment 

of transferability)의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Kidholm et al., 2012). 

아래에서는 각 단계에 해 순서 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각 단계에 한 

정리는 MAST 평가매뉴얼인 EC(2009)에 더하여, Kidhole et al.(2012)

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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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고려

사전 고려는 가장 먼저, 원격의료기술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원격의료

기술 외의 다른 안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원격의료기술

의 목적에 한 명확화에는 환자의 건강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술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한 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는 같은 건강 문제에 해서, 다른 기술에 비해 원격의료기술이 갖는 장

점이 나타나야 한다.

다음으로 최소한 다음의 내용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서비스

가 현재 존재하는 법적 제도에 잘 부합하는가, 원격의료서비스 비용의 재

정적 부담은 어떻게 분배되는가, 원격의료기술이 충분히 성숙했는가, 원

격의료기술을 이용하게 될 환자의 수는 어느 정도일 것으로 기 되는가.

먼저, 평가하고자 하는 원격의료기술이 지역과 국가의 법제에 잘 부합

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규제하

는 법제, 의료 제공자에 한 승인 시스템, 의료 제공에 한 법적 책임 

등의 문제가 모두 포함된다.

다음으로 원격의료서비스 비용의 재정적 부담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것은 원격의료기술의 경제적 분석의 결

과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이며, 그러므로 평가가 시행되기 이전에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의 성숙도가 고려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의 성숙도에

서는 가장 먼저 기술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완성된 정도의 

기술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한다. 아직 개발 중이고 개선이 필요한 기술

은, MAST의 평가 상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원격의료기술로 이용하게 될 환자의 수에 해 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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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원격의료기술은 때때로 상당히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할 수 있고, 또한 의료진을 교육시켜야 하고 작업방식을 변화시켜야 할 

수 있다. 이러할 경우, 원격의료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고정비

용이 상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격의료기술의 경제적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원격의료기술을 이용하게 될 환자의 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2) 다학제적 평가

다학제적 평가는 원격의료기술이 가져오는 결과에 한 7가지 영역에

서의 평가로 구성된다. 7가지의 영역의 선택은 원격의료기술에 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체계적인 리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각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건강 문제와 기술에 한 설명(health problem and descrip-

tion of the application), (2) 안전(safety), (3) 임상적 효과성(clinical 

effectiveness), (4) 환자의 관점(patient perspectives), (5) 경제적 측

면(economic aspects), (6) 조직적 측면(organizational aspects), (7) 

사회문화적, 윤리적, 법적 측면(socio-cultural, ethical, and legal as-

pects).

가장 먼저, ‘건강 문제와 기술에 한 설명’은 원격의료기술의 사용하

는 목적으로서의 건강 문제와 원격의료기술의 현재의 사용 및 평가에 

한 설명을 의미한다. 이 영역의 주제들에는 건강 문제, 기술 설명, 기술적 

측면, 기술의 현재 사용 정도가 있다. 다음으로 ‘안전’은 원격의료기술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한 명확화와 피해에 한 평가

를 의미하며, 이 영역의 주제들에는 환자와 의료진에 한 임상적 안전

성, 그리고 기술적 안전성(기술적 신뢰성)이 있다. 다음으로 ‘임상적 효과

성’은 환자의 건강에 해 원격의료기술이 가지는 효과성을 의미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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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영역의 주제들에는 사망률에 한 영향, 질병률에 한 영향, 삶의 질

과 관련된 건강에 한 영향, 행동적 결과,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있다. 그

리고 ‘환자의 관점’은 원격의료기술에 한 환자와 환자의 가족의 수용성

을 포함한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

슈들을 포함한다. 이 영역에서는 만족도와 수용성, 정보에 한 이해, 치

료에 한 확실성,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접근과 접근성, 자기효능

감의 주제들이 존재한다. ‘경제적 측면’은 원격의료기술의 경제성과 관련

된 영역으로서 비용, 수입, 사업적 측면들에서 발생하는 결과들을 의미한

다. ‘경제적 측면’의 주제들에는 원격의료기술의 전달에 사용되는 자원, 

각 자원의 가격, 의료 이용과 관련된 변화, 임상적 효과성, 1년 당 지출되

는 비용 및 수입이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측면’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때 어떠한 종류들의 자원이 이동되거나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한 평가

와 원격의료기술의 이용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들

을 의미한다. 이 영역의 주제들은 생산과정, 생산구조, 문화, 경영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윤리적, 법적 측면’은 환자가 기술을 이용하면

서 살아가고 활동하는 사회문화적 영역들에 한 고려, 기술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 기술의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법

적 환경들을 의미한다.

(3) 이전성 평가

위에서 언급한 원격의료기술의 평가 외에도 반드시 평가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원격의료기술에 한 평가의 결과가 다른 환경 또는 기술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물론, 일반화 가능성에 해서는 위에

서 언급한 7가지의 다학제적 영역들에서 각각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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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가능성에 해 예를 들어 살펴보면, 임상적 결과에 있어 임상적 

결과에 한 평가가 실제 원격의료기술이 사용될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경제적인 평가에서 환자

의 수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증가할 때, 비용이 얼마만큼 증가하게 될지

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학제적 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일

반화 가능성의 문제가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또한 비슷한 문제로, 각 평가는 기존 연구들에 충분히 기초해야 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기술 그 자체가 법적인 문제, 재정적 문제, 또는 조직적 

문제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 또는 지역의 차이로 인해서 원격의료기술의 비용효과성이 크게 다

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다루어질 때, 한 분야, 또는 한 지역

에서 이루어진 평가의 결과가 널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이제까지 MAST에 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MAST란 법적인 강

제성을 가진 평가도구가 아니며, 급증하고 있는 원격의료기술에 해 제

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매뉴얼이다. MAST는 원격의료기술의 시행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측면이 매우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순히 

임상적 효과성이 아니라 비용효과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유럽에서 특정한 원격의료기술이 비용효과

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비용효과적일 것이라

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반

드시 원격의료기술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의료기술을 도입할 때에는, 우

리만의 독자적인 평가체계가 필요할 것이며 그 평가체계에 있어 EC가 개

발한 MAST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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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험의 수집과 교류

1. 경험의 수집과 교류에 대한 개요

중복과 그로 인한 자원낭비를 피하기 위하여 평가보고나 상업적 사례 

등에 관한 경험을 교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나 이러한 경험의 교류가 잘되면 자원이용이 적정화 된다.협동과 경험의 

교류는 공공에 의해 구조화된 작업흐름과 철저한 평가를 위한 재원이 투

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더 쉽게 달성될 수 있다.

2. 지식/기술/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 인

프라로 연구개발 플랫폼을 고려해볼 수 있다. 플랫폼 아이디어에서 고려

되어야 중요한 사항으로 첫째, 개발자-수요자간 연계, 둘째, 다양한 분야

에 흩어져있는 지식들을 모을 수 있는 채널 구축을 들 수 있다. 

2008년 지식경제부에서 플랫폼 기술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2008년 논의에서는 플랫폼에 한 정의, 산업별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

지에 한 논의를 포함하였다. 당시에는 기술중심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는데, 다양한 산업들간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기반산업(뿌리산

업)에서의 기반기술 개발과 이를 플랫폼의 근간으로 하여 전방산업 및 수

요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기반산업, 기반기술

이 잘 자리잡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논의였다. 

복지산업의 경우에도 복지산업과 관련된 기반기술들은 체계적으로 정

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에 전방산업기업, 수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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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기반기술을 찾아서 활용

할 수 있는 방식(기반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통해 평

가할 수 있는 형태)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러한 형

태의 플랫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2008년의 경우 첫

째, 가시적으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와 둘째, 정책적으로 

효과가 기 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주로 두되었다. 

플랫폼이 구축되고, 이를 활용할 상당한 규모의 수요기업과 전방산업

이 존재하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에로사항이 존재하는데, 자체적으로 해

결하기엔 한계가 존재할 때, 시너지효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8년 당

시 고령 쪽은 플랫폼에 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고, 상당한 규모 수요

기업의 존재 및 그들의 니즈에 해서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고, 둘 간

의 연계에 해서도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다.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

다. 

첫째, 기술이 제품화 되어 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사용자에 한 이

해를 플랫폼 참여자들 사이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인식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술적 측면 및 제도적 측면에서 이러한 공유된 인식이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가 사용자라

면, 고령자의 특성(행동, 생각, 감성 등)이 기술개발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해에 기반이 되는 지식과 자원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자의 경우,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거동에 특징적

인 행위, 마비, 이상보행 등이 있으며, 걷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활

반경이 위축되는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품들은 과

학적으로 위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측정되고, 평가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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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품개발 기업과 개별질병환자 및 의료진간의 연계가 포함될 필

요가 있다. 개별질병 환자를 제품개발 기업 혹은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접

촉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기업은 접촉할 방법이 거의 없고, 출연연, 일

부 학만 병원이나 의료진을 통해 사적 관계로만 접촉이 가능하다. 이러

한 개인적 노력 또는 개별 기업의 노력에 의존해서는 종합적인 정보 획득

이 어렵다. 

셋째로, 다양한 집단이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문가 집단, 개발자 집단, 사용자 집단, 돌봄서비스 제공자 집단들 

간에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일어나고, 기술을 진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넷째, 플랫폼은 자체적인 모듈과 외부와의 협력이 모두 잘 구축되어야 

한다. 자체적인 모듈의 경우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필요한 모듈을 축적

해야 한다. 외부와의 협력도 자체적인 모듈이 존재하여야 가능하다. 즉, 

수요기업들이 본인들에게 필요한 모듈을 축적된 모듈 중에서 찾아서 활

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플랫폼 주체들 자체적으로 공공모듈화

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로, 플랫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플랫폼의 운영을 책임지는 관

리주체의 역할 강화이다. 플랫폼 관리주체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와 니즈를 이해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중간매개자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테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리빙랩이 향후 많이 만들어진다 해도, 플랫폼의 관리주체

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서로 연계시켜 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플랫폼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형태는 하나의 사업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다. 이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여러 연구기관들의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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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역량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현재 복지기기 관련 기술을 개

발하는 연구소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들이 특정분야에 있어 높은 전문성

을 가지고 있어야 플랫폼의 형태로 연계되었을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

을 것이다. 전문 역량축적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연구인력의 확보와 예산

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복지기기가 앞서 언급한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사업이나 공공복지안전사업의 연구과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연구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한계를 가진다고 

하겠다.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연구개발 사업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실정

이다. 

〔그림 6-3〕 복지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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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주요사례: 북구국가를 중심으로

주요사례에서는 복지와 기술 융합체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의 예

를 보여준다.

1. Nordic Centre for Welfare and Social Issues

Nordic Centre for Welfare and Social Issues(NCWSI)는 북유럽 

장관협의회(Nordic Council of Ministers) 산하에 있는 조직이며, 이 

조직의 목적은 교육, 공공 정보, 연구 개발, 네트워킹, 국제적 협력을 통

해서 북유럽 국가들에서의 사회정책수행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NCWSI

의 본부는 스웨덴의 스톡홀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핀란드와 덴마크에 지

사가 있다. NCWSI의 주요 영역은 알코올과 약물문제, 취약계층의 노동

시장 통합, 장애 문제, 복지 정책, 복지 기술이다.

복지기술과 관련하여 NCWSI는 북유럽에서 복지기술을 사용한 성공

적인 예들에 한 정보를 통합시키려는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중이

다. 이를 통해서 지식공유, 복지기술의 적용에 한 접근성 향상, 지방정

부의 능력의 향상, 자원의 더 용이한 이용, 과도한 프로젝트의 방지, 북유

럽의 더 강한 연합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북유럽 지역의 고령화는 크게 진행되고 있으며, 2035년에는 80세 이

상의 인구가 지금보다 두 배가 될 것이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건강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와 돌봄 필요를 가진 고령 인구가 훨씬 많게 될 것

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는 없다. 동시에 지속되는 저출산율은 고령화에 

응할 수 있는 노동력 증가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고령자를 

돌볼 사람들은 더 적어질 것이다. 만약 고령자를 돌볼 사람들이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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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60세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고령자들보다 삶의 

질과 서비스에 해 더 많은 기 를 가질 것이며, 많은 노인들은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Nordic Centre for 

Welfare and Social Issues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NCWSI, 2010).

1) 북유럽 국가들은 이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행동

을 위한 복지기술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함.

이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 방

향에 제공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공급(provision)는 

운에 맡겨질 것이다. 만약 핵심적인 공공 기관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다른 행위자들(players)이 시장을 차지할 것임. 이것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누군가는 도움(assistance)과 복지기술해결책을 구입할 수 있

을 것일 반면에, 공공복지는 고통 받을 것임. 복지기술의 이용은 복지 사

회의 성패를 의미할 수 있다. 또한 복지기술은 또한 주요한 산업 발전을 

위한 길을 열어 준다.

2) 서로에서 배우며 이 분야에서 북유럽의 협력을 구축함.

북유럽 국가들은 기술에 한 태도와 이를 시험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

에 한 다른 태도들과 관련하여 다른 수준에 있다. 서로에게 배우는 것

과 이 분야에서 현재보다 더 강한 북유럽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

이 있다.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

다. 지식과 경험공유, 혁신과 표준화는 북유럽 연합에 유용하고 적합할 



316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수 있는 분야들이다. NCWSI는 북유럽 지역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지원하

는 목적으로 이 분야들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일 목표로 한다.

3) 지방정부들의 투자, 시험, 프로젝트를 위한 국가적 펀딩을 제공함. 

질 높은 문서화를 보장함.

덴마크의 공공부문은 복지기술을 필요로 하며, 복지기술을 이 분야에

서의 새로운 계획들의 원동력으로 만들고자 한다. 덴마크 정부는 공공부

문에서의 시험과 기술을 도입하는데 30억의 DKK의 덴마크 공공복지기

술 재단(Danish Public Welfare Technology Foundation)을 설립하

여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따르고 있는 예이다. 국

가적 펀딩은 국가적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한다. 프로

젝트가 완성되었을 때 아이디어와 결과가 보존되도록 경험과 실행 프로

젝트들에 한 질 높은 문서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4)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기술을 

사용함.

이것은 높은 삶의 질을 달성하고 사회의 돈(society money)을 절약할 

수 있다. 복지기술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건강을 더 잘 돌보

고 책임질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병원입원을 줄일 것이다.

5)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용함. 기술

이 도입될 때,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과 상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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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 해서,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들은 장애인

들에게 상당한 기능성과 자신들의 뜻 로 기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예를 들어, 기억 지원과 GPS가 있는 스마트폰의 이용은 인지적 문제

가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안전을 제공하고 훈련하고 그 후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새로운 기술로부터 최 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규칙과 업무관행

을 바꾸기 위해 준비하기. 복지기술의 도입에 해 직원과 상담하기

복지기술은 예상되는 발전을 다루기 위한 도구이며, 조직적 결과들은 

기술의 가능성을 최 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점검되어야만 한다. 협력관

행과 전문적인 경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의지 없이는, 최 한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기술의 가치는 이것을 사용할 직원들에

게 명확해야만 한다. 이것은 지식, 능력,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한 열망과 동기를 필요로 한다. 직원은 조직적 수준과 사용되는 기술에

서의 변화를 준비해야만 한다. 불안감과 동의의 부족은 복지기술을 최

한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7) 복지기술의 윤리적 문제들을 개방적으로 다루고, 이용자들이 새로

운 가능성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제를 조정하기.

GPS는 치매와 같은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외부에서 더 자유롭

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불안과 우려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현재 개인적 GPS 위치탐지기의 사용

은 몇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법과 상치되는데 방향에 한 감각을 잃어버



318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치매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덴마크의 예와 법 개정을 따르는 것을 추천한다.

2. 덴마크

⧠ 재정기관 1: 덴마크 상업당국 (Danish Business Authority)

○ 상업성장부(ministry of business and growth) 산하. 보건부, 

the Danish Regions, 지자체 및 지역성장센터와 파트너쉽 체결

○ 시장발전기금(market development fund)이 보건복지혁신의 

주요 역할을 함.

○ 혁신 제품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보

조금 제공,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지원, 병원과 복지 파트너쉽

의 기금 지원 

○ 시장발전기금의 2가지 우선순위 사항으로는, 

－ 프로토 타입 제품의 테스트 및 제품을 시장 환경에 맞춰야 하

는 민간 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 공공기관에 혁신제품 조달 지원

○ 시장발전기금의 예산규모: 5천 4백만 유로(2013-2015 기준)

○ 개발 및 데모단계까지 완료한 민간기업 중 시장 잠재성이 큰 

분야에 있는 기업일 경우 기금을 받을 수 있음.

○ 공공부문에선, 더 나은 공공자원 배치를 위한 획기적인 조달

방법을 지원하고 사전조달과정-시장 화 및 제품사양 요구

와 관련된 비용을 보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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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013년 기준, 기금의 규모는 약 1,340만 유로이며, 덴

마크 5개 지역에서 보건 및 의료혁신 파트너쉽 체결

⧠ 재정기관 2: 덴마크 과학기술혁신기관(DASTI: Danish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 과학혁신고등교육부 산하인 덴마크 기술혁신협의회 관련 기관임. 

혁신 프로젝트 지원, 혁신 네트워크, 전략적 연구개발(R&D) 플

랫폼 등과 같은 신사업 협력단을 지원하고 혁신 바우처, 혁신 네

트워크 및 지식 파일럿과 같은 수단을 통해 보건복지분야의 혁신

을 지원

○ 기술혁신협의회와 전략연구협의회는 다양하고 규모의 전

략연구 발판을 마련함.

－ Patient@home: 복지기술과 원격의료 개발과 관련되어 기술

혁신협의회, 남 덴마크 성장포럼(Southern Denmark 

Growth Forum), 그 외 프로젝트 파트너가 기금을 지원하고 

그 규모는 2012-2018까지 약 2천 5백만 유로.. 이 중 940만 

유로는 두 협의회에서 지원을 함. 

○ DASTI는 연구정책과 혁신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과학연구협의회에 사무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독함. 또한 

독립연구, 전략연구 및 혁신분야의 연구기금을 할당함.

⧠ 조달지원: 덴마크 공공조달 포털 (Danish Public Procurement 

Portal)

○ 혁신조달과정과 관련한 안내자료와 공공조달자 및 공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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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컨설팅을 제공함.

○ 혁신을 바탕으로 한 입찰자를 구성하는 방법에 관한 상당한 양의 

안내자료를 제공하는데 주요 상은 지자체, 공공조달자, 공공부

문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 해당됨.

○ 조달규칙 내에서 공공부문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입찰자를 구성

하는 것이 과제로 남음.

○ 덴마크 지방정부가 운영하며 협업 상으로는 덴마크 상업당국, 

경쟁과 소비자당국, 국가노동시장당국, 공공행정현 화단체, the 

Danish Region이 있으며 그 외 협력기관은 덴마크 산업회, 덴

마크 상공회의소, 덴마크 건설협회 등이 있음. 연간 예산규모는 

43만 유로

⧠ 프로젝트: 공공민간혁신 및 복지기술 실험실

(OPI-LAB-Laboratory for public private innovation and 

welfare technology)

○ 새로운 복지기술에 한 공공민간혁신(PPI)에 한 지침 개

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국적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

○ 각 지역마다 복지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시범사

업 운영을 맡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들은 향후 

PPI 지침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지능형 병원 욕실, 다른 기관간 환자정보공유, 후천적 뇌손상

을 입은 환자를 위한 기술적 해법, 병원에서 조기퇴원한 환자

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컨셉 등 주로 기술적인 시범사업을 

운영함. 또한, 보건의료분야 인력에게 아이디서를 수집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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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쓰이도록 개발함.

○ PPI와 사업사례 모델에서 효과적인 측정을 위한 도구를 개발

해 지자체 및 지역기관에 직접적으로 적용.

○ EU 구조기금과 덴마크 상업당국, 다섯 개의 참여지역에서 기

금을 받고 있으며 규모는 2011-2014동안 645만 유로임.

⧠ 정부부처: 덴마크 국가사회복지사업위원회(The Danish 

National Board of Social Service)

○ 정책입안자와 지자체를 상으로 사회적 발명과 사회사업방법론

에 관한 지식과 모범관례를 제공함

○ 신 기술부터 방법론 개발,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지관례에 이르기까지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 덴마크 통합사회부(ministry of intergration and social 

affairs)에서 기금을 받고 있으며 규모는 2012년 기준 3,760만 

유로임.

⧠ 수도권 병원: 덴마크 수도권 지역(Capital Region of Denmark) 

○ 덴마크 수도권의 혁신연구센터는 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9개 병원

의 혁신을 장려하고 보건부문 발명품의 상업화 지원

○ 병원의 원격의료, 더 나은 위생기준에 한 혁신적인 해결책 개발 

및 이행 지원 

○ 환자를 치료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환자의 권

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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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와 EU기금, 기타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를 지원하

고 있으며 공공민간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약 40만 

유로 규모의 기금을 마련

○ 덴마크 보건부, 덴마크 수도권 지역, 연구기관 및 학, 민간

부분과 파트너쉽 체결. 연간 예산규모는 1,340만 유로이며 

수도권 지역의 연구과 혁신을 지원하는 데에 쓰임.

⧠ 지자체 조직 1: Danish Regions

○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덴마크 5개 지역이 운영하는 이해단체로 보

건부문 혁신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효율성 증 시킬 전략적 혁

신조달을 이용

○ 보건부문에서의 주요 혁신 우선사항은, 병원사옥, IT 개발, 의료 

기술로 나뉨. 향후 15년안에 4억 유로를 투입해 새 병원 신축 예

정.

○ 한 지역의 혁신 프로젝트는 신 의약품의 임상시험 절차를 간편 신

속하게 처리할 방법(single entry point)을 만들어 다른 유럽 국

가들과 겨룰 경쟁력 확보 노력

○ 지역성장포럼은 약 1,340만 유로를 투입해 혁신 프로젝트를 지

원할 뿐만 해마다 약 50억 유로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하

고 있음

○ 조달 협력을 통해 2015년 말까지 약 1억 3천만 유로를 확보하는 

목표를 내세워 합동지역조달을 통해서 전 제품의 35%를 조달하

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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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적 이니셔티브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 분야

의 공공민간 혁신에 관한 지식을 모는 OPI-Lab, 복지기술 플랫

폼인 Living Lab Denmark, 노르딕 공공민간혁신 네트워크

(Nordic Public-Private Innovation Net.) 등이 있음.

⧠ 지자체 조직 2: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 KL)

○ 2007년 구조개혁이후, 덴마크 지자체는 모든 예방건강관리를 맡

고 있음. 예방건강관리 분야는 복지기술, 디기탈리스 요법, 노인

관리와 더불어 보건혁신노력을 가장 많이 기울이기도 함. 

○ 주요 업무로는 지자체가 업무를 실행하는 방법 개발과 현 화를 

지원해 이 부분에 해 정부와 중앙행정기관과 협상을 하는 것임

○ Danish region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동연구자로, 어느 

시점에서 환자를 퇴원시키고, 퇴원 이후 어떤 치료가 요구되는 지

를 파악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음. 또한, 보건분야의 다양한 단체

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본틀 협약(framework agreement)을 협

상 중임.

○ 사용자주도 혁신(user-driven innovation)은 지방정부의 핵심 

키워드로 사용자 및 관련 분야 인력들을 상으로 혁신에 관여하

는 방법에 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 사용자 주도 혁신의 목

적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선에 

있음.

⧠ 덴마크 공공복지기술재단 (The Danish Public Welfare 

Technology(PWT)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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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2015년 동안 30억 크로네의 예산을 투여해 견실한 경제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복지 분야의 뚜렷한 개선과 투자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예를 들면, 종사인력의 업무 부담을 덜고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현장서비스에 시간적 여유를 두는 새로운 노

동절약기술과 새로운 운영방법을 시도 및 보급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함. 결과적으로 이러한 투자는 종사인력이 업무를 더 쉽고 빠

르게 수행해 효율성을 증 시키는 프로젝트에 한 공동기금출자

로 나타남.

⧠ The Business Innovation Fund 

○ 2010-2012년 동안 9억 3천 6백만 크로네의 예산이 투입되어 예

비 프로젝트와 소위 등  프로젝트라 불리우는, 복지분야에서 나

타나는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에 한 상업적 해결방법을 개발하

는 주요 학제간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 보건과 복지해법의 시장

발전”을 지원함.

⧠ The Prevention Fund

○ 근로 중 발생하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프로젝트

에 연구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 이 외에도, 다

양한 공공 및 민간 재단들은 복지기술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을 

제공함.

⧠ 교육과 연구

○ 코펜하겐 IT 학(IT University of Copenhagen)과 덴마크 

남부 학교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의 공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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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Maersk Mc-kinney Moller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프로젝

트와 함께 진행 중임. 예를 들면, 보건과학기술부와 Aalborg 

학교가 진행하는, MSc in Biomedical Engineering and 

Informatics와 Aarhus 공과 학에서 BEng in Healthcare 

Technology가 있음. 

○ 덴마크의 다양한 지식단체와 기관은 연구, 개발, 자문, 중재 

면에서 복지기술에 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표적으로, 

－ 덴마크 기술연구소: 로봇기술, 기술 파트너쉽, 인적자원개발

－ Aalborg 학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기술센터

3. 스웨덴

스웨덴 보조기술 연구소(SIAT: Swedish Institute of Assistive 

Technology/ HI: Hjälpmedelsinstitutet)는 스웨덴 정부의 지원을 받

아 일상생활에서 노인과 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개

발 지원을 위해 “노인을 위한 기술(Technology for Elderly)” 프로그램

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Norrköping, Västerås, Göteborg의 지방자치단체 세 곳에서 

80세이상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을 상으로 5백만 SEK를 지원

하여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베스테로스(Västerås)는 정보 및 커뮤니

케이션 솔루션, 노르최핑(Norrköping)에서는 주거와 관련한 신기술, 

예테보리(Göteborg)의 경우는 안전하고 좋은 주거환경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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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술 센터(Centre of expertize)

(1) Health/ICT 

스웨덴의 Health/ICT 클러스터는 체로 복지기술(welfare tech-

nology)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린최핑(Linköping)/노르최핑(Norrköping)의 Hälsans nya verk-

tyg med hemmet som bas47)

  - 이 혁신 클러스터는 스웨덴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정 중심의 

새로운 건강도구(Hälsans nya verktyg med hemmet som bas)

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당뇨 및 심부전 환자, 낙상예방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모바일 솔루션을 전문분야로 하며, 노인들이 

안전하고 사회적참여를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도 다루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2013년 AAL(Ambient Assisted Living) 포럼을 개최

한바 있다.48)

∙ 할름스타드(Halmstad)의 헬스케어 기술연맹(Hälsoteknik 

Alliansen)49)

  - 헬스케어 기술연맹(Hälsoteknik Alliansen)에서는 노인의 홈케어 

분야 및 주거 그리고 특히 “가정에서의 안전(Safe at Home)”에 

한 효과적인 ICT 솔루션에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7) 린최핑과 노르최핑의 프로젝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www.halsansnyaverktyg.se)

48) 노르최핑에서 2013.9.24.-26에 AAL(Ambient Assisted Living) 포럼이 개최었음.
49) 할름스타드의 헬스케어 기술연맹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www.Halsoteknik.com/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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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e, Competence Area ICT50)

  - “Nordic MedTest”는 지방의회, Karlstad 학, 헬스케어 클러스

터의 IT시스템의 테스트와 관련된 Karlstad Compare의 공동 노

력으로 운영된다.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국제 건강정보기술 테스

트센터의 설립과 발전에 있다. 이 센터는 공급자 독립(vendor-in-

dependent)적이고, 지역 협력 회사에서 오픈 테스트가 가능할 것

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고 혁신적인 IT 서비스의 개발, 테스트 

및 안정적인 도입을 할 수 있다.

∙ 베스테로스(Västerås)의 로봇달른(Robotdalen), 독립적 생활을 위

한 기술(Technology for Independent living: T4IL)51)

  - 로봇달른(Robotdalen)은 건강 관련 로봇기술로 핵심 연구개발 분

야로 국가단위의 허브로 조정되고 있으며, 스웨덴과 국제적인 역량

과 자원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립적 생활을 위한 기술

(T4IL: Technology for Independent living)”은 노인 및 장애인

의 독립적인 생활과 건강돌봄종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구체적인 건강문제와 관련된 지식센터 

∙ 스톡홀름 카롤린스카 병원의 혁신센터(Innovationsplatsen, 

Karolinska Sjukhuset)52)

50) Compare, Competence Area ICT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www.compare.se/projekt/nordicmedtest)

51) 베스테로스의 로봇달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www.robotdalen.se/en/About-Robotdalen/Our-core-areas/Technology-
for-Independent-Life)

52) 스톡홀름 카롤린스카병원의 혁신센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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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진료를 포함하는 기존의 솔루션 및 새로운 솔루션 평가에 한 

조정이 가능한 국가 허브 창조

∙ Swedish ICT53)

  - Swedish ICT는 응용연구, 지식창출, 특정분야 및 일반플랫폼의 혁

신연구를 수행하는 4개 기관의 조정기관(umbrella organisation)

이다. Swedish ICT는 E-Health분야에서 end-to-end 인프라스

트럭처, 센서 및 센서 시스템, 빅데이터, 사용자 상호작용 및 테스

트베드 등에 한 다학제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4. 영국

⧠ 영국의 요양주택(care homes)

○ 영국에는 노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21,000개 이상

의 요양주택(care homes), 양로원(nursing homes), 노인상

주요양시설(residential homes)이 있음.

－ 이 중 2,000개 이상의 시설들은 그룹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영국에는 195개의 돌봄 봉사단체와 기관들이 있으며, 

214개의 지방공공기관과 7개의 규제기관이 있고, 적어도 

5300개의 돌봄 관련 생산품과 서비스의 공급자가 존재함.

○ 영국의 요양주택(care homes)은 하루 24시간 내내 직원이 배치

(http://www.karolinska.se/Verksamheternas/Administration/Utveckling-och-I
nnovation/Innovationsplatsen/Utvecklingsprojekt/Vard-pa-distans)

53) 스웨덴 ICT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s://www.swedishict.se/business-areas/e-health#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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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모든 식사가 제공됨(양로원 중에서도 이와 같이 운

영되는 곳이 있음).

－ 요양주택은 지방정부, 민간회사, 봉사단체가 소유하고 운

영되고 있음.

－ 영국의 모든 요양주택은 국가의 규제기관에 등록하여 있음.

○ 부분의 경우에, 노인들을 위한 요양주택은 지방정부, 사회

서비스 팀, NHS 돌봄 팀에 의해서 위탁된 노인들을 수용함.

－ 노인이 요양주택에 거주하기로 되었을 경우, 거주 이전에 

통합적인 필요에 기초한 평가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짐.

－ 이 평가는 일반적으로 간호사나 요양주택 관리자에 의해

서 이루어짐.

⧠ NHS와 원격돌봄/원격의료(Telecare/Telehealth)

○ 원격의료

－ 생명과 관련된 건강 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하는 전자센

서나 전자장비.

－ 모니터한 정보들은 자동적으로 환자에 해 개입하게 될 

의사에게 전달되며, 이 과정에서 환자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됨.

－ 원격의료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NHS를 통해서 제공되며, 무

료서비스이고, 3개월 정도 걸려서 설치되는 서비스임.

－ 영국에서는 이러한 원격의료를 지속적으로 확 하고 있음.

－ 원격의료에 한 요금은 없음.



330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 원격의료는 환자가 집에서 혈당 수준이나 혈압과 같은 생

명과 관련된 정보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며, 이 정보는 전

문가에게 전자적으로 전송됨.

○ 원격돌봄

－ 개인을 자신의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하고 독립적으

로 지낼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적 그리고 환경

적 센서

－ 24시간 모니터링은 개인에 한 정보가 즉시적으로 전달

되게 하여 즉각적인 응을 가능하게 함.

－ 원격돌봄은 자주 건강돌봄과 관련된 문제와 자주 사용되

지만, 건강돌봄은 사회적 보호의 일부분임.

－ 원격돌봄은 NHS 외에도 사회서비스부서, 주택조합, 민간

조직과 상업적 제공자에 의해서 제공됨.

－ 원격돌봄의 비용은 개인의 환경에 의존하고 있음.

－ 개인의 사회돌봄에 한 예산은 원격돌봄 서비스에 한 비용

으로 지불할 수 있음.

－ 원격돌봄은 본질적으로 누름 단추 알람, 홍수 센서, 연기 감지

기를 포함한 응급 서비스임.

－ 영국에서는 지난 10-20년 동안 원격돌봄 서비스가 잘 발달되

었음.

－ 영국에는 약 170만 명의 원격돌봄 사용자가 있음.

○ NHS 24 20:20 Vision

○ 스코틀랜드는 환자중심적이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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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원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선두에 있음.

○ NHS 24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원격의료와 원격돌봄 조직임.

○ 최근 몇 년 동안, 스코틀랜드에서 NHS에 포함된 부분인 

NHS 24는 지속적으로 스코틀랜드의 환자와 피돌봄자, 시민

들에 한 확 된 범위의 다채널의, 환자중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원격의료와 원격돌봄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촉진하

고 있음.

⧠ Ambient Assisted Living (AAL)

○ AAL은 유럽의 고령화 인구의 필요를 다룰 것이며, 앞으로의 

유망한 시장들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을 낮추고, 미래의 사

회보장비용을 감소시킬 것임.

－ AAL의 목적은 첨단제품의 사용과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원격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노인들의 자율성을 향상시

키고 그들의 일상생활 수행을 도와 노인들이 가정의 환경

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임.

○ Ambient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AALJP)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펀딩 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통해서 유럽의 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러므로 AALJP는 서비스 영역에서 운영되는 활동이며, 

적극적인 고령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임.

－ 필요한 기술들의 통합과 이용자의 필요를 관련된 생산품

과 서비스들에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에 한 탐색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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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와 함께, 응용연구와 혁신 프로젝트에 한 펀딩을 통

해서, AAL은 AAL 생산품, 환경, 서비스에 한 통합된 유

럽 시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영국의 기술전략위원회(Technology Strategy Board)

○ 영국의 기술전략위원회의 목표는 전부 혁신을 촉진하는 것임.

－ 기술전략위원회의 역할은 영국의 성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하는 영역들에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혁신을 촉진시키는 것임.

－ 기술전략위원회는 기술 연구, 개발, 상업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며, 투자함.

－ 기술전략위원회는 지식을 전파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

운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함.

－ 기술전략위원회는 정부에게 혁신을 방해하는 장벽을 어떻

게 제거할 수 있는지와 새로운 기술의 이용을 어떻게 촉진

시킬 수 있는지에 해 조언함.

－ 그리고 기술전략위원회는 명확한 잠재적인 사업적 이익이 

있는 곳에서 일하며, 오늘날의 새로운 기술들이 내일의 성

장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움.

○ 기술전략위원회는 국가적 수준에서 일함.

－ 기술전략위원회는 영국 내의 많은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프로

그램들을 수행하며, 그들 중 하나는 Assisted Living에 속해 

있음.

－ 기술전략위원회는 2007년 11월에 Assisted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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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Platform을 시작하였으며, 이 사업은 각종의 정

부부처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펀딩을 받았음.

－ 이 플랫폼의 목적인 만성적인 장기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

의 독립적인 삶에 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을 크게 

증진시키는 것임.

⧠ DALLAS

○ DALLAS는 영국의 거의 17만 명의 노인들의 삶을 변화시키

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인 프로그램임.

－ DALLAS는 혁신적인 회사들이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시장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

－ 이 프로그램은 2012년 5월에 370만 파운드의 재정투입으

로 시작하였음.

－ 사업단들은 정부로부터 매년 250만 파운드를 지원받으며, 

이 외에도 사업단 자체의 재정을 사용함.

○ DALLAS는 영국에 4개의 프로그램/커뮤니티를 설립하였으

며, 하나는 스코틀랜드, 하나는 리버풀에 있음.

－ 이것들은 assisted living 기술과 서비스들이 어떻게 웰빙을 

촉진하는데 이용될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고, 예방적 접근을 

포함하여 사람들을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최고 수준

의 질을 가진 의료와 돌봄을 제공할 것임.

－ 이 프로그램은 2015년 여름에 완료됨.

－ 이 새로운 DALLAS 계획은 영국의 사업들에게는 은 잠재성이 

있는 성장하는 시장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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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ocus

－ 사람들에게 그들의 집에서 더 안락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적인 프로그램

－ Warm Nㄷighbourhoods 계획은 가족, 친구, 이웃이 실제적

인 방법으로 사회에서 서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비공식 

돌봄 네트워크를 증진하고 조직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모바일 

기술을 이용함.

○ Year Zero

－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의 건강정보를 일생 동안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 The Feel Good Factory

－ 리버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과 사회돌봄 필요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으로, Life Enhancing Technologies(LETs)이 

지원함.

○ Living It Up

－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고, 그

들의 건강과 웰빙에 해 선택과 더 나은 통제를 가능하게 하

는 혁신적인 해결책의 개발에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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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요약 및 결론

1. 복지기술의 의미, 정의, 역할

복지기술은 저출산 고령화와 경제의 저성장 기조의 정착 등 미래 복지

환경 변화가 가져올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제한된 재원의 

충돌문제에 해 의미 있는 응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복지기술이란 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을 적

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투입하는 

자원, 운영, 재원, 조직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무형의 지식을 포함하

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학기술 이용의 목적이 직접 문제를 해결

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생산 혹은 전달과 관련되는 경우와 함께 그러한 생

산을 보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복지기술의 역할은 소극적인 취약계층의 급여제공의 성격을 넘어서서 

복지기술의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

할로 확  되었다. 이에 따르면 개인 삶의 질 향상 외에도 경제적 역할, 

혁신적 역할 그리고 작업환경의 개선 역할도 한다.

2. 성공적 복지기술의 조건과 경제적 역할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위해서 복지기술은 경제적 효율성이 있어

요약 및 정책적 제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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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개입현상의 인과관계에 한 거의 완전한 지식을 갖춘 고급기술

이어야 하며, 개인 그리고 한 사회의 상황과 수요를 고려하는 적정기술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새로이 두되는 복지관점으로서 복지기술의 경제적 역할이 있다. 공

공부문에서 복지기술이 경제적 역할을 하려면 비용효과성이 높아야 하고 

또한 충분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3. 복지수요와 복지기술의 적용 현황과 전망

복지환경의 주요한 변화로서 저출산 고령화를 보는 경우 주요한 복지

수요로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돌봄 서비스 증가, 장애인 독립생활 

지원, 여성건강증진/관리를 통한 건강한 임신과 출산지원 그리고 일상적 

건강증진/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저감 등의 복지수요가 유도된다. 이러한 

복지수요를 가져오는 주요 인구구조의 변화가 북구선진국과 우리나라에 

공통으로 있어 동일한 복지수요와 문제를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다섯 가지 복지기술과 결합하는 복지요구를 

분석한 결과도 건강(health)과 돌봄(care)으로 압축되어 상기한 문헌분

석과 일치한다.

통신 지원, 보조 기술, 일상생활 지원, 질병 모니터링, 원격진료, 재활 

기술, 오락, 사회적․ 감정적 지원 등의 목적을 위한 기술과 이들이 충족시

키는 기능을 수요로 보는 복지기술과 수요의 분류에 따라 문헌과 인터넷

에서 찾아본 복지기술의 적용사례들을 보면 이미 많은 사례들이 적용되

고 있고 앞으로도 적용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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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기술과 복지의 미래

미래 복지환경과 복지기술 및 복지미래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복

지수요의 양과 질의 증가(증가하는 요구)와 반 로 이에 한 복지인력의 

감소를 가져오는 저출산의 문제(감소하는 자원)는 동일 자원투입에 해 

동질의 더 많은 산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기본적 기능을 필요로 하

며, 복지기술의 발전을 요구한다. 이러한 복지기술이 개인과 복지인력의 

삶의 질과 독립성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비용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

으로 발전한다면 복지국가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제2절 정책적 제언

1. 복지기술 적용 성공의 조건

복지에 한 복지기술의 적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들을 충족시키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로 강조할 점은 복지에 있어 기술이 강조되는 이유는 효율성 상승

으로 인한 비용절감이 공공복지서비스 공급의 질을 낮추지 않는다는 점

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복지기술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향

상된 삶의 질과 더 좋은 서비스를 개인과 복지인력에게 제공하는 것과 자

원의 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둘째로 복지기술이 경제에 기여하려면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공공급여에 편입되는 것이 시장의 규모를 확보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을 고려해 비용효과성 강조

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공동의 시장을 창출하는 노력을 통해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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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크게 할 수 있다. 북구의 경우는 비슷한 복지모델, 언어 등을 배경

으로 북구 내에서의 국제공동시장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고령화는 막 한 시장규모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셋째로 복지에 있어 공공의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복지기

술에서 유용한 결과를 얻으려면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기, 합병 그리고 변

화관리 등이 필요하다. 이는 외부재원조달 보다 공공의 지역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원을 직접 투자할 용기가 있을 때 보다 잘 달성될 수 있다.

넷째로 복지기술과 관련된 구조화된 작업흐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

다. 이는 복지기술을 실행함에 있어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파악하고 거두

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이 구조화 될 때 성공적인 

실행의 확률이 최 화 되고 복지기술 작업에 투자된 자원에서의 수익이 

최 화 된다.

다섯째로 공공영역에서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복지기술의 타당한 

평가와 관련 작업의 기록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여야 한다. 

너무 많은 프로젝트와 기술시험은 타당성이 없는 평가보고와 상업적 사

례들을 낳는다. 따라서 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지기술의 효과가 실현되

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필요한 평가가 계획되어야 한다.

여섯째로 중복과 그로 인한 자원낭비를 피하기 위하여 평가보고나 상

업적 사례 등에 관한 경험을 교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나 국

제적으로나 이러한 경험의 교류가 잘되면 자원이용이 적정화 된다. 협동

과 경험의 교류는 공공에 의해 구조화된 작업흐름과 철저한 평가를 위한 

재원이 투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더 쉽게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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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전략

복지수요의 분석과 기존의 연구개발 동향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연구개

발 강화와 연구개발체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 이

슈와 정책과제가 도출 되었다.

〈표 7-1〉 연구개발 이슈와 정책과제

분류 연구개발 이슈 정책 과제

연구
개발 
강화

건강증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IT를 활용한 일상적 건강관리 활성화

건강증진/관리 방식의 다양화 및 효과검증 연구 

사용자 경험(UX) 기반 
기술혁신 촉진

리빙랩 확

저출산 극복과 
여성건강을 위한 
연구개발

이상 임신 발병기전 연구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조산과 감염을 예방하는 조기진단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키는 독성물질 관리를 
위한 연구

연구
개발 
체계 
개선

보건복지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연계체계마련

보건복지 주요 정책에 과학기술 연구개발 포함

저출산 기본계획에 과학기술 연구개발 포함

저출산 고령화 관련 과학기술 로드맵 작성

수요지향적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

지식/기술/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혁신을 촉진하는 
평가시스템 구축

기술영향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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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제한점과 개선방향

북구선진국의 경험을 기반으로 복지기술이 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양과 

질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재정의 제한성의 충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고, 복지기술의 정의와 역할, 성공적인 복지기술이 

갖추어야 할 조건, 연구개발 강화와 체계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이슈와 정

책과제, 복지기술의 성공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구조화된 작

업흐름, 경가체계 구축, 경험의 수집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 빅데

이터 기술 수요공급의 결정요인에 다른 정책방안 등을 제시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과 개선방향이 존재한다.

첫째로, 빅데이터 분석 시 기술을 높은 수준에서 미리 다섯 가지로 정

하고 분석을 시작하였고 검색 DB가 실제로 한 개의 DB로 국한되었다. 

기술을 좀 더 자세하게 정의하고, 검색 DB를 확 한다면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빅데이터의 통계적 결과를 보건복지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

여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의 통계결과를 해석하는 과정도 더 개선된 결

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로 미래의 복지수요를 판단함에 있어 문헌고찰과 소수의 전문가 

자문만을 토 로 하였다. 이도 좀 더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로 연구개발의 연구 상을 건강과 돌봄으로 한정시켰고, 복지기술 

적용에 있어서도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이 등한시 된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이들 분야에서 범위를 완전하게 확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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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덴마크 출장보고서

1. 출장개요

   1) 과제명: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2) 출장목적: 덴마크의 복지기술융합과 관련된 기관 방문 및 전문가 

면담. 이를 통한 관련된 최신의 자료 수집 및 덴마크의 복지기술

융합의 동향 및 전망 습득

   3) 출장일시: 2014.08.06.~2014.08.13.

   4) 출장자: 유근춘 연구위원, 최요한 연구원

   5) 출장지역: 덴마크(Odense, Horsens)

2. 출장일정

일자 시간 방문기관 면담자(직책)

8월 7일(목)

09:30~
10:40

Nordic Center for Welfare 
and Social Issues

Dennis C. Søndergård 
(welfare technology project 
manager)

10:50~
12:00

Healthcare Denmark
Malene Nørby Nielsen 
(International Marketing 
Manager)

12:50~
14:00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Uffe Kock Wiil (Professor)

8월 8일(금)

09:00~
10:10

WelfareTech
Simon Brødsgaard Lassen 
(Development Consultant)

10:30~
12:00

Public Intelligence Peter Julius (Partner)

13:00~
14:30

Municipality of Odense
Morten Hoff (Head at 
Center for Health and 
Welfare technology)

8월 
11일(월)

10:00~
13:00

VIA University College
Jesper Grode (Assitant 
Professor)

주: 방문기관 중 Nordic Center for Welfare and Social Issues와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는 직접 방문한 것은 아니며, Healthcare Denmark 건물에 해당기관의 면담자가 방
문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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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장세부내용

    1) Nordic Center for Welfare and Social Issues

     - 주요회의내용: Dennis C. Søndergård의 프레젠테이션 및 토론

     - 참석자: Dennis C. Søndergård, 유근춘, 최요한

     - 세부회의내용

Nordic Center for Welfare and Social Issues의 소개

 - 북유럽 장관협의회(Nordic Council of Ministers) 산하의 기관으로서 북

유럽 연합 내의 복지 기술(Welfare Technology)에 한 네트워킹, 지식공

유, 프로젝트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

북유럽에서 이와 같은 연합을 통해서 복지기술을 추구하는 이유

 - 동일한 인구학적 그리고 경제학적인 도전과제들: 더 많은 도전과제들과 그

러나 더 적은 자원의 문제

 - 북유럽의 비슷한 의료 시스템과 공유되는 사회적인 가치

 -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복지기술과 혁신이 해결책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

 - 모든 북유럽 국가들에서 상호적인 이익을 위한 연합의 기회

북유럽에서의 복지기술의 용어

 - 독특한 북유럽의 포괄적인 용어

 - 북유럽의 각 나라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름

Nordic Center for Welfare and Social Issues의 CONNECT 프로젝트

 - CONNECT: Collecting Nordic Best Practice Within Welfare 

Technology

 - 규모의 북유럽의 프로젝트

 - 최고의 실례, 과정, 도구들을 수집함

 - 목적: 지식공유, 복지기술의 실천에 한 쉬운 접근, 지방정부들의 능력의 

증가, 자원들의 더 나은 사용, 프로젝트들의 과도한 중복 방지, 북유럽 연합

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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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Denmark의 소개

 -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덴마크 의료체계의 효율

성과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킹, 국내 및 국제 컨퍼

런스 개최, 출판, 다른 나라들과의 네트워킹 업무 등을 수행

덴마크의 의료

 - 공공의료에 한 동등하고 무료의 접근

 - 보편적 커버리지(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스템)

 - 세금기반의 재정(84%): 지역 보건의(GP), 전문의, 입원과 치료, 의약품과 

병원에서 받는 보조

 - 특정 분야는 무료가 아님: 병원 밖의 의약품과 보조, 치과진료

덴마크의 행정구역별 수준에서의 의료

 - 5개의 지역(region)은 병원과 정신의학의 치료, 일차적인 의료(GP, 전문

의), 성인에 한  치과치료, 정신치료를 책임짐

 - 98개의 지방정부는 예방의료와 건강증진, 병원 밖에서의 재활, 알코올과 

약 오용에 한 치료, 지역(region)의 의료에 한 공동재정부담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덴마크 의료의 변화

 -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입원기간을 줄이기, 기명단을 줄이기, 새로운 치

료와 병원에 한 접근을 증가시키면서 비용을 줄이기, 삶의 질을 개선시키

기 위한 예방과 건강 그리고 미래의 의료 비용을 줄이기

     - 수집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 녹음파일

   2) Healthcare Denmark

     - 주요회의내용: Malene Nørby Nielsen의 프레젠테이션 및 토론

     - 참석자: Malene Nørby Nielsen, Dennis C. Søndergård, 유

근춘, 최요한

     - 세부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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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를 시민에게 더 가까이 연결시키기: 더 적고 그러나 더 전문화된 병원

으로서의 새로운 병원구조, 일차적으로 가족 클리닉과 건강센터, 예방과 재

활에 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원격의료와 의료홈, Ambient Assisted 

Living

 - 환자와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덴마크의 복지기술

 - 핵심적인 영역에서의 디지털 복지: 환자, 고령자

 - 복지기술의 촉진을 위한 계획들: ABT Foundation(복지기술의 이용을 개

발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공공과 민간 행위자들에 한 펀딩)

 - 보편적인 디지털화 계획, 2011-2015: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만성적 질환

의 환자들에 해 복지기술을 사용하기. 병원에서의 eHealth에 한 명확

한 목표

덴마크의 도전과제

 - 인구학적 변화: 고령화로 인한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 치료와 병

실에 한 증가된 필요

 - 경제: 미래의 의료에 한 같은/더 적은 펀딩

 - 의료 직원: 더 적은 사람

     - 수집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 책자 1, 영상 2, 녹음파일

  

   3)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 주요회의내용: Uffe Kock Wiil의 프레젠테이션 및 토론

     - 참석자: Uffe Kock Wiil, Dennis C. Søndergård, 유근춘, 최

요한

     - 세부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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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의료의 미래

 - 더 적은 입원기간: 현재의 평균의 3일의 입원 기간을 하루로 줄여야 함

 - 진단(그리고 처음의 치료) 이후 신중하게 선택된 환자들의 이른 퇴원

 - 집에서의 재활, 모니터링, 돌봄, 추가적인 치료가 이어짐

 - 재입원을 방지

복지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플랫폼 모델

 - ① 필요: 필요 분석, 기술 스크리닝, 시장 스크리닝, 이해관계자 분석

 - ② 개념: 파트너 규정, 아이디어 생산과 스크리닝, 시장 스키리닝, 모형, 시

험과 수정

 - ③ 개념의 증거: 비즈니스 모델, 형태와 기능과 인터페이스, 원형, 시험과 수정

 - ④ 생산품/서비스: 디자인과 건설, 시험과 수정, 베타 버전, 경제성, 마케팅

과 판매 전략

 - ⑤ 시험과 평가: 임상적 시험/다른 시험들, 효과 평가

 - ⑥ 생산품/서비스

MAST 평가

 - MAST: Model for Assessment of Telemedicine

 - 다분야적 평가: 건강문제와 적용의 특성, 안전, 임상적 효과성, 환자의 관점, 

경제적 측면, 조직적 측면, 윤리적 법적 사회문화적 측면

현재의 상황

 - 다양한 문제를 가진 환자들에 초점을 맞춘 50개의 연구와 개발 활동

 - 60개의 파트너들: 35개의 민간회사, 25개의 의료, 연구, 혁신기관들

실례1: 노인병학

 - 목표: 일차적 그리고 이차적 부문에 의해서 급성 고령 환자들을 그들의 집에

서 돌보는 것

 - 접근: 실행가능성 연구에 한 환자들의 신중한 선택, 환자의 집에서의 기술

적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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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2: 당뇨족궤양

 - 목표: 당뇨족궤양 환자들에 한 원격의료 치료

 - 접근: Randomized Control Trial, 의료장비의 검증과 개발

실례3: 목 훈련

 - 목적: 목 통증을 가진 환자들에 한 집에서의 훈련

 - 도전과제: 목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시

험하는 것, 목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

WelfareTech란

 - 덴마크에서의 national cluster

 - 의료, 가정돌봄, 사회서비스에서 혁신과 사업개발에 한 중추

 - 민간-공적 지식 공유와 분야간 연합

 - 국가적인 입구와 시험

복지 혁신에 한 중추

 - 3중 구조: 기업, 연구와 교육, 사회/공공부문

     - 수집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 녹음파일

   4) WelfareTech

     - 주요회의내용: Simon Brødsgaard Lassen의 프레젠테이션 및 

토론

     - 참석자: Simon Brødsgaard Lassen, Dennis C. 

Søndergård, 유근춘, 최요한

     - 세부회의내용



부록 359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기

 - 복지기술에 한 시장의 이용

 - 민간 기업, 증가된 판매와 수출로 인한 경제성장

 - 증가된 고용과 지식기반 직업들의 창출

 - 새로운 사업영역과 더 많은 회사들

초점 영역

 - 예방적 의료 혁신: 위험의 최소화와 질병들에 한 스크리닝

 - 병원과 의료 혁신: 병원에서의 의료 치료

 - 재활 혁신: 원격의료에 의한 재활과 치료

 - 사회서비스 혁신: 집에서의 가정돌봄

 - 건강한 고령 혁신: 삶의 질과 독립적인 고령의 삶

WelfareTech의 서비스

 - 사업 개발: 사업계획, 사업케이스, 증명과 법제화, 판매와 수출, 프로젝트 개

발, 펀딩

 - matchmaking: 일 일 접촉, 파트너십, 협력단의 형성, 이용자 참여

 - 네트워크: 사건들, 멤버십/협회, 멤버십 이익들, 노출, 의사소통, 지식공유

 - 프로젝트 촉진: 자금조달, 프로젝트 관리, 생산품 개발, 재정 관리, 시험, 복

지기술 혁신, 복지기술 연구소

     - 수집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 녹음파일

   5) Public Intelligence

     - 주요회의내용: 일상생활을 돕는 기술들의 실례들을 접목시킨 모

델하우스 견학

     - 참석자: Peter Julius, Dennis C. Søndergård, 그 외 두 명의 

직원, 유근춘, 최요한

     - 세부회의내용: (실례들을 견학한 것으로서 세부회의내용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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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주요 도전과제

 - 시민들의 기 : 증가하는 서비스 요구, 개인적인 서비스에 한 증가하는 요구

 - 경제: 저성장과 정체된 생산성,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낮은 세금 수입

 - 인구: 은퇴인구의 증가, 더 적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변화하는 가족 가치

복지기술에 한 regional 그리고 local 초점

 - 2008년에 시작: Region of Southern Denmark, Odense University 

Hospital, City of Odense and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 Vision: 복지기술의 개발, 시험, 수행을 위한 국제적인 중심

2014년의 Odense의 상황

 - 새 성장 정책: “Partnership for Growth”에 한 추가적인 1억 DKK의 투

입, “Knowledge Partnerships”, “Events”, “City Development & 

Construction”, “Invest in Odense”, “Public Private Co-operation”, 

체계적인 평가와 모니터링과 후속조치

 - 부문들의 연합의 강화: 병원, GP, 학 가정돌봄 등 사이에. 혁신과 상업화

된 서비스들의 제공자들 사이에.

 - 복지기술에 한 새로운 구성: 새로운 전략, 의료와 복지기술에 한 새로운 

센터

     - 수집자료: 영상(집적 촬영한 것)

   6) Municipality of Odense

     - 주요회의내용: Morten Hoff의 프레젠테이션 및 토론, 일상생활

을 돕는 기술들의 실례들을 접목시킨 Odense 지방정부의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견학

     - 참석자: Morten Hoff, 그 외 한 명의 직원, Dennis C. 

Søndergård, 유근춘, 최요한

     - 세부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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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술의 시행

 - 시행되고 있는 것: 로봇 진공청소기, GPS 추적기, 쓰러지는 것에 한 경보

기/응급 경보기, rehabilitation portal, telewound assesment, tele-

interpretation, 진보된 승강 시스템, 콜 센터, speech recognition 등

 - 앞으로 시행할 것: electronic locks, pirocare, eating robot, tele-

conference, speech recognition, teletranslation, welfare call center

덴마크의 의료부문

 - 공공의 역할: 비용의 85%가 세금으로 지원됨

 - 두 가지 주요 원칙에 기반함: 공공의료에 한 무료 그리고 동등한 접근, 보

편적 커버리지

 - 두 가지 주요 부문들: Primary HC sector, Hospital sector

덴마크의 의료부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 이용자 참여

 - 이해관계자 분석

 - 민첩성

 - 공공-민간 파트너십

 - 최신의 지식/연구의 이용

REHAPP

 - 고관절 관절경 검사 이후 재활을 하는 환자들을 위한 IT 기반의 플랫폼

     - 수집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 영상(집적 촬영한 것), 녹음파일

   7) VIA University College

      - 주요회의내용: Jesper Grode의 프레젠테이션 및 토론

     - 참석자: Jesper Grode, Bodil Sørensen, 유근춘, 최요한

     - 세부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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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는 훈련 프로그램을 전자적으로 따라할 수 있으며, 상태와 통증수준에 

해 보고할 수 있음

 - 치료자는 원격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공공-민간의 파트너십

CACTUS-C

 - 입원 동안의 염증에 한 개선된 관리

 - 작업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포착

 - 원문의 정보로부터 자료를 추출함

 - 법칙에 기반한 실시간 자료 관리

 - 환자 자료에 한 패턴 매칭

 - 환자의 케이스에 한 검토 플랫폼

understAID

 - 정신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친척들의 증거에 기반한 지원

 - 정신 이상의 행동과 친척들로부터의 적합한 지원에 한 연구

 - 스마트폰과 IT

 - 스페인과 폴란드 등으로부터의 파트너들과의 EU 프로젝트

 - 스페인과 덴마크의 민간 파트너들

복지기술의 조직

 - 덴마크의 의회와 정부부처들은 사회적 그리고 복지의 계획들을 결정함

 - National Board of Social Services의 목적은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개발

과 계획들을 촉진하     는 것이고 지방정부들을 지원하는 것

 - regions는 덴마크에서 병원의 서비스들에 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 municipalities

 - 교육 부문들

 - 다른 기관들의 영향

 - 기업

복지기술에 한 도전과 기

 - 시민들은 사회적 이익들에서의 높은 질을 기 함

 - 더 높은 효과성

 - 더 적은 자원

 - 일을 할 수 있는 더 적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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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의 고령화

기

 - 긍정적: 높아진 질, 자유, 자기결정, 더 높은 만족, 경제적 이익, 복지

 - 부정적: 외로움, 위험, 비인간적, 서비스의 장애, 복잡함

이해당사자

 - National Board of Social Services

 - 의료에 행정적 책임을 가진 5개의 Regions

 - Municipalities

 - 학들

 - 연구소

 - 관련 기관들

이용되고 있는 복지기술 또는 municipalities에서 고려 중에 있는 복지기술

 - 개인 승강기, 로봇 진공청소기, wash and dry toilets, GPS, 경보기, 식사

를 돕는 로봇, 원격     의료, electronic keys

도전과제

 - 실제적인 도전(Wash and dry toilets)

 - 경제성(스마트홈 기술은 비쌈)

 - 법(자료 등록)

 - 조직(스마트홈, 두 명 신 한 명의 사람)

     - 수집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 녹음파일, 책자 1, 

   8) 이 외의 수집자료

     - 승강기술과 관련된 책자 2. 화장실에서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장

치들에 한 책자 2, 스마트홈과 관련된 책자 1, 원격의료에 한 책자 1, 

주방에서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장치들에 한 책자 2, 간단한 내용이 담

긴 다수의 팜플렛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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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09:30 Registration

09:30-10:00 Opening Ceremony
Opening Remarks
  · Byongho TchoeⅠ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Session Ⅰ. Future Challenges and Welfare Technology

[Moderator] Sanghoon AhnⅠ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10:00-11:30

Presentation
 Future Challenges and the Role of Welfare Technology
 · Dennis C. SøndergårdⅠManager of Welfare Technology 

Project, Nordic Centre for Welfare and Social Issues
 The Coordination System for Welfare Technology in the Case 
of Nordic Countries
 · Joost NijhoffⅠNational Expert Assessor, EU Project on 

Welfare Technology

11:30-12:00

Discussion
 · Byonghee WonⅠSenior Researcher, Advanced Biomedical 

and Welfare Technology R&BD Group,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 Yeongran ParkⅠ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 Seongho EunⅠDirector, Division of Welfare Policy, Ministry 
of Health & Welfare

B. 국제커퍼런스 프로그램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lfare Technology 

◯ 주제: The Future Challenges for the Social Welfare 

and the Role of Welfare Technology - The Future of 

the Social Welfare

◯ 일시: 2014. 11. 18 (화)

◯ 장소: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

◯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Nordic Centre 

for Welfare and Social Issues

◯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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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30 Luncheon

 Session Ⅱ. Welfare Technology and Economy

[Moderator] Sanghoon AhnⅠ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13:30-15:00

Presentation
 Welfare Technology and Economy
 · Thomas BøernerⅠSenior Adviser, Danish Ministry of Finance
 The Practical Examples for Welfare Technology
 · Peter JuliusⅠSenior Analyst and Owner, Public Intelligence 

(private company)

15:00-15:30

Discussion
 · Joan Paek YooⅠ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Sven E.. O. HortⅠ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Taehee KimⅠPh.D PE. Direcor of Society & Welfare 

Technolog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15:30-16:00 Coffee Break

 Session Ⅲ. Welfare Technology in Korea

[Moderator] Sanghoon AhnⅠ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16:00-17:00

Presentation
 R&D Trend and Improvement of Welfare Technology
 · Jiyoung SuhⅠResearch Fellow,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STEPI)
 The Korean Welfare System and the Role of Welfare 
Technology
 · Gun-Chun RyuⅠ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KIHASA)

17:00-18:00

Discussion
 · Songsik ShinⅠWelfare Senior Journalist, Korea JoongAang 
Daily
 · Dennis C. Soendergaard
 · Thomas Bøerner
 · Joost Njhoff
 · Peter Julius



366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00~‘04 ‘05~‘08 ‘09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ergonomic 9 0.5273 technology 6 0.8162 technology 4 0.8281 
elderly 8 0.6647 aging 4 0.7866 society 4 0.6652 

graafmans 7 0.6516 research 4 0.7686 international 4 0.5350 
persons 5 0.7744 environment 4 0.7022 elderly 4 0.4939 

home 5 0.7398 system 3 0.7931 geriatric 3 0.8220 
amsterdam 5 0.6326 review 3 0.7789 home 3 0.6707 

ios 5 0.6326 human 3 0.7738 system 3 0.4983 
press 5 0.6326 gerontology 3 0.7434 conference 3 0.4708 

people 5 0.5207 age 3 0.7005 proceedings 3 0.4708 
napoli 5 0.4342 elderly 3 0.6907 brain 2 0.7729 

approach 4 0.6832 study 3 0.6491 research 2 0.7729 
environment 4 0.6496 using 3 0.6298 gerontology 2 0.6936 

patients 4 0.6087 press 3 0.5977 study 2 0.6936 
disease 4 0.5941 development 2 0.7352 activity 2 0.6427 

older 4 0.5314 need 2 0.7352 life 2 0.6427 
ageing 4 0.5095 baltes 2 0.7331 copyright 2 0.5628 

technology 3 0.7573 face 2 0.7331 aging 2 0.5373 
international 3 0.7534 knowledge 2 0.7331 health 2 0.5197 

health 3 0.7247 psychology 2 0.7331 keywords 2 0.4436 
application 3 0.6594 differences 2 0.7172 survey 2 0.3584 

age 3 0.5799 information 2 0.7172 purpose 2 0.2815 
charness 3 0.5339 performance 2 0.7172 simbiosis 2 0.2815 

being 3 0.4357 professional 2 0.7172 adult 2 0.2529 
cardiovascular 3 0.4357 capabilities 2 0.6992 cueing 2 0.2529 

role 3 0.4008 cultural 2 0.6992 fall 2 0.2529 
medicine 2 0.7373 demands 2 0.6992 handrail 2 0.2529 

smith 2 0.7368 factors 2 0.6954 novel 2 0.2529 
technol 2 0.7368 life 2 0.6954 older 2 0.2529 

function 2 0.7061 usability 2 0.6954 prevent 2 0.2529 
integrated 2 0.6557 book 2 0.6825 academic 1 0.6317 

system 2 0.6467 chapter 2 0.6825 accepted 1 0.6317 
science 2 0.6204 collection 2 0.6825 access 1 0.6317 
bouma 2 0.6179 compensation 2 0.6825 acra 1 0.6317 
journal 2 0.6155 environmental 2 0.6825 advanced 1 0.6317 
social 2 0.6155 impact 2 0.6825 aichi 1 0.6317 

assessment 2 0.6131 insights 2 0.6825 analysis 1 0.6317 
maintaining 2 0.5982 issues 2 0.6825 article 1 0.6317 

normal 2 0.5923 model 2 0.6825 august 1 0.6317 
study 2 0.5339 related 2 0.6825 available 1 0.6317 

〈부표 1〉 ‘gerontechnology’ 본문유형 연도별 연관단어  

C. 빅데이터 분석 부록



부록 367

taipale 2 0.5339 series 2 0.6825 bagarinao 1 0.6317 
impact 2 0.5146 socio 2 0.6825 biology 1 0.6317 

improve 2 0.5134 suggests 2 0.6825 capability 1 0.6317 
life 2 0.5117 two 2 0.6825 center 1 0.6317 

active 2 0.4951 extend 2 0.6405 chiba 1 0.6317 
appropriate 2 0.4839 sample 2 0.6388 choose 1 0.6317 

european 2 0.4790 focus 2 0.6315 component 1 0.6317 
mobility 2 0.4790 key 2 0.6234 content 1 0.6317 

solutions 2 0.4747 design 2 0.6225 course 1 0.6317 
acuity 2 0.3087 points 2 0.6221 dds 1 0.6317 

reduced 2 0.3087 matching 2 0.6170 december 1 0.6317 
‘10 ‘11 ‘12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research 3 0.7757 smart 4 0.5316 technology 7 0.8311 
university 2 0.9299 health 3 0.4462 study 5 0.8896 
different 2 0.7570 framework 3 0.3602 care 3 0.7370 

older 2 0.7570 results 2 0.7257 future 3 0.7133 
society 2 0.7570 study 2 0.7257 computer 3 0.7032 
paper 2 0.7523 system 2 0.7152 people 3 0.7032 

first 2 0.7360 applications 2 0.2365 keywords 3 0.6425 
future 2 0.7336 assessing 2 0.2365 elderly 3 0.6372 
health 2 0.7336 axiological 2 0.2365 health 3 0.6214 
aging 2 0.7173 diachronic 2 0.2365 vol 3 0.6011 

bouma 2 0.7173 dimensions 2 0.2365 assistive 3 0.5312 
technology 2 0.7173 outline 2 0.2365 therapy 2 0.7318 

age 2 0.5748 ability 1 0.6624 adult 2 0.7212 
international 2 0.5631 accepted 1 0.6624 sessions 2 0.7142 

accessed 1 0.7196 alarm 1 0.6624 ageing 2 0.7137 
adult 1 0.7196 alarms 1 0.6624 based 2 0.7137 

american 1 0.7196 allowing 1 0.6624 journal 2 0.7137 
anxiety 1 0.7196 assessed 1 0.6624 press 2 0.7137 

application 1 0.7196 automatic 1 0.6624 copyright 2 0.7067 
approach 1 0.7196 avoid 1 0.6624 elsevier 2 0.7067 

approaches 1 0.7196 bear 1 0.6624 group 2 0.7067 
author 1 0.7196 believe 1 0.6624 field 2 0.6838 
based 1 0.7196 certainty 1 0.6624 new 2 0.6838 
berlin 1 0.7196 chosen 1 0.6624 research 2 0.6838 

caravaglia 1 0.7196 comforts 1 0.6624 accessibility 2 0.6346 
century 1 0.7196 confidence 1 0.6624 september 2 0.6346 
charles 1 0.7196 confirmation 1 0.6624 conference 2 0.6328 

computer 1 0.7196 consistent 1 0.6624 international 2 0.6328 
computing 1 0.7196 contrast 1 0.6624 model 2 0.6328 

connotations 1 0.7196 degree 1 0.6624 design 2 0.6143 
consider 1 0.7196 detection 1 0.6624 human 2 0.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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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ing 1 0.7196 detector 1 0.6624 used 2 0.6139 
design 1 0.7196 device's 1 0.6624 alzheimer 2 0.6121 

designing 1 0.7196 displacements 1 0.6624 fall 2 0.6077 
efl 1 0.7196 does 1 0.6624 informatics 2 0.6011 

electronic 1 0.7196 elderly 1 0.6624 investment 2 0.6011 
english 1 0.7196 encouraging 1 0.6624 sustainable 2 0.6011 

ergonomic 1 0.7196 environment 1 0.6624 taipale 2 0.6011 
evidence 1 0.7196 everyday 1 0.6624 references 2 0.5290 
feedback 1 0.7196 excellence 1 0.6624 social 2 0.5215 

focus 1 0.7196 fall 1 0.6624 system 2 0.4771 
foreign 1 0.7196 family 1 0.6624 caregivers 2 0.4547 
format 1 0.7196 friends 1 0.6624 action 1 0.6209 

growing 1 0.7196 function 1 0.6624 arts 1 0.6209 
guoping 1 0.7196 harmonized 1 0.6624 aspects 1 0.6209 
human 1 0.7196 heart 1 0.6624 autonomous 1 0.6209 

ibt 1 0.7196 high 1 0.6624 aveiro 1 0.6209 
indianapolis 1 0.7196 home 1 0.6624 barcelona 1 0.6209 
interaction 1 0.7196 inspire 1 0.6624 barroso 1 0.6209 

issues 1 0.7196 bicycle 1 0.6209 
’13 ‘14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health 3 0.5438 technology 36 0.7748 
based 2 0.5438 older 29 0.7296 

include 2 0.5438 usage 25 0.6463 
fall 2 0.3500 self 23 0.6320 

adult 1 0.4563 using 22 0.6827 
ageing 1 0.4563 efficacy 21 0.6016 
aging 1 0.4563 study 20 0.7035 

combination 1 0.4563 anxiety 20 0.6045 
community 1 0.4563 perceived 17 0.6017 

defined 1 0.4563 ease 16 0.5755 
dwelling 1 0.4563 facilitating 15 0.5798 

elderly 1 0.4563 behavior 14 0.5992 
gerotechnology 1 0.4563 conditions 14 0.5784 

home 1 0.4563 usefulness 14 0.5727 
monitoring 1 0.4563 adult 13 0.6483 

older 1 0.4563 health 13 0.6327 
search 1 0.4563 services 12 0.6406 
senior 1 0.4563 factors 12 0.5961 
smart 1 0.4563 chinese 11 0.6199 

technology 1 0.4563 products 11 0.6093 
telehealth 1 0.4563 acceptance 11 0.5944 

telemedicine 1 0.4563 attitude 11 0.5647 
term 1 0.4563 people 10 0.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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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1 0.4563 hong 10 0.6286 
communications 1 0.3896 kong 10 0.6286 

education 1 0.3896 different 10 0.5990 
engineering 1 0.3896 users 9 0.6098 

hsien 1 0.3896 found 9 0.5603 
interests 1 0.3896 elderly 8 0.6634 
learning 1 0.3896 living 8 0.6138 

lee 1 0.3896 age 8 0.6010 
mobile 1 0.3896 model 8 0.5899 

multimedia 1 0.3896 literature 8 0.5742 
networking 1 0.3896 designers 8 0.5618 

received 1 0.3896 results 8 0.5570 
research 1 0.3896 full 8 0.5543 

technological 1 0.3896 size 8 0.5543 
web 1 0.3896 support 7 0.5960 

wireless 1 0.3896 work 7 0.5939 
applications 1 0.3313 respondents 7 0.5805 

assessing 1 0.3313 home 7 0.5787 
axiological 1 0.3313 education 7 0.5776 
department 1 0.3313 related 7 0.5602 
diachronic 1 0.3313 tabletable 7 0.5540 

dimensionsgerontechn 1 0.3313 social 6 0.6146 
fatronik 1 0.3313 new 6 0.6123 

framework 1 0.3313 knowledge 6 0.6079 
francooutline 1 0.3313 increase 6 0.6004 

live 1 0.3313 research 6 0.5877 
quality 1 0.3313 technological 6 0.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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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9 ‘10 ‘11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aging 4 society 4 first 2 smart 4

research 4 conference 3 future 2 framework 3

gerontology 3 geriatric 3 university 2 applications 2

human 3 proceedings 3 different 2 assessing 2

review 3 brain 2 paper 2 axiological 2

using 3 survey 2 based 1 diachronic 2

book 2 adult 2 designing 1 dimensions 2

design 2 activity 2 computer 1 outline 2

development 2 copyright 2 consider 1 results 2

information 2 cueing 2 accessed 1 ability 1

baltes 2 fall 2 author 1 alarm 1

capabilities 2 handrail 2 corresponding 1 does 1

chapter 2 keywords 2 american 1 family 1

collection 2 novel 2 anxiety 1 everyday 1

compensation 2 prevent 2 approaches 1 alarms 1

cultural 2 purpose 2 berlin 1 allowing 1

demands 2 simbiosis 2 caravaglia 1 assessed 1

differences 2 academic 1 century 1 automatic 1

environmental 2 advanced 1 charles 1 avoid 1

extend 2 biology 1 computing 1 bear 1

face 2 course 1 connotations 1 believe 1

factors 2 accepted 1 efl 1 certainty 1

focus 2 access 1 electronic 1 chosen 1

insights 2 acra 1 english 1 comforts 1

issues 2 aichi 1 evidence 1 confidence 1

key 2 analysis 1 feedback 1 confirmation 1

knowledge 2 article 1 foreign 1 consistent 1

matching 2 august 1 format 1 contrast 1

model 2 available 1 growing 1 degree 1

need 2 bagarinao 1 guoping 1 detection 1

performance 2 capability 1 ibt 1 detector 1

points 2 center 1 indianapolis 1 device's 1

professional 2 chiba 1 interaction 1 displacements 1

psychology 2 choose 1 encouraging 1

related 2 component 1 excellence 1

sample 2 content 1 friends 1

series 2 dds 1 harmonized 1

socio 2 december 1 heart 1

suggests 2 high 1

usability 2 inspire 1

〈부표 2〉 ‘gerontechnology’ 본문유형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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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assistive 3 include 2 usage 25

care 3 community 1 self 23

vol 3 dwelling 1 efficacy 21

field 2 engineering 1 perceived 17

informatics 2 quality 1 ease 16

investment 2 telemedicine 1 facilitating 15

new 2 mobile 1 behavior 14

sustainable 2 technological 1 conditions 14

therapy 2 web 1 usefulness 14

alzheimer 2 department 1 services 12

caregivers 2 monitoring 1 acceptance 11

elsevier 2 multimedia 1 attitude 11

september 2 received 1 chinese 11

used 2 telehealth 1 products 11

accessibility 2 terms 1 hong 10

group 2 learning 1 kong 10

references 2 search 1 users 9

sessions 2 combination 1 found 9

aspects 1 communications 1 living 8

action 1 defined 1 full 8

arts 1 dimensionsgerontechn 1 size 8

autonomous 1 education 1 literature 8

aveiro 1 fatronik 1 designers 8

barcelona 1 francooutline 1 support 7

barroso 1 gerotechnology 1 respondents 7

bicycle 1 hsien 1 tabletable 7

interests 1 work 7

lee 1 increase 6

live 1

networking 1

senior 1

term 1

wireles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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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 ‘05~‘08 ‘09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ergonomic 10 0.5833 technology 12 0.8223 conference 4 0.4231 
home 6 0.5773 research 12 0.7791 international 4 0.4231 

design 5 0.5182 gerontology 7 0.5916 home 3 0.5403 
graafmans 4 0.4644 department 7 0.5692 proceedings 3 0.2234 

person 3 0.5273 aging 6 0.7052 elderly 2 0.5183 
patient 3 0.4947 science 6 0.6926 life 2 0.4029 

pinto 3 0.4939 center 6 0.5676 society 2 0.1941 
elderly 3 0.4561 national 6 0.5676 acquisition 1 0.4249 

improve 2 0.5364 functional 6 0.5672 alarm 1 0.4249 
bianchi 2 0.5076 brain 5 0.5582 amodel 1 0.4249 
medici 2 0.5076 geriatrics 5 0.5495 berlo 1 0.4249 
safety 2 0.4864 institute 5 0.5303 biologies 1 0.4249 
social 2 0.4848 japan 5 0.5130 data 1 0.4249 

approach 2 0.4818 design 4 0.6156 exchange 1 0.4249 
older 2 0.4765 nakai 4 0.5491 fusion 1 0.4249 

bouma 2 0.4644 toshiharu 4 0.5491 future 1 0.4249 
particular 2 0.4455 university 4 0.5232 health 1 0.4249 

age 2 0.4318 imaging 4 0.5204 house 1 0.4249 
people 2 0.4227 laboratory 4 0.5204 information 1 0.4249 

role 2 0.4227 advanced 4 0.5122 investment 1 0.4249 
environment 2 0.4121 industrial 4 0.4992 ios 1 0.4249 

keywords 2 0.4061 chapter 3 0.7296 mining 1 0.4249 
application 1 0.4530 elderly 3 0.7296 multi 1 0.4249 
assessment 1 0.4530 environmental 3 0.7237 omptes 1 0.4249 

environ 1 0.4439 psychology 3 0.7032 platform 1 0.4249 
ment 1 0.4439 life 3 0.6950 rendus 1 0.4249 

napoli 1 0.4439 impact 3 0.6820 sensors 1 0.4249 
sant 1 0.4439 human 3 0.6415 smart 1 0.4249 
van 1 0.4439 living 3 0.6073 sustainable 1 0.4249 

zlotnicki 1 0.4439 using 3 0.5924 triggering 1 0.4249 
amsterdam 1 0.4326 bagarinao 3 0.5649 van 1 0.4249 

caterina 1 0.4326 kayako 3 0.5503 virone 1 0.4249 
determination 1 0.4326 matsuo 3 0.5503 case 1 0.3919 

editors 1 0.4326 society 3 0.5468 ings 1 0.3919 
effort 1 0.4326 nagoya 3 0.5090 munich 1 0.3919 

ios 1 0.4326 grid 3 0.4902 october 1 0.3919 
jam 1 0.4326 graafmans 3 0.4870 old 1 0.3919 

postiglione 1 0.4326 beijsterveldt 3 0.4505 people 1 0.3919 
press 1 0.4326 project 3 0.4505 person 1 0.3919 

responsibility 1 0.4326 steenbekker 3 0.4505 proceed 1 0.3919 
satisfaction 1 0.4326 van 3 0.4505 residential 1 0.3919 

〈부표 3〉 ‘gerontechnology’ 첨부파일 연도별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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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1 0.4326 highlights 2 0.6851 rkiye 1 0.3919 
activity 1 0.4167 insightful 2 0.6851 third 1 0.3919 

based 1 0.4167 mollenkopf 2 0.6851 trabzon 1 0.3919 
developed 1 0.4167 nature 2 0.6851 tu 1 0.3919 

gonomic 1 0.4167 self 2 0.6851 aichi 1 0.3407 
improvements 1 0.4167 suggest 2 0.6851 arts 1 0.3407 

new 1 0.4167 three 2 0.6851 bdivision 1 0.3407 
systems 1 0.4167 activity 2 0.6789 behavioral 1 0.3407 

tech 1 0.4167 applied 2 0.6789 brain 1 0.3407 
‘10 ‘11 ‘12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society 3 0.8766 technology 5 0.4655 technology 10 0.6835 
university 3 0.7604 aging 3 0.4147 elderly 9 0.6589 

brain 3 0.6098 international 3 0.3453 musical 7 0.5510 
center 3 0.6098 society 3 0.3453 environment 6 0.5711 

functional 3 0.6098 framework 3 0.2820 international 6 0.5685 
imaging 3 0.6098 center 3 0.2096 research 4 0.5879 
national 3 0.6098 industrial 3 0.2096 population 4 0.5846 

conference 3 0.4151 institute 3 0.2096 aging 4 0.5491 
older 2 0.7308 korea 3 0.2096 life 4 0.5294 

ergonomic 2 0.6482 journal 2 0.3547 conference 4 0.5255 
international 2 0.6138 smart 2 0.3440 society 4 0.5068 

japan 2 0.6066 elderly 2 0.3076 development 3 0.6008 
department 2 0.5954 chungnam 2 0.2018 accessibility 3 0.5740 
laboratory 2 0.5954 application 2 0.1622 therapy 3 0.5365 
medicine 2 0.5954 asses 2 0.1622 quality 3 0.5126 

psychology 2 0.5954 axiological 2 0.1622 info 3 0.5081 
gerontology 2 0.5769 diachronic 2 0.1622 citizens 3 0.5068 

aging 2 0.3894 erontechnology 2 0.1622 solution 3 0.5048 
graafmans 2 0.3894 outline 2 0.1622 health 3 0.4906 

proceedings 2 0.3894 based 1 0.3740 interactive 3 0.4612 
technology 2 0.3894 bibliography 1 0.3740 project 2 0.5478 

adults 1 0.6434 clinical 1 0.3740 enhancement 2 0.5394 
anxiety 1 0.6434 data 1 0.3740 keywords 2 0.5339 

caravaglia 1 0.6434 meeting 1 0.3740 needs 2 0.5336 
computer 1 0.6434 model 1 0.3740 older 2 0.5223 

design 1 0.6434 modeling 1 0.3740 person 2 0.5223 
designing 1 0.6434 notions 1 0.3740 related 2 0.5213 
feedback 1 0.6434 practice 1 0.3740 designing 2 0.5155 
growing 1 0.6434 provider 1 0.3740 aspects 2 0.5129 

indianapolis 1 0.6434 six 1 0.3740 concept 2 0.5045 
journal 1 0.6434 sources 1 0.3740 potential 2 0.5042 

language 1 0.6434 study 1 0.3740 participation 2 0.5026 
lesnoff 1 0.6434 systemic 1 0.3740 social 2 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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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 1 0.6434 technological 1 0.3740 benefits 2 0.5003 
methods 1 0.6434 three 1 0.3740 explore 2 0.5003 
modern 1 0.6434 trials 1 0.3740 order 2 0.5003 

new 1 0.6434 usage 1 0.3740 senior 2 0.4900 
nielsen 1 0.6434 vigilance 1 0.3740 allow 2 0.4861 

old 1 0.6434 aspects 1 0.3395 journal 2 0.4706 
open 1 0.6434 fundamental 1 0.3395 music 2 0.4703 

pallant 1 0.6434 serve 1 0.3395 caregivers 2 0.4651 
pennathur 1 0.6434 republic 1 0.3004 autonomous 2 0.4564 
preferred 1 0.6434 housing 1 0.2959 being 2 0.4538 

press 1 0.6434 implications 1 0.2959 gerontology 2 0.4422 
publishing 1 0.6434 perceptions 1 0.2959 autonomy 2 0.4383 

riders 1 0.6434 place 1 0.2959 vol 2 0.4183 
spss 1 0.6434 steggell 1 0.2959 isg 2 0.4055 

students 1 0.6434 dementia 1 0.2917 future 2 0.2983 
survival 1 0.6434 home 1 0.2917 investment 2 0.2983 

technological 1 0.6434 patient 1 0.2917 study 2 0.2983 
’13 ‘14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different 2 0.3623 older 36 0.6719 
fall 2 0.3092 technology 32 0.7285 

assessment 2 0.3019 self 25 0.5365 
conference 2 0.0145 anxiety 22 0.5210 
international 2 0.0145 cacy 22 0.5206 

society 2 0.0145 usage 19 0.5220 
aspects 1 0.3019 using 15 0.5310 

called 1 0.3019 conditions 14 0.4956 
complex 1 0.3019 facilitating 14 0.4911 

consortium 1 0.3019 adults 12 0.5837 
developing 1 0.3019 study 12 0.5414 

including 1 0.3019 perceived 12 0.5126 
interventions 1 0.3019 people 11 0.6215 

modeling 1 0.3019 ease 11 0.5005 
models 1 0.3019 acceptance 11 0.4968 

new 1 0.3019 hong 11 0.4841 
prediction 1 0.3019 kong 11 0.4841 

present 1 0.3019 research 10 0.5452 
symposium 1 0.3019 factors 10 0.4993 
telemedical 1 0.3019 usefulness 10 0.4976 

activity 1 0.2512 chinese 10 0.4817 
alzheimer 1 0.2512 behavior 10 0.4473 

patient 1 0.2512 users 8 0.5886 
sensors 1 0.2512 service 8 0.5618 

using 1 0.2512 aging 8 0.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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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hi 1 0.2319 products 8 0.5385 
center 1 0.2319 attitude 8 0.4911 

dermatology 1 0.2319 design 8 0.4894 
edepartment 1 0.2319 different 8 0.4884 
fdepartment 1 0.2319 related 7 0.5695 

geriatrics 1 0.2319 practice 7 0.4979 
gerontology 1 0.2319 domains 7 0.3977 

gifu 1 0.2319 health 6 0.5754 
high 1 0.2319 future 6 0.5627 

hirano 1 0.2319 found 6 0.5498 
hospital 1 0.2319 home 6 0.5447 

japan 1 0.2319 person 6 0.5118 
national 1 0.2319 model 6 0.4672 
pressure 1 0.2319 designers 6 0.4615 

ratio 1 0.2319 needs 6 0.4579 
stages 1 0.2319 literature 6 0.4575 
ulcers 1 0.2319 paternalistic 6 0.4465 

automated 1 0.2210 center 5 0.5026 
ease 1 0.2210 predictors 5 0.4561 
elder 1 0.2210 stance 5 0.4247 

environmental 1 0.2210 life 4 0.5605 
logy 1 0.2210 care 4 0.5513 
ring 1 0.2210 con 4 0.5263 

safety 1 0.2210 social 4 0.5247 
prevention 1 0.1775 age 4 0.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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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9 ‘10 ‘11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technology 12 conference 4 medicine 2 framework 3

research 12 international 4 technological 1 korea 3

department 7 proceedings 3 preferred 1 asses 2

gerontology 7 future 1 adults 1 axiological 2

aging 6 health 1 anxiety 1 chungnam 2

center 6 investment 1 caravaglia 1 diachronic 2

functional 6 old 1 computer 1 erontechnology 2

national 6 sustainable 1 designing 1 outline 2

science 6 aichi 1 feedback 1 study 1

brain 5 data 1 growing 1 model 1

geriatrics 5 information 1 indianapolis 1 six 1

institute 5 multi 1 journal 1 aspects 1

japan 5 acquisition 1 language 1 bibliography 1

advanced 4 alarm 1 lesnoff 1 clinical 1

imaging 4 amodel 1 manual 1 dementia 1

industrial 4 arts 1 methods 1 fundamental 1

laboratory 4 bdivision 1 modern 1 housing 1

nakai 4 behavioral 1 nielsen 1 implications 1

toshiharu 4 berlo 1 open 1 meeting 1

university 4 biologies 1 pallant 1 modeling 1

impact 3 case 1 pennathur 1 notions 1

living 3 exchange 1 publishing 1 perceptions 1

bagarinao 3 fusion 1 riders 1 place 1

beijsterveldt 3 house 1 spss 1 practice 1

chapter 3 ings 1 students 1 provider 1

environmental 3 mining 1 survival 1 republic 1

grid 3 munich 1 serve 1

human 3 october 1 sources 1

kayako 3 omptes 1 steggell 1

life 3 platform 1 systemic 1

matsuo 3 proceed 1 trials 1

nagoya 3 rendus 1 usage 1

project 3 residential 1 vigilance 1

psychology 3 rkiye 1

society 3 sensors 1

steenbekker 3 smart 1

using 3 third 1

suggest 2 trabzon 1
applied 2 triggering 1

highlights 2 tu 1

〈부표 4〉 ‘gerontechnology’ 첨부파일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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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ful 2 virone 1
mollenkopf 2

nature 2
three 2

‘12 ‘13 ‘14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musical 7 different 2 cacy 22

population 4 fall 2 conditions 14

development 3 models 1 facilitating 14

info 3 ratio 1 perceived 12

quality 3 alzheimer 1 acceptance 11

accessibility 3 complex 1 hong 11

citizens 3 developing 1 kong 11

interactive 3 ease 1 chinese 10

solution 3 high 1 factors 10

therapy 3 prevention 1 behavior 10

being 2 automated 1 usefulness 10

related 2 called 1 products 8

potential 2 consortium 1 service 8

autonomy 2 dermatology 1 attitude 8

allow 2 edepartment 1 users 8

autonomous 2 elder 1 domains 7

benefits 2 fdepartment 1 designers 6

caregivers 2 gifu 1 found 6

concept 2 hirano 1 literature 6

enhancement 2 hospital 1 paternalistic 6

explore 2 including 1 predictors 5

isg 2 interventions 1 stance 5

music 2 logy 1 care 4

needs 2 prediction 1 con 4

order 2 present 1

participation 2 pressure 1

senior 2 ring 1

vol 2 stages 1

symposium 1

telemedical 1
ulcer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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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 ‘05~‘07 ‘08~‘09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firm 6 0.6499 animal 4 0.4920 transfer 8 0.6837 
cost 5 0.7251 model 3 0.5108 benefits 6 0.7652 

critical 4 0.7617 climate 3 0.4593 effects 6 0.6747 
example 3 0.7350 implications 3 0.4438 fdi 6 0.6747 

difference 3 0.6272 advanced 2 0.5210 production 5 0.7386 
reduction 3 0.6272 production 2 0.5190 firms 5 0.7130 

twice 3 0.6272 macroeconomic 2 0.5122 lower 5 0.6209 
value 3 0.6272 costs 2 0.4892 market 4 0.5937 

information 3 0.6115 gains 2 0.4892 flexible 4 0.5298 
results 3 0.6016 itc 2 0.4892 energy 3 0.7391 
effects 3 0.5895 wage 2 0.4695 profits 3 0.6512 

see 3 0.5738 results 2 0.4607 cost 3 0.6400 
entry 3 0.5577 induced 2 0.4512 two 3 0.6400 

business 3 0.5439 rights 2 0.4392 competition 3 0.6044 
relative 3 0.4956 policy 2 0.4268 greater 3 0.5969 

domestic 3 0.4901 moral 2 0.4161 supply 3 0.5969 
foreign 3 0.4901 transfer 2 0.3706 leads 3 0.5634 

productivity 3 0.4569 gap 1 0.4262 delegation 3 0.5495 
related 2 0.7091 given 1 0.4262 larger 3 0.5495 

study 2 0.7091 pattern 1 0.4262 maximization 3 0.5495 
equation 2 0.6455 progress 1 0.4262 strategic 3 0.5495 
economy 2 0.6217 region 1 0.4262 industries 3 0.5479 

particular 2 0.6217 result 1 0.4262 result 3 0.5378 
efficient 2 0.6096 technological 1 0.4262 examine 3 0.5357 

firms 2 0.6096 cost 1 0.4187 key 2 0.7311 
holds 2 0.6096 crowding 1 0.4187 decrease 2 0.7119 

market 2 0.6096 energy 1 0.4187 addition 2 0.7018 
reduces 2 0.6096 finds 1 0.4187 example 2 0.7018 
kimmel 2 0.5899 includes 1 0.4187 shown 2 0.7018 

spill 2 0.5899 increased 1 0.4187 case 2 0.6512 
corollary 2 0.5855 innovation 1 0.4187 increases 2 0.6512 

proposition 2 0.5855 lower 1 0.4187 uses 2 0.6422 
current 2 0.5789 models 1 0.4187 biomass 2 0.6416 

increases 2 0.5789 paper 1 0.4187 employment 2 0.6416 
marginal 2 0.5789 r&d 1 0.4187 expand 2 0.6416 
positive 2 0.5789 representative 1 0.4187 food 2 0.6416 

share 2 0.5789 single 1 0.4187 might 2 0.6416 
small 2 0.5789 types 1 0.4187 opportunities 2 0.6416 

consumption 2 0.5680 abatement 1 0.4160 spillovers 2 0.6416 
shock 2 0.5680 bottom 1 0.4160 foreign 2 0.6411 

magnitude 2 0.5501 compared 1 0.4160 increase 2 0.6411 

〈부표 5〉 ‘welfare technology’ 본문유형 연도별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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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ht 2 0.5501 discrete 1 0.4160 policy 2 0.6395 
minimum 2 0.5501 engineering 1 0.4160 development 2 0.6390 

requires 2 0.5501 functions 1 0.4160 biofuel 2 0.6267 
section 2 0.5358 higher 1 0.4160 gains 2 0.6267 

real 2 0.5329 inclusion 1 0.4160 lead 2 0.6219 
costs 2 0.4927 nested 1 0.4160 downstream 2 0.6065 

affect 2 0.4569 sectors 1 0.4160 fixed 2 0.6044 
acquisition 2 0.4287 smooth 1 0.4160 full 2 0.5974 

direct 2 0.4287 top 1 0.4160 size 2 0.5974 
‘10~‘11 ‘12 ‘13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equilibrium 9 0.6640 two 5 0.7267 firm 6 0.5780 
economy 8 0.5846 paper 3 0.7103 two 4 0.6968 

trade 7 0.6760 financial 3 0.4913 social 4 0.6919 
paper 7 0.5998 integration 3 0.4913 individuals 4 0.6860 

market 6 0.6216 clean 3 0.4671 marginal 4 0.6210 
transfer 6 0.6206 demand 2 0.6919 licensing 4 0.5586 
practice 6 0.6180 impact 2 0.6919 preference 3 0.6790 

social 6 0.6096 price 2 0.6919 disabilities 3 0.6780 
analysis 6 0.5888 effects 2 0.6211 second 3 0.6780 

south 6 0.5238 growth 2 0.6211 suffering 3 0.6780 
child 6 0.5137 consumer 2 0.6202 model 3 0.6677 

section 5 0.6330 investment 2 0.6202 compared 3 0.6387 
cost 5 0.6257 surplus 2 0.6192 economics 3 0.6387 
time 5 0.6088 firms 2 0.6076 higher 3 0.6301 

model 5 0.6033 chickpea 2 0.5998 benefit 3 0.6194 
system 5 0.5880 evidence 2 0.5998 cost 3 0.6194 

r&d 5 0.5850 pigeonpea 2 0.5998 health 3 0.6140 
new 5 0.5693 provide 2 0.5998 effects 3 0.5930 
rate 5 0.5664 implications 2 0.5988 efficient 3 0.5785 

diffusion 5 0.5652 producers 2 0.5930 gallini 3 0.5720 
work 5 0.5630 improved 2 0.4864 r&d 3 0.5720 

competitive 5 0.5483 empirical 2 0.4835 winter 3 0.5720 
north 5 0.5348 cost 2 0.4797 firms 3 0.5435 

bound 5 0.5161 adoption 2 0.4448 change 2 0.6629 
fdi 5 0.5161 contract 2 0.3847 time 2 0.6548 

effects 4 0.6343 licensing 2 0.3847 considering 2 0.6495 
national 4 0.6182 part 2 0.3847 developing 2 0.6495 

production 4 0.6159 tariff 2 0.3847 disability 2 0.6495 
two 4 0.6139 ability 1 0.5795 life 2 0.6495 

outcomes 4 0.6007 access 1 0.5795 given 2 0.6484 
resources 4 0.5970 added 1 0.5795 does 2 0.6414 
economic 4 0.5927 alternative 1 0.5795 adaptive 2 0.6398 

product 4 0.5890 analyse 1 0.5795 public 2 0.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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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4 0.5884 analysis 1 0.5795 resources 2 0.6398 
firm 4 0.5870 applications 1 0.5795 responsible 2 0.6398 

optimal 4 0.5846 back 1 0.5795 analysis 2 0.6323 
policy 4 0.5823 based 1 0.5795 costs 2 0.6258 
terms 4 0.5801 broadband 1 0.5795 production 2 0.6258 

present 4 0.5687 copper 1 0.5795 theory 2 0.6242 
saving 4 0.5644 costs 1 0.5795 effort 2 0.6220 

gap 4 0.5524 differences 1 0.5795 individual 2 0.6220 
international 4 0.5471 different 1 0.5795 willpower 2 0.6220 

state 4 0.5403 dynamic 1 0.5795 adapt 2 0.5995 
endowments 4 0.5357 extent 1 0.5795 assessment 2 0.5995 
preferences 4 0.5357 firm 1 0.5795 bilateral 2 0.5995 

second 4 0.5304 foros 1 0.5795 cochlear 2 0.5995 
global 4 0.5279 increase 1 0.5795 consequences 2 0.5995 

middle 4 0.5226 incumbent 1 0.5795 disease 2 0.5995 
information 4 0.5079 market 1 0.5795 forward 2 0.5995 
assumption 3 0.6198 model 1 0.5795 increase 2 0.5995 

’14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market 11 0.6503 households 5 0.5942 decision 4 0.6083 
maize 10 0.6083 price 5 0.5933 particular 4 0.6078 

consumer 9 0.6602 food 5 0.5911 evidence 4 0.6074 
adoption 9 0.6157 competition 5 0.5895 net 4 0.5989 
improved 9 0.6009 government 5 0.5895 including 4 0.5922 

paper 8 0.6264 farm 5 0.5727 product 4 0.5841 
household 8 0.5964 child 5 0.5539 consumption 4 0.5840 

animal 8 0.5512 service 5 0.5539 income 4 0.5840 
production 7 0.6349 firm 5 0.5526 used 4 0.5826 

based 7 0.6159 transfer 5 0.5391 countries 4 0.5711 
number 6 0.6678 public 5 0.5128 effects 4 0.5673 

show 6 0.6304 licensing 5 0.4593 costs 4 0.5644 
first 6 0.6298 size 4 0.6260 services 4 0.5602 

impact 6 0.6170 model 4 0.6112 results 4 0.5521 
new 6 0.5848 table 4 0.6107 poor 4 0.5432 

firms 6 0.5828 control 4 0.6098 access 4 0.5332 
agencies 6 0.5660 area 4 0.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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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08~‘09 ‘10~‘11 ‘12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animal 4 fdi 6 equilibrium 9 integration 3

model 3 benefits 6 trade 7 clean 3

climate 3 flexible 4 analysis 6 financial 3

implications 3 examine 3 social 6 demand 2

policy 2 larger 3 south 6 growth 2

transfer 2 profits 3 child 6 investment 2

advanced 2 two 3 practice 6 part 2

gains 2 competition 3 rate 5 improved 2

induced 2 delegation 3 system 5 adoption 2

itc 2 greater 3 new 5 consumer 2

macroeconomic 2 industries 3 north 5 price 2

moral 2 leads 3 diffusion 5 provide 2

production 2 maximization 3 time 5 surplus 2

rights 2 strategic 3 bound 5 contract 2

wage 2 supply 3 competitive 5 licensing 2

higher 1 increase 2 work 5 chickpea 2

lower 1 shown 2 state 4 empirical 2

models 1 addition 2 economic 4 evidence 2

representative 1 biofuel 2 international 4 impact 2

abatement 1 biomass 2 national 4 pigeonpea 2

bottom 1 case 2 outcomes 4 producers 2

compared 1 decrease 2 product 4 tariff 2

crowding 1 development 2 second 4 based 1

discrete 1 downstream 2 terms 4 differences 1

energy 1 employment 2 endowments 4 different 1

engineering 1 expand 2 global 4 alternative 1

finds 1 fixed 2 long 4 back 1

functions 1 food 2 middle 4 dynamic 1

gap 1 full 2 optimal 4 ability 1

given 1 key 2 preferences 4 access 1

includes 1 lead 2 present 4 added 1

inclusion 1 opportunities 2 resources 4 analyse 1

increased 1 size 2 saving 4 applications 1

innovation 1 spillovers 2 assumption 3 broadband 1

nested 1 uses 2 copper 1

paper 1 　 　 extent 1

pattern 1 　 　 foros 1

progress 1 　 　 incumbent 1
r&d 1 　 　 　 　

region 1 　 　 　 　

〈부표 6〉 ‘welfare technology’ 본문유형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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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1 　 　 　 　
sectors 1 　 　 　 　
single 1 　 　 　 　

smooth 1 　 　 　 　

technological 1

top 1

types 1

‘13 ‘14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individuals 4 maize 10

health 3 household 8

benefit 3 first 6

disabilities 3 number 6

economics 3 show 6

gallini 3 agencies 6

preference 3 government 5

suffering 3 farm 5

winter 3 households 5

change 2 service 5

consequences 2 poor 4

individual 2 used 4

public 2 countries 4

does 2 income 4

effort 2 services 4

theory 2 table 4

assessment 2 area 4

adapt 2 including 4

adaptive 2 control 4

bilateral 2 decision 4

cochlear 2 net 4

considering 2 　

developing 2 　

disability 2 　

disease 2 　

forward 2 　

life 2 　

responsible 2 　

willpow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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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 ‘05~‘07 ‘08~‘09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consumers 13 0.4577 social 10 0.4522 production 18 0.5906 
optimal 12 0.6124 entrant 7 0.5190 food 17 0.5839 

tari 12 0.3824 new 6 0.4646 farmers 16 0.5605 
transfer 12 0.3824 efficient 5 0.5037 new 15 0.4951 

government 11 0.4754 basic 4 0.5395 environment 13 0.3398 
social 9 0.5518 production 4 0.5310 affect 12 0.0739 
firms 9 0.5060 innovative 4 0.5139 transfer 9 0.5633 
cost 8 0.5618 viable 4 0.4646 effects 7 0.6194 

equilibrium 8 0.3407 adopts 4 0.4097 adoption 6 0.6150 
emissions 7 0.3496 incumbent 3 0.5485 agricultural 6 0.6072 

high 7 0.3388 firm 3 0.5293 ect 6 0.5517 
surplus 6 0.5028 note 3 0.5293 pro 5 0.6569 

trade 6 0.5008 price 3 0.4986 market 5 0.6384 
licensing 6 0.3843 rental 3 0.4986 prices 5 0.6072 

aggregate 6 0.3464 remains 3 0.4935 policy 5 0.5813 
polluting 6 0.3464 adoption 3 0.4884 yields 5 0.5595 

consumer 5 0.4742 first 3 0.4850 fdi 5 0.4692 
local 5 0.4685 quality 3 0.4731 lower 4 0.5984 

patent 5 0.4509 outcome 3 0.4629 unskilled 4 0.5624 
firm 5 0.4410 invented 3 0.4544 wages 4 0.5624 

model 4 0.5540 loops 3 0.4522 cost 4 0.5526 
profits 4 0.5004 based 3 0.4369 rural 4 0.5449 

new 4 0.4962 date 3 0.4216 improved 4 0.5449 
original 4 0.4671 cost 2 0.5536 alternative 4 0.4693 
effects 4 0.4670 case 2 0.5344 price 3 0.6735 

international 4 0.4503 owner 2 0.5344 local 3 0.6276 
standard 4 0.4503 private 2 0.5344 signi 3 0.6072 

low 4 0.4494 contract 2 0.5054 increased 3 0.5868 
established 4 0.4487 initial 2 0.5054 average 3 0.5819 

domestic 4 0.4423 manager 2 0.5054 poor 3 0.5819 
choice 4 0.4372 wage 2 0.5054 higher 3 0.5673 
policy 4 0.4238 function 2 0.5003 workers 3 0.5654 

rm 4 0.4198 governance 2 0.5003 real 3 0.5576 
situation 4 0.4182 investments 2 0.5003 change 3 0.5496 

rms 4 0.3969 public 2 0.5003 madagascar 3 0.5332 
corresponding 4 0.3681 unbundling 2 0.4969 productivity 3 0.5307 

increases 4 0.3093 adopt 2 0.4901 model 3 0.5126 
proposition 3 0.4721 best 2 0.4782 downstream 3 0.5107 

foreign 3 0.4638 optimal 2 0.4782 table 3 0.5058 
right 3 0.4612 section 2 0.4748 rm 3 0.5038 

network 3 0.4571 entry 2 0.4549 predation 3 0.5030 

〈부표 7〉 ‘welfare technology’ 첨부파일 연도별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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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3 0.4571 r&d 2 0.4549 social 3 0.4874 
incentive 3 0.4527 economic 2 0.4527 households 3 0.4688 

length 3 0.4497 higher 2 0.4459 greater 3 0.4610 
barriers 3 0.4495 kows 2 0.4459 benefits 3 0.4536 
product 3 0.4451 lower 2 0.4459 suppliers 3 0.4200 

licensees 3 0.4449 parties 2 0.4425 wage 2 0.6130 
externality 3 0.4427 does 2 0.4199 areas 2 0.6043 

compliance 3 0.4384 analysis 2 0.4148 bene 2 0.6043 
market 3 0.4354 service 2 0.4114 staple 2 0.5751 

‘10~‘11 ‘12 ‘13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production 12 0.6275 adoption 17 0.5335 r&d 9 0.3261 
cost 12 0.5964 two 10 0.6600 social 5 0.2935 

effects 11 0.5534 agricultural 10 0.5311 licensing 5 0.2283 
term 8 0.4624 household 10 0.4689 incomplete 4 0.2935 

energy 7 0.4826 improved 9 0.5297 information 4 0.2935 
gdp 7 0.4461 consumption 8 0.4679 regime 4 0.2935 

based 6 0.4733 results 7 0.5833 cient 3 0.2156 
biomass 6 0.4695 country 7 0.5431 higher 3 0.2156 
transfer 6 0.4662 capital 7 0.5287 disability 2 0.5109 

employment 6 0.4183 catch 7 0.5048 health 2 0.5109 
countries 5 0.5289 expenditure 7 0.4650 individuals 2 0.5109 

agro 5 0.4804 effects 6 0.6274 using 2 0.4891 
table 5 0.4352 case 6 0.5297 investment 2 0.3007 

regional 5 0.4118 improvement 6 0.5249 size 2 0.2264 
rms 5 0.3965 integration 6 0.5239 market 2 0.2047 

international 4 0.5447 countries 5 0.5843 children 1 0.4783 
short 4 0.5038 different 5 0.5393 choice 1 0.4783 

positive 4 0.4973 nancial 5 0.5235 con 1 0.4783 
global 4 0.4793 market 5 0.5163 deafness 1 0.4783 

long 4 0.4662 fdi 5 0.4808 experience 1 0.4783 
policy 4 0.4193 outcome 5 0.4650 impact 1 0.4783 

merger 4 0.3736 chickpea 5 0.4387 individual 1 0.4783 
information 4 0.3235 developing 4 0.5651 life 1 0.4783 

work 4 0.3235 productivity 4 0.5316 preference 1 0.4783 
child 4 0.3202 accumulation 4 0.5187 preferences 1 0.4783 

model 3 0.5447 adopters 4 0.5115 public 1 0.4783 
gain 3 0.5283 pigeonpea 4 0.4761 quality 1 0.4783 

increase 3 0.5005 gains 4 0.4722 short 1 0.4783 
due 3 0.4929 paper 4 0.4583 states 1 0.4783 

diffusion 3 0.4635 ethiopia 4 0.4564 terms 1 0.4783 
impacts 3 0.4472 impact 4 0.4473 values 1 0.4783 

corn 3 0.4363 role 4 0.3972 assessment 1 0.3442 
fdi 3 0.4089 rural 4 0.3752 medical 1 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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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3 0.3611 model 3 0.5575 option 1 0.3442 
difference 3 0.3606 economy 3 0.5517 resources 1 0.3442 

social 3 0.3170 foreign 3 0.5455 second 1 0.3442 
informatics 3 0.2772 farmers 3 0.5201 expected 1 0.3116 

north 2 0.5109 used 3 0.5115 medium 1 0.3116 
south 2 0.5109 main 3 0.5105 sharing 1 0.3116 
wage 2 0.5087 varieties 3 0.5077 ciency 1 0.2899 

paper 2 0.4967 level 3 0.5014 innovating 1 0.2899 
results 2 0.4951 heterogeneity 3 0.5010 rm 1 0.2899 

case 2 0.4918 variables 3 0.5000 share 1 0.2899 
region 2 0.4869 access 3 0.4885 economics 1 0.2645 
wood 2 0.4847 competition 3 0.4885 firm 1 0.2464 
show 2 0.4842 production 3 0.4875 firms 1 0.2464 

saving 2 0.4820 higher 3 0.4789 licensor 1 0.2464 
land 2 0.4788 additional 3 0.4722 　 　

lower 2 0.4788 tanzania 3 0.4622 　 　
level 2 0.4766 farm 3 0.4574 　 　 　

’14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transfer 16 0.4608 improved 7 0.4123 case 4 0.5039 
licensing 14 0.3668 private 7 0.3743 rm 4 0.4895 

rms 9 0.5056 cost 6 0.5130 economic 4 0.4860 
vertical 9 0.4352 show 6 0.5116 cation 4 0.4704 

adoption 9 0.3989 decrease 6 0.5018 consumer 4 0.4657 
firm 9 0.3662 domestic 6 0.4583 product 4 0.4643 

market 8 0.5350 protection 6 0.4534 modi 4 0.4634 
results 8 0.5123 animal 6 0.4210 pro 4 0.4492 

increase 8 0.5000 cleaner 6 0.4209 based 4 0.4411 
patent 8 0.4506 emissions 6 0.4142 food 4 0.4378 
maize 8 0.4028 household 6 0.3748 upgrading 4 0.4366 

country 7 0.5459 production 5 0.5473 output 4 0.4044 
increases 7 0.5011 impact 5 0.4611 host 4 0.3978 
countries 7 0.4699 entry 5 0.4594 equilibrium 4 0.3300 

clean 7 0.4580 paper 5 0.4580 implications 4 0.2515 
pollution 7 0.4511 compared 5 0.3708 economy 3 0.4951 

government 7 0.4223 level 4 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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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08~‘09 ‘10~‘11 ‘12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entrant 7 food 17 term 8 two 10

efficient 5 farmers 16 energy 7 household 10

adopts 4 environment 13 gdp 7 consumption 8

basic 4 affect 12 biomass 6 country 7

innovative 4 agricultural 6 employment 6 capital 7

production 4 ect 6 agro 5 catch 7

viable 4 pro 5 countries 5 expenditure 7

based 3 fdi 5 regional 5 improvement 6

price 3 prices 5 information 4 integration 6

adoption 3 yields 5 positive 4 different 5

date 3 rural 4 global 4 chickpea 5

first 3 wages 4 work 4 nancial 5

incumbent 3 alternative 4 child 4 gains 4

invented 3 improved 4 long 4 accumulation 4

loops 3 unskilled 4 merger 4 adopters 4

note 3 change 3 short 4 developing 4

outcome 3 downstream 3 diffusion 3 ethiopia 4

quality 3 households 3 gain 3 impact 4

remains 3 signi 3 increase 3 pigeonpea 4

rental 3 average 3 corn 3 role 4

case 2 benefits 3 difference 3 heterogeneity 3

contract 2 greater 3 due 3 used 3

economic 2 increased 3 impacts 3 competition 3

higher 2 madagascar 3 informatics 3 farm 3

lower 2 poor 3 level 2 access 3

adopt 2 predation 3 results 2 economy 3

analysis 2 productivity 3 land 2 additional 3

best 2 real 3 paper 2 main 3

does 2 suppliers 3 show 2 tanzania 3

entry 2 table 3 north 2 variables 3

function 2 workers 3 region 2 varieties 3

governance 2 areas 2 saving 2 　 　

initial 2 bene 2 south 2 　 　

investments 2 staple 2 wood 2 　 　

kows 2 　 　 　 　

manager 2 　 　 　 　

owner 2 　 　 　 　

parties 2 　 　 　 　
private 2 　 　 　 　
public 2 　 　 　 　

〈부표 8〉 ‘welfare technology’ 첨부파일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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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2 　 　 　 　
section 2 　 　 　 　
service 2 　 　 　 　

unbundling 2 　 　 　 　

wage 2 　 　 　 　 　 　

‘13 ‘14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incomplete 4 vertical 9

regime 4 maize 8

cient 3 pollution 7

investment 2 clean 7

health 2 animal 6

size 2 cleaner 6

using 2 decrease 6

disability 2 protection 6

individuals 2 compared 5

economics 1 host 4

expected 1 output 4

second 1 cation 4

share 1 implications 4

terms 1 modi 4

ciency 1 upgrading 4

con 1 　

assessment 1 　

children 1 　

deafness 1 　

experience 1 　

individual 1 　

innovating 1 　

licensor 1 　

life 1 　

medical 1 　

medium 1 　

option 1 　

preference 1

preferences 1 　

resources 1

sharing 1 　

states 1

valu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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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09~‘10 ‘11

연관단어 빈도 중심성 연관단어 빈도 중심성 연관단어 빈도 중심성

health 20 0.6113 health 16 0.6947 health 12 0.6271 
patient 14 0.5734 medical 5 0.4705 patient 6 0.5998 

information 10 0.5116 information 5 0.4621 new 5 0.5951 
new 7 0.4556 new 4 0.4864 using 5 0.4364 

system 5 0.4268 patient 4 0.4852 cancer 3 0.5315 
critical 4 0.4460 assessment 4 0.3870 palliative 3 0.4633 
impact 4 0.4407 php 3 0.4720 life 3 0.4553 
based 4 0.4249 mobile 3 0.4466 invited 3 0.4336 

improve 4 0.4102 human 3 0.4152 study 2 0.5038 
development 4 0.3780 quality 3 0.4015 developments 2 0.4929 

response 3 0.4701 intensive 3 0.3730 data 2 0.4859 
setting 3 0.4655 unit 3 0.3730 system 2 0.4539 

primary 3 0.4497 reproductive 3 0.3673 monitoring 2 0.4529 
alzheimer 3 0.4463 global 2 0.4750 nurses 2 0.4501 
outcomes 3 0.4415 regarding 2 0.4640 settings 2 0.4308 
physician 3 0.4347 applications 2 0.4606 medical 2 0.4303 

comparison 3 0.4342 based 2 0.4595 intensive 2 0.4280 
adoption 3 0.4257 primary 2 0.4583 information 2 0.4228 

cancer 3 0.4229 resource 2 0.4553 caring 2 0.4101 
management 3 0.4229 decisions 2 0.4519 challenges 2 0.3663 

emergency 3 0.4031 research 2 0.4375 php 2 0.3378 
point 3 0.3647 system 2 0.4258 
heart 3 0.3528 social 2 0.4114 
cost 3 0.3508 perceptions 2 0.3966 

evaluation 2 0.4650 work 2 0.3692 
coronary 2 0.4633 hospital 2 0.3654 

intelligent 2 0.4610 assisted 2 0.3628 
american 2 0.4582 fertility 2 0.3628 

reproductive 2 0.4542 border 2 0.3466 
using 2 0.4531 cross 2 0.3466 
study 2 0.4449 approaches 2 0.3370 

intervention 2 0.4446 
clinical 2 0.4384 

emerging 2 0.4322 
environment 2 0.4322 

assisted 2 0.4113 
long 2 0.4113 

practice 2 0.4088 
home 2 0.4031 

communication 2 0.3989 
hospital 2 0.3952 

〈부표 9〉 ‘care technology’ 제목유형 연도별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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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2 0.3884 
assessment 2 0.3686 

oral 2 0.3621 
associated 2 0.3618 

failure 2 0.3602 
benefits 2 0.3562 

tasks 2 0.3531 
consequences 2 0.3506 

nursing 2 0.3460 
‘12 ‘13 ‘14

연관단어 빈도 중심성 연관단어 빈도 중심성 연관단어 빈도 중심성

health 9 0.6270 health 13 0.6574 patient 7 0.6542 
patient 8 0.5828 patient 6 0.5565 information 6 0.4798 

information 7 0.5650 nbsp 6 0.5071 health 5 0.6137 
point 5 0.4554 information 6 0.4950 using 3 0.6090 

management 4 0.5531 system 5 0.5093 impact 3 0.5397 
using 3 0.4306 heart 4 0.5336 management 3 0.5327 

hiv 2 0.5407 study 3 0.4936 point 3 0.4688 
quality 2 0.5397 quality 3 0.4334 system 2 0.5312 

outcomes 2 0.5035 using 3 0.4119 trial 2 0.5312 
system 2 0.4821 assessment 3 0.3962 outcomes 2 0.5218 

ambulatory 2 0.4797 cancer 3 0.3808 promote 2 0.4922 
electronic 2 0.4787 facilities 2 0.5064 optimize 2 0.3910 

support 2 0.4668 long 2 0.4578 
impact 2 0.4469 term 2 0.4578 

disorders 2 0.4380 analysis 2 0.4546 
emergency 2 0.4236 design 2 0.4460 

new 2 0.4231 self 2 0.4453 
education 2 0.4072 cost 2 0.4406 

testing 2 0.4028 ready 2 0.4385 
cardiac 2 0.3988 human 2 0.4313 
model 2 0.3929 management 2 0.4285 
event 2 0.3477 neonatal 2 0.4285 

developing 2 0.4188 
coordination 2 0.4160 

intensive 2 0.4116 
unit 2 0.4116 

smartphone 2 0.4027 
education 2 0.4005 

communication 2 0.3794 
php 2 0.3740 

novel 2 0.3705 
low 2 0.3632 

palliative 2 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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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2 0.3524 
point 2 0.3524 

international 2 0.3476 
ocs 2 0.3476 

organ 2 0.3476 
trial 2 0.3476 

prostate 2 0.3426 
pcn 2 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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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09~‘10 ‘11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health 86 0.6741 health 97 0.6453 health 71 0.6589 
new 28 0.5935 information 41 0.5519 patient 60 0.6441 

patient 27 0.6312 system 39 0.6076 study 32 0.6496 
information 24 0.5843 patient 30 0.5842 information 25 0.5777 

medical 15 0.5920 study 23 0.5813 nurses 23 0.5508 
system 15 0.5732 medical 21 0.5793 system 20 0.6008 

data 13 0.6183 assessment 21 0.4133 used 20 0.5816 
study 12 0.5982 journal 19 0.4239 using 20 0.5524 
work 11 0.5273 acceptance 16 0.4476 life 19 0.5972 

mobile 11 0.4779 practice 14 0.4739 persons 19 0.3818 
social 10 0.5910 new 12 0.5952 quality 18 0.6254 
nurses 9 0.5697 social 11 0.5409 nursing 18 0.5476 

support 8 0.5885 long 11 0.5144 hospice 18 0.4934 
communication 8 0.5553 physicians 11 0.4493 caring 18 0.3781 
environment 8 0.5397 international 11 0.3996 research 17 0.6689 

nursing 8 0.5231 provide 10 0.5802 data 17 0.5954 
quality 8 0.5126 home 10 0.5459 intensive 17 0.4157 

trust 8 0.5097 model 10 0.5396 assessment 16 0.6409 
public 8 0.5007 nurses 10 0.5229 new 16 0.6219 

attitudes 8 0.4928 research 10 0.4928 time 16 0.6090 
based 7 0.5501 computer 10 0.4883 medical 16 0.6036 

physicians 7 0.5439 term 10 0.4816 settings 16 0.5733 
issues 7 0.5392 adoption 9 0.5660 based 14 0.5870 

see 7 0.4928 results 9 0.5514 human 14 0.5354 
decision 7 0.4861 users 9 0.5261 access 13 0.5782 

assessment 7 0.4764 access 9 0.4677 international 13 0.5441 
genetics 7 0.4648 primary 9 0.4625 participants 13 0.4478 

cancer 7 0.4489 data 8 0.5580 process 12 0.5849 
used 6 0.5933 caregivers 8 0.5122 critical 12 0.5258 
table 6 0.5325 chronic 8 0.4904 ethical 12 0.5223 
time 6 0.5298 relations 8 0.4110 journal 12 0.5004 

practitioners 6 0.5107 support 7 0.5710 values 12 0.4972 
safety 6 0.4958 hospital 7 0.5474 services 11 0.5325 

innovative 6 0.4807 nursing 7 0.5458 family 11 0.5173 
genetic 6 0.4737 healthcare 7 0.5135 experience 11 0.5168 
benefits 6 0.4697 clinical 7 0.5047 technological 11 0.3831 
science 6 0.4658 interventions 7 0.4432 think 10 0.5216 

assess 6 0.3447 survey 6 0.5701 members 10 0.5127 
int 6 0.3447 services 6 0.5477 support 10 0.4977 

technol 6 0.3447 user 6 0.5265 participant 10 0.4537 

〈부표 10〉 ‘care technology’ 본문유형 연도별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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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5 0.5722 high 6 0.5254 category 10 0.4462 
evaluation 5 0.5461 professionals 6 0.5072 thematic 10 0.4462 

clinical 5 0.5454 quality 6 0.5020 sustaining 10 0.3751 
people 5 0.5022 impact 6 0.4906 home 9 0.5508 

relationship 5 0.4983 elderly 6 0.4811 social 9 0.5497 
implementation 5 0.4923 application 6 0.4657 potential 9 0.5459 

icu 5 0.4834 intention 6 0.4657 choice 9 0.5226 
beliefs 5 0.4529 applications 6 0.4633 caregivers 9 0.5203 

prostate 5 0.4325 doctors 6 0.4355 panel 9 0.5048 
evidence 5 0.4311 telecare 6 0.4266 work 8 0.5811 

‘12 ‘13 ‘14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health 44 0.6661 health 56 0.6621 health 90 0.7177 
patient 17 0.5711 patient 40 0.6714 patient 48 0.6740 

information 14 0.5906 information 29 0.6645 information 36 0.6547 
new 13 0.5754 study 17 0.6754 adoption 23 0.6010 

based 12 0.6754 system 14 0.6236 system 22 0.5992 
managed 11 0.4330 decision 14 0.5880 medical 21 0.6267 

study 10 0.6874 new 14 0.5496 management 20 0.5765 
medical 9 0.5801 used 13 0.6540 study 19 0.6319 
clinical 8 0.5564 support 13 0.5793 based 16 0.6214 

utilization 7 0.5506 based 12 0.6246 dependent 16 0.5073 
providers 6 0.5494 cost 12 0.6040 research 15 0.6083 

system 6 0.5412 management 12 0.5685 clinical 15 0.5873 
organizations 6 0.5216 research 11 0.5946 depression 14 0.5578 

growth 6 0.5164 communication 11 0.5529 new 14 0.5461 
physicians 6 0.4930 hta 11 0.5212 primary 13 0.5844 

costs 5 0.6105 evidence 10 0.6239 nurses 13 0.5458 
nurses 5 0.5567 older 9 0.5797 data 12 0.6019 

asthma 5 0.4968 public 9 0.5797 applications 12 0.5593 
school 5 0.4968 review 9 0.5707 costs 12 0.5161 

knowledge 5 0.4711 data 8 0.6272 parents 12 0.5161 
ambulatory 5 0.4594 value 8 0.5161 using 11 0.5963 

journal 5 0.4591 education 8 0.5094 quality 11 0.5768 
penetration 5 0.4570 assessment 8 0.4965 providers 11 0.5388 

graduates 5 0.4564 caregivers 8 0.4906 dcat 11 0.5269 
markets 5 0.4506 quality 7 0.5917 cost 10 0.5715 
faculty 5 0.4380 approach 7 0.5681 support 10 0.5593 

np 5 0.4380 adults 7 0.5507 children 10 0.5093 
time 4 0.5991 life 7 0.5250 evidence 9 0.5841 
data 4 0.5640 clinical 7 0.5203 decision 9 0.5420 

model 4 0.5494 pain 7 0.4178 results 8 0.5741 
relationship 4 0.5436 invasive 7 0.4006 implementation 8 0.5604 

insurance 4 0.5418 methods 6 0.6178 healthcare 8 0.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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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4 0.5395 practice 6 0.5942 intervention 8 0.5423 
education 4 0.5360 medication 6 0.5822 automated 8 0.5400 

management 4 0.5292 effectiveness 6 0.5786 interventions 8 0.5295 
probability 4 0.5184 home 6 0.5728 different 8 0.5222 

hospital 4 0.5167 services 6 0.5721 diabetes 8 0.5210 
using 4 0.5164 medical 6 0.5344 child 8 0.5093 

adoption 4 0.4921 primary 6 0.5279 group 7 0.5738 
cpd 4 0.4895 acceptance 6 0.5051 design 7 0.5622 

palliative 4 0.4895 palliative 6 0.4141 hospital 7 0.5575 
rural 4 0.4895 childbirth 6 0.4006 outcomes 7 0.5537 

future 4 0.4751 relief 6 0.4006 services 7 0.5455 
incorporate 4 0.4722 included 5 0.5975 tc 7 0.5318 

pact 4 0.4716 order 5 0.5880 effectiveness 7 0.5274 
preventive 4 0.4716 main 5 0.5830 hospitals 7 0.5228 

sb 4 0.4716 process 5 0.5591 journal 7 0.5158 
expensive 4 0.4599 family 5 0.5225 electronic 7 0.5050 

prepare 4 0.4529 access 5 0.5181 child's 7 0.4806 
state 4 0.4444 involvement 5 0.5058 social 6 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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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11 ‘12 ‘13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journal 19 using 20 managed 11 cost 12
acceptance 16 life 19 utilization 7 hta 11

practice 14 persons 19 providers 6 review 9
international 11 caring 18 growth 6 older 9

long 11 hospice 18 organizations 6 value 8
computer 10 intensive 17 costs 5 approach 7

home 10 settings 16 knowledge 5 adults 7
model 10 human 14 graduates 5 invasive 7

provide 10 participants 13 ambulatory 5 pain 7
term 10 critical 12 asthma 5 medication 6

access 9 ethical 12 faculty 5 methods 6
adoption 9 process 12 markets 5 effectiveness 6
primary 9 values 12 np 5 childbirth 6

results 9 technological 11 penetration 5 relief 6
users 9 experience 11 school 5 order 5

caregivers 8 family 11 management 4 included 5
chronic 8 members 10 age 4 main 5

relations 8 category 10 education 4 involvement 5
healthcare 7 participant 10 future 4

hospital 7 sustaining 10 preventive 4
interventions 7 thematic 10 incorporate 4
applications 6 think 10 palliative 4

doctors 6 potential 9 rural 4
high 6 choice 9 cpd 4

impact 6 panel 9 expensive 4
services 6 insurance 4

survey 6 pact 4
user 6 prepare 4

application 6 probability 4
elderly 6 sb 4

intention 6 state 4
professionals 6

telecare 6
‘14

연관단어 빈도
dependent 16
depression 14

parents 12
dcat 11

children 10

diabetes 8

〈부표 11〉 ‘care technology’ 본문유형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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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8
child 8

intervention 8
automated 8

group 7
hospitals 7

electronic 7
design 7

outcomes 7
child's 7

tc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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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09~‘10 ‘11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health 56 0.6724 health 80 0.6451 health 48 0.6696 
information 21 0.5621 provider 23 0.4536 customer 21 0.3815 

patient 11 0.5421 information 22 0.5274 patient 20 0.5871 
system 11 0.5204 used 21 0.5318 system 12 0.5250 

assessment 11 0.4359 medical 21 0.5179 empathy 12 0.3397 
new 10 0.5404 patient 19 0.6096 quality 9 0.5366 

medical 10 0.5069 home 15 0.5789 medical 9 0.4701 
critical 8 0.5359 system 13 0.6601 information 9 0.4533 

decision 8 0.5237 study 12 0.5757 customers 9 0.3937 
quality 8 0.4943 new 11 0.6045 new 8 0.5142 
impact 8 0.4547 work 10 0.5563 home 8 0.4668 

management 7 0.5408 trust 10 0.4150 support 7 0.4756 
errors 7 0.5266 older 9 0.4817 companies 7 0.3914 

cost 7 0.5033 people 8 0.5095 sensor 7 0.3636 
handheld 7 0.4739 social 8 0.4927 research 6 0.5250 

support 6 0.5327 research 7 0.5735 based 6 0.5221 
costs 6 0.4779 assessment 7 0.4143 measures 6 0.5099 
study 5 0.5249 dementia 6 0.5183 data 6 0.5051 
aged 5 0.4722 telecare 6 0.5029 centered 6 0.4675 

research 4 0.5576 acceptance 6 0.4172 critical 6 0.3937 
based 4 0.5556 support 5 0.5530 feeling 6 0.3374 

committee 4 0.4788 design 5 0.5457 using 5 0.4884 
clinical 4 0.4726 needs 5 0.5285 providers 5 0.4466 

tasks 4 0.4567 results 5 0.4945 rfid 5 0.4438 
nursing 4 0.4530 clinical 5 0.4814 reproductive 5 0.4394 
mobile 4 0.4359 elderly 5 0.4148 environments 5 0.3812 
policy 4 0.4326 united 5 0.3861 intelligence 5 0.3707 
pump 4 0.4228 monitoring 4 0.5066 life 4 0.5180 
work 3 0.5425 screening 4 0.5018 used 4 0.5139 

physicians 3 0.5229 evidence 4 0.5004 ing 4 0.5064 
issues 3 0.4955 human 4 0.4985 performance 4 0.5046 

australian 3 0.4698 management 4 0.4872 guideline 4 0.5035 
implementation 3 0.4694 programs 4 0.4450 development 4 0.5017 

economic 3 0.4685 assisted 4 0.4077 products 4 0.4904 
time 3 0.4387 fertility 4 0.4077 assessment 4 0.4779 

making 3 0.4285 states 4 0.3927 cardiovascular 4 0.4684 
agents 3 0.4114 physician 4 0.3689 dementia 4 0.4559 

intelligent 3 0.4114 data 3 0.5150 procurement 4 0.4448 
introduction 3 0.4105 services 3 0.4982 relation 4 0.4390 

changing 3 0.3840 hit 3 0.4872 design 4 0.4386 
child 3 0.3840 clinicians 3 0.4832 facing 4 0.4318 

〈부표 12〉 ‘care technology’ 첨부파일 연도별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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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3 0.3840 designers 3 0.4832 potential 4 0.4262 
youth 3 0.3840 meet 3 0.4832 cancer 4 0.4229 

journal 3 0.2880 tools 3 0.4832 assisted 4 0.4186 
group 2 0.5221 decision 3 0.4744 clients 4 0.4108 

control 2 0.5184 provide 3 0.4682 social 4 0.4045 
tools 2 0.5065 attitudes 3 0.4653 service 4 0.3946 

safety 2 0.5057 national 3 0.4587 ambient 4 0.3678 
medicine 2 0.4992 exchange 3 0.4572 evidence 3 0.5441 

number 2 0.4992 newborn 3 0.4572 access 3 0.5070 
‘12 ‘13 ‘14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health 66 0.6593 health 69 0.6969 health 97 0.6783 
patient 24 0.5302 information 37 0.6427 information 50 0.6164 

information 23 0.4816 patient 30 0.6335 patient 47 0.5845 
managed 17 0.3582 system 24 0.6361 system 34 0.5438 
medical 14 0.5026 icu 14 0.4119 study 19 0.5928 

organizations 12 0.4269 tele 14 0.4119 children 18 0.4930 
adoption 11 0.4902 assessment 12 0.4859 dependent 18 0.4429 

ambulatory 11 0.4176 acceptance 11 0.4978 based 16 0.5833 
system 10 0.4861 new 11 0.4841 clinical 16 0.5336 

physicians 10 0.4286 access 10 0.5177 quality 16 0.5235 
study 9 0.5206 processes 10 0.4666 medical 15 0.5798 
new 9 0.3774 communication 10 0.4628 providers 14 0.4870 

hospital 8 0.4334 palliative 10 0.4406 new 13 0.5651 
utilization 8 0.3757 outcomes 10 0.4275 nurses 13 0.5011 

markets 8 0.3318 data 8 0.5507 decision 12 0.5031 
market 7 0.4703 research 8 0.5413 assessment 10 0.5121 

management 7 0.4493 mobile 8 0.4532 time 10 0.5088 
active 7 0.4301 long 8 0.3436 parents 10 0.5003 

mobile 7 0.3578 term 8 0.3436 acceptance 10 0.4629 
phone 7 0.3578 contributions 8 0.3423 research 9 0.5738 

rfid 6 0.4476 used 7 0.5601 nursing 9 0.5097 
industry 6 0.4206 model 7 0.5291 hospital 9 0.4574 

imrt 6 0.3692 intensive 7 0.4915 support 8 0.4825 
research 5 0.5159 hta 7 0.4372 learning 8 0.4497 
practice 5 0.4723 study 6 0.5631 child's 8 0.4138 

emr 5 0.4709 electronic 6 0.5262 point 8 0.4015 
stage 5 0.4639 critical 6 0.5074 found 7 0.5142 

acceptance 5 0.4274 medical 6 0.4897 healthcare 7 0.5111 
penetration 5 0.3999 self 6 0.4856 cancer 7 0.4609 

nurses 5 0.3787 support 5 0.5063 data 6 0.5045 
cpd 5 0.3743 based 5 0.4982 informatics 6 0.4976 
sms 5 0.3133 using 5 0.4845 costs 6 0.4917 

might 4 0.4850 decision 5 0.4770 knowledge 6 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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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4 0.4839 cost 5 0.4671 usability 6 0.4787 
model 4 0.4673 quality 5 0.4651 child 6 0.4757 

diffusion 4 0.4212 clinical 5 0.4571 preventive 6 0.4746 
cost 4 0.4117 negative 5 0.1545 phr 6 0.4620 
used 4 0.4058 tam 4 0.5162 needs 6 0.4470 

clinical 4 0.3792 adults 4 0.5070 users 5 0.4944 
age 4 0.3718 perspectives 4 0.4984 primary 5 0.4942 

advanced 4 0.3580 impact 4 0.4794 provider 5 0.4939 
aacm 4 0.3556 management 4 0.4731 using 5 0.4883 

children 4 0.3517 social 4 0.4569 future 5 0.4823 
high 4 0.3279 review 4 0.4464 electronic 5 0.4784 

palliative 4 0.3180 physicians 4 0.4443 improving 5 0.4778 
rural 4 0.3180 effectiveness 4 0.4339 outcomes 5 0.4695 

trends 3 0.4703 mhealth 4 0.4303 cost 5 0.4628 
business 3 0.4504 monitoring 3 0.5245 hospitalized 5 0.4526 

service 3 0.4264 settings 3 0.5183 mobile 5 0.4470 
cancer 3 0.4167 safety 3 0.5068 settings 5 0.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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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11 ‘12 ‘13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provider 23 customer 21 managed 17 icu 14
used 21 empathy 12 organizations 12 tele 14

home 15 customers 9 adoption 11 communication 10
trust 10 companies 7 ambulatory 11 outcomes 10
older 9 sensor 7 utilization 8 processes 10

people 8 centered 6 hospital 8 contributions 8
social 8 measures 6 markets 8 long 8

acceptance 6 feeling 6 active 7 term 8
dementia 6 providers 5 market 7 hta 7
telecare 6 reproductive 5 phone 7 intensive 7

design 5 using 5 imrt 6 electronic 6
elderly 5 environments 5 industry 6 self 6
needs 5 intelligence 5 emr 5 negative 5

results 5 rfid 5 nurses 5 review 4
united 5 development 4 practice 5 adults 4

evidence 4 life 4 cpd 5 tam 4
human 4 ambient 4 penetration 5 effectiveness 4

monitoring 4 cancer 4 sms 5 mhealth 4
physician 4 cardiovascular 4 stage 5 perspectives 4

assisted 4 clients 4 high 4 settings 3
fertility 4 facing 4 diffusion 4

programs 4 guideline 4 age 4
screening 4 ing 4 e- 4

states 4 performance 4 aacm 4
data 3 potential 4 advanced 4

exchange 3 procurement 4 children 4
hit 3 products 4 might 4

services 3 relation 4 model 4
attitudes 3 service 4 palliative 4

clinicians 3 access 3 rural 4
designers 3 business 3

meet 3 trends 3
national 3
newborn 3
provide 3

‘14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dependent 18 knowledge 6 improving 5
parents 10 usability 6

learning 8 phr 6
child's 8 preventive 6

〈부표 13〉 ‘care technology’ 첨부파일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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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8 future 5
found 7 primary 5

healthcare 7 users 5
informatics 6 hospitalize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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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 ‘05~‘08 ‘09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process 18 0.6391 system 18 0.6689 business 21 0.4790 
change 14 0.6322 new 15 0.6434 definition 19 0.3666 
system 14 0.6211 organization 13 0.5861 new 16 0.6052 

technological 13 0.6532 private 12 0.4715 economic 11 0.5379 
technology 12 0.6814 change 11 0.6139 term 11 0.4596 
institutional 12 0.5776 approach 11 0.6025 health 10 0.5648 

economic 11 0.6409 diffusion 11 0.5416 idea 10 0.4314 
firm 11 0.5827 science 11 0.4244 research 8 0.6658 
new 9 0.6454 process 9 0.6475 costs 7 0.5253 
role 8 0.6358 research 9 0.6292 change 7 0.4790 

development 8 0.6121 technology 9 0.5870 example 6 0.5934 
institutions 8 0.5641 studies 8 0.5991 way 6 0.5682 

society 7 0.6142 based 7 0.6221 groups 6 0.5488 
knowledge 7 0.6016 programs 7 0.5961 institutional 6 0.3400 

national 7 0.5827 dissemination 7 0.5397 work 5 0.6288 
based 6 0.6073 specific 6 0.5817 individual 5 0.6279 

industrial 6 0.6034 information 6 0.5744 system 5 0.6153 
world 6 0.6025 action 6 0.5614 communication 5 0.6052 
time 6 0.5944 literature 6 0.5539 policy 5 0.5362 

service 6 0.5824 adopters 6 0.5537 life 5 0.5303 
level 6 0.5800 public 6 0.5500 quality 5 0.5303 

networks 6 0.5692 political 6 0.5489 section 5 0.4983 
case 6 0.5644 economic 6 0.5461 structure 5 0.4604 

management 6 0.5570 sector 6 0.5452 society 5 0.4495 
important 6 0.5531 technical 6 0.5308 diffusion 5 0.4453 

rsi 6 0.5507 complexity 6 0.5272 set 5 0.4348 
risk 6 0.5033 technological 6 0.5215 information 4 0.6633 

cuba 6 0.3558 emissions 6 0.3690 people 4 0.5892 
science 5 0.6235 abatement 6 0.3608 accounting 4 0.5404 
theory 5 0.6166 management 5 0.6014 technology 4 0.5261 

concept 5 0.5779 role 5 0.5906 care 4 0.5160 
elements 5 0.5755 organizational 5 0.5831 public 4 0.5101 

organization 5 0.5629 product 5 0.5801 behavior 4 0.4848 
performance 5 0.5606 model 5 0.5692 characteristics 4 0.4815 

collective 5 0.5432 theory 5 0.5557 good 4 0.4777 
learning 5 0.5429 structure 5 0.5434 technological 4 0.4722 

local 5 0.5354 context 5 0.5368 heiscala 4 0.4411 
paper 5 0.4647 marketing 5 0.5103 changes 4 0.4386 
action 5 0.3558 development 5 0.4831 profit 4 0.3855 

research 4 0.6106 marginal 5 0.2953 cost 3 0.6364 
form 4 0.6016 important 4 0.5995 see 3 0.6027 

〈부표 14〉 ‘social innovation’ 본문유형 연도별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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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4 0.6013 health 4 0.5829 perspectives 3 0.6002 
production 4 0.5806 people 4 0.5758 organizational 3 0.5918 

critical 4 0.5713 first 4 0.5721 individuals 3 0.5842 
four 4 0.5713 networks 4 0.5667 two 3 0.5724 

interactive 4 0.5713 level 4 0.5655 process 3 0.5707 
public 4 0.5629 influence 4 0.5635 normative 3 0.5598 

systemic 4 0.5624 time 4 0.5537 regarding 3 0.5114 
environment 4 0.5621 users 4 0.5527 based 3 0.5080 

freeman 4 0.5603 resources 4 0.5374 perceived 3 0.5029 
‘10 ‘11 ‘12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new 7 0.6062 new 17 0.6921 adaptation 17 0.5098 
organization 6 0.6545 technological 17 0.6653 change 14 0.6483 

process 5 0.4903 development 14 0.6507 climate 14 0.5256 
different 4 0.6519 process 12 0.5993 local 13 0.5701 

service 4 0.6057 society 12 0.5833 new 12 0.6346 
policy 4 0.5981 way 11 0.6361 technology 11 0.6214 

community 4 0.5935 technology 11 0.6309 economic 11 0.6132 
institutional 4 0.5716 system 10 0.5819 management 10 0.6239 

countries 4 0.5630 policy 9 0.6375 important 10 0.6009 
economic 4 0.5493 economic 9 0.6370 process 9 0.6231 

sector 4 0.5396 institutional 8 0.6036 research 9 0.6094 
development 4 0.5279 eco 8 0.5071 policy 9 0.5722 

idea 4 0.4649 knowledge 7 0.6285 environmental 9 0.5222 
income 3 0.6418 organization 7 0.5989 entrepreneurship 9 0.4966 
public 3 0.5467 actors 7 0.5843 learning 8 0.6068 

technological 3 0.5264 research 6 0.6177 organization 8 0.5927 
governments 3 0.5168 activities 6 0.5979 context 8 0.5778 

third 3 0.5066 cultural 6 0.5951 informal 8 0.5291 
technical 3 0.4985 role 6 0.5951 inclusive 8 0.4808 

society 3 0.4695 change 6 0.5800 based 7 0.6120 
actors 3 0.4382 civil 6 0.4887 practices 7 0.5692 
nature 3 0.3747 different 5 0.6798 strategies 7 0.5344 

network 3 0.3427 science 5 0.5993 science 7 0.5109 
housing 2 0.5864 level 5 0.5871 action 7 0.4987 

low 2 0.5864 socio 5 0.5706 work 6 0.5765 
government 2 0.5849 creativity 5 0.5692 system 6 0.5718 

support 2 0.5696 organizational 5 0.5287 institutions 6 0.5500 
mission 2 0.5442 green 5 0.5240 role 6 0.5419 

enterprise 2 0.5386 cognitive 5 0.5108 adaptive 6 0.5397 
hybridization 2 0.5386 production 4 0.6168 technological 6 0.5380 

nonprofit 2 0.5386 based 4 0.5946 development 6 0.5376 
private 2 0.5386 culture 4 0.5932 issues 6 0.5209 

form 2 0.5244 public 4 0.5782 financing 6 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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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2 0.5244 regional 4 0.5777 term 5 0.5573 
market 2 0.5244 cities 4 0.5720 organizational 5 0.5534 
change 2 0.5213 region 4 0.5683 performance 5 0.5419 

enterprises 2 0.5168 creative 4 0.5669 firm 5 0.5401 
range 2 0.5137 idea 4 0.5603 two 5 0.5291 

practices 2 0.5071 governance 4 0.5570 face 5 0.5230 
democratization 2 0.5051 environmental 4 0.5527 focus 5 0.5218 

ff 2 0.5051 analysis 4 0.5490 field 5 0.5197 
political 2 0.4959 construction 4 0.5471 relations 5 0.4957 

system 2 0.4721 need 4 0.5410 venture 5 0.4806 
civil 2 0.4695 ecological 4 0.5381 institutional 5 0.4667 

impact 2 0.4654 sector 4 0.5334 need 4 0.5782 
sustainable 2 0.4583 making 3 0.6022 capabilities 4 0.5517 
investment 2 0.4512 stakeholders 3 0.5946 order 4 0.5513 

funding 2 0.4431 case 3 0.5913 number 4 0.5355 
developed 2 0.4416 opportunities 3 0.5815 sector 4 0.5333 

ant 2 0.4291 order 3 0.5744 vulnerability 4 0.5327 
‘13 ‘14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community 26 0.5649 process 56 0.5959 
grassroots 24 0.5504 new 51 0.6144 

development 23 0.6143 change 42 0.5833 
new 22 0.6513 action 32 0.5050 

technological 21 0.5951 system 28 0.6192 
research 18 0.6172 perspective 27 0.5787 

form 18 0.6168 development 23 0.5804 
local 17 0.6043 institutional 23 0.5586 

process 16 0.5632 policy 23 0.5567 
change 15 0.6143 research 21 0.5663 

different 13 0.6121 structure 21 0.5094 
public 13 0.5559 study 20 0.6238 

food 13 0.5097 technological 20 0.5892 
energy 12 0.5871 different 20 0.5743 

projects 12 0.5666 practices 20 0.5290 
level 12 0.5603 approach 18 0.6005 

sector 11 0.5892 need 18 0.5323 
government 11 0.5502 technical 17 0.6152 

service 11 0.5179 economic 17 0.5718 
policy 10 0.5949 technology 17 0.5399 

economic 10 0.5725 literature 16 0.6075 
technology 10 0.5651 context 16 0.5309 

networks 10 0.5641 water 16 0.4683 
seyfang 10 0.5419 based 15 0.6121 

including 9 0.5835 related 15 0.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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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9 0.5719 idea 15 0.5393 
people 9 0.5645 analysis 14 0.5390 

case 9 0.5624 model 14 0.5388 
society 9 0.5481 level 13 0.5850 

niche 9 0.5462 understand 13 0.5365 
smith 9 0.5417 knowledge 12 0.5953 
based 8 0.6012 role 12 0.5668 

initiatives 8 0.5866 creation 12 0.5460 
building 8 0.5765 management 12 0.5292 
example 8 0.5552 agents 12 0.5191 

adams 8 0.5175 conceptual 12 0.5038 
hess 8 0.5175 structuration 12 0.5004 

capacity 8 0.5074 collective 11 0.5483 
moulaert 8 0.4973 being 11 0.5395 

order 7 0.5710 phenomenon 11 0.5357 
term 7 0.5658 order 11 0.5109 

involved 7 0.5495 theoretical 11 0.5063 
sustainable 7 0.5154 bop 11 0.4479 

media 7 0.4325 movements 10 0.5739 
focus 6 0.5793 used 10 0.5638 

analysis 6 0.5723 way 10 0.5584 
important 6 0.5664 example 10 0.5416 

actors 6 0.5550 entrepreneurship 10 0.5147 
production 6 0.5546 view 10 0.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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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09 ‘10 ‘11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entrepreneurship 57 corporate 45 enterprise 37 poor 24
ecological 29 companies 45 ngo 27 micro 20

studies 28 governance 37 models 25 csr 19
resources 26 difference 24 nonprofit 25 section 12

action 23 efficiency 17 mission 22 solving 12
model 22 impacts 17 capital 18 problem 11
public 22 savings 15 specific 18 van 11
study 19 communication 14 creation 18 bio 11

practitioners 18 definition 14 countries 17 financial 8
futures 17 international 12 ngos 17 housing 8
sector 16 see 12 strategies 16 good 8

economy 15 makers 10 third 15 literature 8
programs 15 three 9 form 10 maintenance 8

biophysical 14 suppliers 9 npos 10 poverty 8
transition 14 care 8 hybrid 9 creativity 7

groups 13 physical 7 case 8 needs 7
individuals 13 improving 7 enterprises 7 cadastral 7

entrepreneurs 12 term 6 civil 7 bank 5
diffusion 11 assurance 6 impact 6 socio 5

marketing 11 pragmatic 6 low 6 area 5
profit 11 vision 5 npo 6 dialogue 5

organizational 10 wealth 5 developing 5 participation 5
ventures 10 council 4 project 5 operative 5

entrepreneurial 10 ict 4 attributes 5 design 4
resilience 10 regarding 4 actors 4 field 4

government 9 priorities 4 result 4 review 4
business 9 relationship 3 income 4 used 4
structure 9 created 3 outcomes 4 rural 4

value 8 supply 3 build 4 chain 4
sess 8 urban 3 conservation 4 populations 4

consumption 7 stakeholder 3 profits 4 city 3
potential 7 company 3 workshop 4 flows 3

conditions 7 initiatives 3 intangible 4 land 3
participatory 7 creating 3 decision 3 living 3

food 6 investors 3 program 3 inhabitants 3
paper 6 standards 3 university 3 million 3

capacity 6 software 3 given 3 evaluation 3
culture 6 results 2 need 3 representations 3

adaptability 6 structural 2 provide 3
experiences 6 analysis 2 construction 3

responsibility 6 characteristics 2 create 3

〈부표 15〉 ‘social innovation’ 본문유형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



406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network 5 table 2 transitions 3
strategic 5 number 2 understandings 3

organisational 5 lifestyles 2 leaders 2
data 5 develop 2

dissemination 5 achieve 2
objectives 5 lack 2

participants 5 water 2
users 5

power 5
disability 5

idea 4
issues 4
labour 4
period 4

periods 4
levels 4

adopters 4
ashoka 4

singapore 4
manufacturer 4

purpose 4
addiction 4

cost 4
values 3
issue 3

private 3
‘12 ‘13 ‘14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adaptation 38 projects 23 understand 20
climate 35 growth 16 brazil 14

informal 19 branding 13 carbon 13
energy 18 focus 11 inclusion 13

employees 14 grassroots 11 policies 11
vulnerability 13 communities 9 scientific 11
opportunities 12 programme 9 structuration 11

cds 12 teachers 9 diversity 7
adaptive 10 legitimacy 8 techniques 7

tohu 10 environments 7 agents 7
learn 9 talent 7 theoretical 6

relations 8 brands 7 parties 6
inclusive 8 burnout 7 cdhu 6
solutions 6 areas 6 shw 6

population 5 quality 6 trist 6
products 5 main 6 fac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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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5 moral 6 bop 5
media 5 regulation 6 n&n 5

capabilities 4 patients 6 brazilian 5
transformation 4 satisfaction 6 might 4

cycle 4 teacher 6 phenomenon 4
cre 4 healthy 6 conceptual 4

education 3 self 5 movements 4
expertise 3 experienced 5 theories 3

money 3 mainstream 5 governmental 3
spatial 3 objective 5 diverse 3

stakeholders 3 aim 5 play 2
district 3 niche 5 relationships 2

led 3 hospital 5 building 2
formal 3 seyfang 5 associated 2
benefit 3 lfns 5 association 2

motivation 3 task 3 party 2
portfolio 3 involved 3 supplier 2
readiness 3 included 3 partners 2

redevelopment 3 partnerships 2
scavenging 3 distance 2

bring 3 consistent 2
aspects 2 credible 2

key 2
residents 2
including 2
accessed 2

aavishkaa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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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09 ‘10 ‘11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ashoka 53 responsibility 39 enterprise 118 backcasting 52
sector 40 wealth 27 initiatives 28 agency 35

entrepreneurs 34 nition 25 legal 25 stakeholder 32
entrepreneurship 30 environment 24 united 25 civil 26

develop 25 monaghan 21 carbon 24 city 24
consumption 22 institutional 18 low 22 physical 17

ecological 21 address 17 objectives 21 included 15
diffusion 19 performance 17 economy 19 speci 12

entrepreneur 19 health 14 mission 19 u- 11
sustainable 19 sustainability 14 context 18 wangel 11

activities 16 corporate 13 countries 18 issue 10
global 16 socio 13 canada 17 order 10

support 16 innovative 13 grassroots 17 growth 10
potential 15 ernst 13 create 16 concerns 9

transition 14 provide 12 european 16 discourse 8
disability 14 opportunities 11 integration 14 quist 8
building 13 urban 11 europe 14 theoretical 7

rite 13 company 10 activity 13 care 7
premium 13 considered 10 scale 11 income 7

ties 12 solutions 10 cause 10 strategies 7
operative 12 governance 9 consumers 10 understand 7

passage 12 means 9 reporting 9 dialogue 7
analysis 11 characteristics 9 deliver 9 eld 7
private 11 quality 8 loorbach 9 common 6
service 11 using 8 products 8 uence 6

van 11 costs 8 accounting 8 behaviour 6
government 10 risk 8 literature 7 coleman 6

entrepreneurial 10 needs 7 possible 7 ant 6
marketing 10 case 6 product 7 design 5

citizen 10 positive 6 investment 7 fact 5
emissions 10 york 6 energy 7 belonging 5

gennep 10 goals 6 attributes 7 implementation 5
staged 10 focus 6 ngo 7 poor 4

marginal 9 systemic 6 blended 7 children 4
price 8 creating 6 introduction 6
gains 8 improving 6 management 6

los 8 developed 5 objective 6
food 7 poverty 5 importance 6

market 7 leaders 5 synergies 6
participation 7 solve 5 improvements 6

mental 7 agent 4 resilience 6

〈부표 16〉 ‘social innovation’ 첨부파일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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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7 existing 4 partners 6
ventures 7 good 4 aspects 5
societal 6 media 4 construction 5

tion 6 question 4 consumer 5
developing 6 small 4 main 4
emergence 6 used 4 key 4

resource 6 include 4
sociales 6 body 4
capacity 5 outcomes 4

lead 5 landcom 4
power 5 mpre 4
sense 5 including 3
third 5 techniques 3

strategic 5 neoliberal 3
young 5 residents 3

membership 5 estate 3
challenge 4 privatisation 3

critical 4
nd 4
rst 4

spread 4
understanding 4

users 4
creativity 4
industrial 4

self 4
vision 4

productive 4
nancial 4

plan 4
responses 4

transitions 4
called 3
need 3
basis 3
‘12 ‘13 ‘14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climate 130 education 41 housing 80
adaptation 120 organizational 22 concept 56

vulnerability 41 teacher 21 inclusion 25
managers 31 legitimacy 15 brazil 23
informal 27 niche 14 wider 14

supply 26 utility 11 experimentation 13
managing 25 perceived 10 coccia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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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 24 previous 10 exivity 12
culture 21 bridging 10 infrastructure 11

capabilities 20 satisfaction 10
adaptive 18 patients 10
manage 17 burnout 10

planning 16 agenda 9
trade 16 involved 7

financial 15 water 7
alliances 15 multi 7

article 15 sharing 6
inclusive 12

offs 12
mcdowall 12

micro 11
franses 11

employees 9
initiative 7

control 6
first 6

perspectiv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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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8 ‘09 ‘10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cord 1 evidence 2 convention 1 physical 2
development 1 poster 3 countries 1 adults 1

injury 1 device 3 developing 1 caregivers 1
involvement 1 people 2 disability 1 chronic 1

rehabilitation 1 cord 1 implement 1 impact 1
remote 1 injury 1 international 1 impairment 1
spinal 1 rehabilitation 1 national 1 informal 1

user 1 specific 1 persons 1 interventions 1
learning 1 spinal 1 responsibilities 1 poster 1
measure 1 sport 1 rights 1 review 1

outcomes 1 approach 1 aging 1 systematic 1
poster 1 assess 1 answers 1 autonomy 1

predisposition 1 bridging 1 global 1 cognition 1
professionals 1 costeffectiveness 1 health 1 data 1

project 1 economic 1 suitable 1 exploring 1
review 1 gap 1 home 1 improving 1

telemate 1 modeling 1 mobus 1
validating 1 pcase 1 patients 1

children 1 postmarketed 1 priliminary 1
complex 1 pragmatic 1 project 1
disability 1 using 1 randomised 1
‘07 developing 1 schizophrenia 1

연관단어 빈도 disability 1 study 1
device 3 match 1 adapting 1
poster 2 measure 1 function 1

assessment 1 students 1 item 1
dimensional 1 development 1 promis 1

predisposition 1 item 1 user 1
structure 1 mobility 1 administration 1
provision 1 outcomes 1 clinical 1

stroke 1 pool 1 cost 1
veterans 1 profile 1 demographic 1
cerebral 1 abandonment 1 device 1
children 1 article 1 disarticulation 1

family 1 continuance 1 domestic 1
impact 1 predicting 1 health 1

palsy 1 dementia 1 humeral 1
reliability 1 hands 1 individuals 1

scale 1 significant 1 low 1
young 1 application 1 poststroke 1
article 1 brain 1 prototype 1

〈부표 17〉 ‘assistive technology’ 제목 연도별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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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s 1 computer 1 provision 1
predicting 1 interface 1 tasks 1

invasive 1 unilateral 1
system 1 variation 1

veterans 1
community 1
integration 1
prescribing 1

promote 1
‘11 ‘12 ‘13 ‘14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people 3 system 3 impairment 2 child 1
home 2 control 2accommodations 1 decision 1

disabled 2 article 2 assessment 1 impairment 1
dementia 1 drive 2 audio 1 making 1
exploring 1 novel 2 curricula 1 neurologic 1

independent 1 tongue 2 delivering 1 severe 1
life 1 comparison 1 educational 1 shared 1

living 1 evaluation 1 potentials 1 acquisition 1
needs 1 existing 1 problems 1 cause 1

quality 1 methods 1 students 1 cross 1
regarding 1 based 1 visual 1 recommendation 1

save 1 derived 1 behaviors 1 sectional 1
assessing 1 developing 1 cerebral 1 survey 1

effectiveness 1 disability 1 children 1 care 1
health 1 gesture 1 choice 1 elderly 1
model 1 magnetic 1 communication 1 experiences 1

multidimensional 1 movements 1 palsy 1 professionals 1
temsed 1 neuro 1 promoting 1
adults 2 poster 1 severe 1

evaluation 2 recognition 1 three 1
older 2 signals 1 acquisition 1
cities 1 testing 1 cause 1

digital 1 uses 1 cross 1
elderly 1 vision 1recommendation 1

extending 1 caregivers 1 sectional 1
future 1 experimental 1 survey 1

eat 1 impact 1 impaired 1
empower 1 informal 1 mobile 1

food 1 study 1
grocery 1 user 1
prepare 1 disease 2

program 1 neuromuscular 2
shop 1 fun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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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 1 improve 1
educational 1 limb 1

uses 1 management 1
alzheimer's 1 occupational 1

disease 1 pediatric 1
experience 1 robotics 1

lusage 1 therapy 1
user 1 upper 1

habitat 1 mobility 1
handicap 1 progressive 1

laboratoire 1 bureaucratic 1
limoges 1 device 1

financing 1
germany 1
odyssey 1

provision 1
asterics 1

construction 1
flexible 1

set 1
design 1

development 1
quadriplegics 1

rapid 1
strategy 1

universalis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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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06~‘07 ‘08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disability 26 0.6731 rehabilitation 15 0.5985 people 29 0.7220 
rehabilitation 25 0.6726 research 13 0.4631 disability 23 0.6595 

training 24 0.6760 physical 8 0.6745 user 21 0.6356 
user 21 0.6738 device 7 0.5587 mobility 19 0.5801 

wheelchair 19 0.6739 system 7 0.5396 rehabilitation 17 0.6220 
service 18 0.6680 health 6 0.6473 device 16 0.6495 
people 18 0.6530 wheelchair 6 0.5637 environmental 16 0.6094 
access 16 0.6293 functionality 6 0.3289 physical 15 0.6221 

research 14 0.6217 function 6 0.3262 research 13 0.6014 
mobility 12 0.6445 ergonomics 6 0.3194 used 13 0.5923 

education 12 0.6114 life 5 0.7272 health 12 0.6414 
health 11 0.6259 medicine 5 0.5939 system 12 0.6397 

provide 10 0.6149 user 5 0.5566 access 12 0.5939 
new 10 0.5993 human 5 0.5507 community 12 0.5718 

learning 10 0.5830 important 5 0.5127 wheelchair 11 0.5995 
information 10 0.5742 lifestyle 5 0.4316 barriers 11 0.5533 
professionals 10 0.5729 preventive 5 0.4286 information 10 0.6038 

american 10 0.5712 context 5 0.4020 accessible 10 0.5941 
device 10 0.5498 issue 5 0.4017 living 10 0.5584 

engineering 9 0.6061 medical 4 0.6591 types 10 0.5264 
support 9 0.5920 practice 4 0.5687 activity 9 0.6094 
delivery 9 0.5908 impact 4 0.4775 medicine 9 0.5733 

communication 9 0.5832 mobility 4 0.4540 american 9 0.5639 
students 9 0.5764 october 4 0.4088 support 9 0.5550 

computer 9 0.5666 secondary 4 0.3745 researchers 8 0.6319 
educational 9 0.5609 causal 4 0.3680 based 8 0.6191 

used 8 0.6050 mechanisms 4 0.3680 care 8 0.6101 
university 8 0.5848 underlying 4 0.3680 related 8 0.6080 
programs 8 0.5837 extremity 4 0.3384 new 8 0.5864 

equipment 8 0.5834 upper 4 0.3384 life 8 0.5791 
independent 8 0.5776 long 4 0.3215 impairments 8 0.5781 

living 8 0.5514 term 4 0.3215 cognitive 8 0.5769 
centers 8 0.5401 complex 4 0.3189 design 8 0.5626 

based 7 0.5995 activity 4 0.3142 results 8 0.5498 
high 7 0.5989 stresses 4 0.3124 participation 8 0.5470 

community 7 0.5872 functioning 4 0.3039 including 8 0.5457 
include 7 0.5793 optimal 4 0.3039 help 8 0.5455 

physical 7 0.5718 understanding 4 0.2949 dementia 8 0.5449 
project 7 0.5665 disability 3 0.6534 available 8 0.5413 

north 7 0.5608 care 3 0.5696 impact 8 0.5402 
working 7 0.5606 specific 3 0.5538 aging 7 0.5879 

〈부표 18〉 ‘assistive technology’ 본문유형 연도별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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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7 0.5600 quality 3 0.5520 development 7 0.5855 
telemate 7 0.5588 useful 3 0.5517 social 7 0.5835 
available 7 0.5584 capacity 3 0.5490 control 7 0.5799 

course 7 0.5580 injuries 3 0.5490 reported 7 0.5739 
courses 7 0.5484 manual 3 0.5490 need 7 0.5626 

outcomes 7 0.5401 strain 3 0.5490 get 7 0.5597 
online 7 0.5341 cook 3 0.5481 supported 7 0.5550 

national 7 0.5333 hussey 3 0.5481 study 7 0.5417 
specific 6 0.6015 model 3 0.5481 copyright 7 0.5377 

‘09 ‘10 ‘11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disability 25 0.6165 disability 21 0.6651 disability 24 0.6829 
people 21 0.6040 rehabilitation 18 0.6218 device 18 0.6823 

development 18 0.6136 system 15 0.6951 people 16 0.6549 
research 16 0.6161 people 11 0.6514 user 15 0.6884 
cognitive 16 0.6101 used 11 0.6212 research 15 0.6257 

device 16 0.6064 care 10 0.6439 system 12 0.6721 
available 15 0.6029 home 9 0.6430 disabled 12 0.6491 

rehabilitation 15 0.5465 health 9 0.6249 service 12 0.6419 
health 14 0.6367 individuals 9 0.5998 need 12 0.6195 
home 14 0.6012 device 8 0.5993 multiple 12 0.6099 

disabled 14 0.5600 using 8 0.5438 lancioni 12 0.6036 
persons 12 0.6034 available 7 0.6199 computer 11 0.6373 
system 12 0.5962 physical 7 0.6172 home 11 0.6297 

international 11 0.5995 access 7 0.6094 rehabilitation 11 0.6196 
elderly 11 0.5807 research 7 0.5774 persons 11 0.6059 

countries 11 0.5555 medical 6 0.6445 communication 10 0.6457 
provide 11 0.5327 community 6 0.6020 access 9 0.6147 

crpd 11 0.5055 children 6 0.5998 pervasive 9 0.6028 
human 10 0.6086 new 6 0.5979 physical 9 0.6026 
service 10 0.5676 persons 6 0.5788 reilly 9 0.5938 
needs 10 0.5527 development 6 0.5212 available 8 0.6114 

impairments 9 0.5978 staff 5 0.6266 based 8 0.5972 
used 9 0.5576 education 5 0.6188 environment 7 0.6242 

individuals 8 0.5758 two 5 0.6042 information 7 0.6191 
access 8 0.5625 level 5 0.5981 help 7 0.5871 

developing 8 0.5608 current 5 0.5593 sigafoos 7 0.5754 
user 8 0.5418 study 5 0.5590 life 7 0.5718 

resources 8 0.5383 activities 5 0.5582 post 7 0.5627 
studies 7 0.6258 doi 5 0.5315 motor 7 0.5597 

doi 7 0.5864 youth 5 0.5056 journal 7 0.5407 
rights 7 0.5799 commercial 5 0.4652 wheelchair 7 0.5367 
using 7 0.5704 computer 5 0.4353 stimulus 7 0.5334 
living 7 0.5659 work 4 0.5976 person 6 0.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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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7 0.5613 needs 4 0.5940 design 6 0.5907 
important 7 0.5399 service 4 0.5938 interfaces 6 0.5885 

older 7 0.5152 case 4 0.5904 living 6 0.5885 
computer 7 0.5005 dementia 4 0.5857 digital 6 0.5864 

show 6 0.5873 learning 4 0.5769 elderly 6 0.5855 
income 6 0.5811 integrated 4 0.5733 state 6 0.5842 

education 6 0.5661 rights 4 0.5720 needs 6 0.5822 
factors 6 0.5644 evaluation 4 0.5634 health 6 0.5795 

assistance 6 0.5640 special 4 0.5626 independent 6 0.5788 
article 6 0.5639 transportation 4 0.5559 data 6 0.5768 

help 6 0.5595 journal 4 0.5551 education 6 0.5708 
community 6 0.5544 monitoring 4 0.5546 evaluation 6 0.5682 
associated 6 0.5518 human 4 0.5491 singh 6 0.5586 
wheelchair 6 0.5501 developmental 4 0.5479 injury 6 0.5582 

institute 6 0.5455 provide 4 0.5436 developmental 6 0.5572 
enabling 6 0.5450 early 4 0.5366 online 6 0.5572 
technical 6 0.5447 aware 4 0.5334 programs 6 0.5561 

‘12 ‘13 ‘14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disability 29 0.6287 disability 107 0.6638 care 43 0.6743 
people 27 0.6482 rehabilitation 76 0.6260 disability 42 0.6648 
device 25 0.6349 research 62 0.6585 device 38 0.6281 

provision 24 0.6011 device 59 0.6497 user 28 0.6592 
patients 20 0.6173 people 43 0.6466 people 22 0.6415 

dmd 19 0.5881 persons 43 0.5896 new 20 0.6300 
system 18 0.6687 based 42 0.6269 using 19 0.6466 

rehabilitation 18 0.6006 multiple 41 0.5877 professionals 19 0.5519 
needs 16 0.6179 journal 39 0.6169 health 18 0.6453 

financing 16 0.5651 individuals 38 0.5808 system 18 0.6354 
based 14 0.6548 system 37 0.6672 service 17 0.6343 

persons 14 0.6304 communication 36 0.6072 study 16 0.6160 
atds 14 0.5918 new 34 0.6260 older 16 0.6142 

design 14 0.5834 severe 34 0.5780 used 16 0.6132 
problems 14 0.5752 user 33 0.6278 social 15 0.6180 

application 14 0.5717 computer 33 0.6112 adults 15 0.5928 
study 13 0.5961 review 33 0.5905 elderly 15 0.5461 

multiple 13 0.5930 patients 30 0.5888 based 14 0.6189 
care 13 0.5897 reilly 29 0.5727 persons 14 0.6000 
cost 13 0.5722 developmental 29 0.5498 rehabilitation 14 0.5945 
user 13 0.5628 physical 28 0.6071 individuals 14 0.5933 

funds 13 0.5490 lancioni 28 0.5689 information 14 0.5890 
sickness 13 0.5490 social 27 0.6102 aging 14 0.5745 

computer 12 0.5669 cognitive 27 0.5655 children 13 0.6121 
medical 12 0.5604 sigafoos 26 0.5601 physical 12 0.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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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11 0.5958 motor 26 0.5527 important 12 0.5319 
process 11 0.5683 mobile 25 0.5587 participation 11 0.6085 
access 11 0.5646 access 24 0.5854 wheelchair 11 0.5920 
health 10 0.5880 study 23 0.5897 life 11 0.5748 

children 10 0.5813 brain 23 0.5825 work 11 0.5651 
time 10 0.5654 development 23 0.5717 mobility 11 0.5610 

providers 10 0.5613 service 23 0.5682 living 11 0.5604 
atd 10 0.5531 care 22 0.5940 support 11 0.5545 

complex 10 0.5449 two 22 0.5826 computer 10 0.6143 
communication 10 0.5433 life 22 0.5825 activities 10 0.5884 

germany 9 0.6046 children 22 0.5606 research 10 0.5849 
service 9 0.5777 needs 21 0.5963 home 10 0.5831 
social 9 0.5725 special 21 0.5900 robotics 10 0.5627 

quality 9 0.5710 profound 21 0.5536 development 10 0.5546 
first 9 0.5696 singh 21 0.5431 including 9 0.5996 

international 9 0.5649 self 20 0.5967 interaction 9 0.5911 
proceedings 9 0.5644 education 20 0.5911 specific 9 0.5904 

physical 9 0.5624 quality 20 0.5843 different 9 0.5804 
associated 9 0.5531 older 20 0.5812 improve 9 0.5666 

mobility 9 0.5527 participants 19 0.5919 needs 9 0.5588 
control 8 0.6051 speech 19 0.5725 assist 9 0.5572 

provided 8 0.5911 studies 19 0.5648 impairment 8 0.5913 
case 8 0.5818 design 19 0.5633 human 8 0.5887 

support 8 0.5808 york 19 0.5552 studies 8 0.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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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08 ‘09 ‘10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system 7 environmental 16 disabled 14 children 6
function 6 barriers 11 home 14 activities 5

ergonomics 6 accessible 10 persons 12 current 5
functionality 6 types 10 international 11 level 5

important 5 cognitive 8 elderly 11 staff 5
issue 5 design 8 countries 11 two 5

life 5 help 8 crpd 11 commercial 5
lifestyle 5 impairments 8 needs 10 youth 5

medicine 5 including 8 developing 8 aware 4
context 5 participation 8 individuals 8 case 4
human 5 related 8 resources 8 developmental 4

preventive 5 researchers 8 doi 7 early 4
complex 4 results 8 motor 7 evaluation 4

impact 4 dementia 8 older 7 special 4
long 4 control 7 rights 7 transportation 4

medical 4 copyright 7 studies 7 work 4
october 4 development 7 using 7 monitoring 4
practice 4 get 7 article 6 integrated 4

term 4 need 7 assistance 6 journal 4
understanding 4 reported 7 associated 6

activity 4 social 7 enabling 6
causal 4 study 7 factors 6

extremity 4 supported 7 institute 6
functioning 4 aging 7 show 6

mechanisms 4 　 　 technical 6
optimal 4 　 　 income 6

secondary 4 　 　 　 　
stresses 4 　 　 　 　

underlying 4 　 　 　 　
upper 4 　 　 　 　

care 3 　 　 　 　
manual 3 　 　 　 　
model 3 　 　 　 　
quality 3 　 　 　 　
useful 3 　 　 　 　

capacity 3 　 　 　 　

cook 3 　 　 　 　

hussey 3 　 　 　 　

injuries 3 　 　 　 　

strain 3 　 　 　 　 　 　

〈부표 19〉 ‘assistive technology’ 본문유형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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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14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multiple 12 provision 24 severe 34 adults 15
lancioni 12 patients 20 review 33 robotics 10

pervasive 9 dmd 19 mobile 25 assist 9
reilly 9 financing 16 brain 23 different 9

environment 7 application 14 profound 21 improve 9
post 7 atds 14 self 20 interaction 9

sigafoos 7 problems 14 participants 19 impairment 8
stimulus 7 cost 13 speech 19 　

data 6 funds 13 york 19 　
digital 6 sickness 13 m.f 19 　
injury 6 process 11 　 　

interfaces 6 providers 10 　 　
person 6 time 10 　 　

state 6 atd 10 　 　
singh 6 first 9 　 　

　 　 germany 9 　 　
　 　 proceedings 9 　 　
　 　 provide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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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06~‘07 ‘08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training 9 0.5432 research 9 0.6601 people 18 0.6701 
research 9 0.5100 activity 8 0.7334 mobility 18 0.5947 

education 8 0.5472 sports 6 0.6048 user 11 0.5582 
learning 8 0.5165 rehabilitation 6 0.5994 device 9 0.6055 

user 8 0.4614 system 5 0.6941 including 8 0.6183 
device 8 0.4568 model 5 0.6343 environmental 8 0.6073 
access 8 0.4538 daily 5 0.6025 disabilities 8 0.5830 

children 7 0.4996 wheelchair 5 0.6011 environment 8 0.5704 
disabilities 7 0.4960 functioning 5 0.5876 life 8 0.5532 
outcomes 7 0.4534 ergonomics 5 0.5826 clinical 8 0.5456 

ms 6 0.5062 function 5 0.5782 research 7 0.5417 
e- 6 0.4997 health 5 0.5522 barriers 7 0.5002 

people 6 0.4742 support 4 0.6836 control 6 0.5784 
disability 6 0.4482 functionality 4 0.6232 used 6 0.5685 

health 5 0.4730 lifestyle 4 0.5893 home 6 0.5594 
project 5 0.4623 important 4 0.5793 activity 6 0.5491 

students 5 0.4384 mechanisms 4 0.5754 cognitive 6 0.5211 
information 4 0.5209 user 4 0.5473 design 6 0.5195 

care 4 0.5082 understanding 4 0.5277 information 6 0.4923 
pro 4 0.4975 based 4 0.5020 related 5 0.6016 

introduction 4 0.4776 human 4 0.4971 development 5 0.5773 
engineering 4 0.4593 capacity 4 0.4735 motor 5 0.5365 

home 4 0.4428 mobility 4 0.4438 quality 5 0.5307 
multidisciplinary 4 0.4296 better 3 0.6642 dementia 5 0.5291 

services 4 0.4177 useful 3 0.6251 built 5 0.5266 
complex 4 0.4103 work 3 0.6232 accessible 5 0.5064 
student 4 0.3978 field 3 0.6025 impact 5 0.4993 

new 4 0.3977 life 3 0.5760 rehabilitation 5 0.4793 
adults 4 0.3598 functional 3 0.5756 types 5 0.4782 

products 4 0.3283 adl 3 0.5738 wheelchair 5 0.4638 
computer 3 0.5000 issue 3 0.5599 results 4 0.5743 

work 3 0.4914 restoration 3 0.5583 different 4 0.5683 
alternative 3 0.4747 tion 3 0.5475 impairments 4 0.5470 

augmentative 3 0.4747 active 3 0.5455 robotic 4 0.5365 
concerning 3 0.4730 today 3 0.5455 strategies 4 0.5342 
communication 3 0.4697 upper 3 0.5455 community 4 0.5319 

disabled 3 0.4658 term 3 0.5433 computer 4 0.5293 
cerebral 3 0.4626 haat 3 0.5145 significant 4 0.5280 

palsy 3 0.4626 context 3 0.5133 i/dd 4 0.5254 
therapists 3 0.4497 optimal 3 0.5020 brain 4 0.5181 

tion 3 0.4456 practice 3 0.3926 interventions 4 0.5140 

〈부표 20〉 ‘assistive technology’ 첨부파일 연도별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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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3 0.4425 performance 2 0.6559 future 4 0.5108 
mobility 3 0.4421 dis 2 0.6293 interfaces 4 0.5102 
service 3 0.4403 enhance 2 0.6149 person 4 0.5089 

framework 3 0.4303 causal 2 0.5693 study 4 0.5053 
educational 3 0.4277 underlying 2 0.5693 based 4 0.5011 

mental 3 0.4277 com 2 0.5632 system 4 0.4977 
ability 3 0.4225 manual 2 0.5427 need 4 0.4913 

medical 3 0.4223 secondary 2 0.5427 engineering 4 0.4896 
professionals 3 0.4220 preventive 2 0.5411 case 3 0.5768 

‘09 ‘10 ‘11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disabilities 19 0.6256 disabilities 18 0.6277 disabilities 16 0.6226 

people 16 0.6089 rehabilitation 13 0.6390 device 11 0.6190 
countries 16 0.5635 used 10 0.6242 persons 10 0.6051 
research 11 0.5779 device 9 0.6308 disabled 9 0.6037 

development 11 0.5737 user 8 0.6206 reilly 9 0.5869 
crpd 11 0.5443 people 8 0.6088 home 9 0.5560 

developing 11 0.5430 software 8 0.5471 people 8 0.6250 
device 10 0.5766 using 7 0.6331 multiple 8 0.5240 

persons 10 0.5592 system 6 0.6153 pervasive 8 0.5066 
international 9 0.5314 individuals 6 0.5984 environments 8 0.4624 

available 8 0.5649 access 6 0.5503 sigafoos 7 0.5702 
access 8 0.5609 persons 6 0.5312 elderly 7 0.5607 

provide 8 0.5375 disability 6 0.4685 using 7 0.5600 
user 6 0.5442 research 5 0.6424 related 7 0.4137 

needs 6 0.5432 home 5 0.6208 help 6 0.6112 
low 6 0.5419 study 5 0.6039 lancioni 6 0.5775 

older 6 0.5348 mouse 5 0.5737 extending 6 0.5410 
provision 6 0.5230 additional 5 0.5460 journal 6 0.4672 

accessibility 5 0.5463 choices 5 0.5460 singh 5 0.5592 
homes 5 0.5365 robot 5 0.5227 access 5 0.5518 
living 5 0.5043 activity 5 0.5192 rehabilitation 5 0.5432 

services 5 0.5013 development 4 0.6289 stimulus 5 0.5382 
income 5 0.4915 new 4 0.5879 research 5 0.5190 

disability 5 0.4825 team 4 0.5839 environmental 5 0.5085 
resources 5 0.4803 early 4 0.5831 program 5 0.5060 

cooperation 5 0.4678 play 4 0.5707 conference 5 0.2789 
associated 4 0.5659 studies 4 0.5698 international 5 0.2789 
conditions 4 0.5569 personal 4 0.5666 develop 4 0.5755 

health 4 0.5533 members 4 0.5653 human 4 0.5743 
help 4 0.5445 information 4 0.5639 responses 4 0.5673 

ordable 4 0.5369 design 4 0.5630 motor 4 0.5434 
individuals 4 0.5363 low 4 0.5570 living 4 0.5345 

environmental 4 0.5294 part 4 0.5481 stimuli 4 0.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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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4 0.5291 current 4 0.5468 user 4 0.5222 
providing 4 0.5235 provide 4 0.5460 computer 4 0.5215 

institute 4 0.5202 computer 4 0.5422 based 4 0.5100 
improving 4 0.5180 shih 4 0.5405 example 4 0.5065 

appropriate 4 0.5165 community 4 0.5403 coma 4 0.4964 
lack 4 0.5155 services 4 0.5371 post 4 0.4964 

quality 4 0.5106 children 4 0.5218 digital 4 0.4614 
community 4 0.5094 providing 4 0.5007 food 4 0.4571 

aids 4 0.5074 applications 4 0.4859 disability 4 0.4569 
additional 4 0.5040 care 3 0.6010 proceedings 4 0.3734 

needed 4 0.5006 injuries 3 0.5896 include 3 0.5611 
product 4 0.4997 self 3 0.5884 including 3 0.5611 
improve 4 0.4968 mobility 3 0.5876 extension 3 0.5544 

implement 4 0.4799 data 3 0.5866 way 3 0.5527 
disabled 4 0.4761 control 3 0.5855 information 3 0.5523 

adults 4 0.4700 hand 3 0.5855 communication 3 0.5499 
national 4 0.4621 increased 3 0.5837 system 3 0.5391 

‘12 ‘13 ‘14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단어 빈도 중심성
people 24 0.6639 disabilities 42 0.5845 care 44 0.6279 
device 24 0.6341 rehabilitation 41 0.5194 device 32 0.6152 

user 20 0.6549 disability 36 0.4729 disabilities 30 0.5957 
design 14 0.6304 device 29 0.5865 user 23 0.6120 

disabilities 14 0.5713 multiple 26 0.5596 elderly 21 0.5888 
provision 13 0.5047 people 25 0.6384 professionals 19 0.5311 

needs 12 0.6071 patients 19 0.5239 disability 15 0.5475 
computer 11 0.5484 reilly 18 0.5175 new 14 0.5833 

nancing 11 0.4835 sigafoos 18 0.5165 people 14 0.5773 
system 10 0.5692 children 17 0.5112 using 14 0.5063 

disabled 9 0.5797 severe 17 0.4886 used 13 0.5655 
time 9 0.5625 research 16 0.6159 work 12 0.5572 

process 9 0.5596 profound 16 0.4739 information 12 0.5498 
used 9 0.5530 new 15 0.5214 technol 10 0.5780 

persons 9 0.5280 individuals 15 0.4901 needs 10 0.5500 
multiple 9 0.5267 travel 14 0.5028 support 10 0.5234 

application 9 0.5173 based 13 0.5567 social 9 0.5430 
cost 8 0.5864 singh 13 0.5092 based 9 0.5239 

communication 8 0.5315 needs 12 0.5870 aging 9 0.5129 
patients 8 0.5070 social 12 0.5675 individuals 9 0.5109 
mobility 8 0.5062 older 12 0.5550 study 9 0.5108 

based 7 0.5713 computer 12 0.5362 important 9 0.5059 
rapid 7 0.5187 participants 11 0.5976 experiences 9 0.4902 

assistance 7 0.5153 system 11 0.5785 development 8 0.5490 
products 6 0.5895 living 11 0.5415 kollak 8 0.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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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6 0.5635 communication 11 0.5407 older 8 0.5316 
life 6 0.5593 speech 11 0.5387 robotics 8 0.5185 

care 6 0.5539 review 11 0.5182 children 8 0.5126 
access 6 0.5443 service 11 0.4597 rehabilitation 8 0.4823 

development 6 0.5425 interventions 11 0.3799 health 7 0.5649 
associated 6 0.5395 care 10 0.5450 forecast 7 0.5304 

social 6 0.5385 impairments 10 0.5424 soc 7 0.5304 
quality 6 0.5327 special 10 0.5082 living 7 0.5210 

international 6 0.5219 study 10 0.5046 access 7 0.5205 
areas 6 0.5194 systematic 10 0.4237 tools 7 0.5199 

number 6 0.5089 cognitive 10 0.4233 accessibility 7 0.5198 
accessibility 6 0.5055 right 10 0.0000 technological 7 0.5186 

als 6 0.5045 physical 9 0.4963 daily 7 0.5040 
software 6 0.4899 personal 9 0.4914 benefits 7 0.4896 

results 6 0.4827 persons 9 0.4851 staff 7 0.4823 
severe 6 0.4738 education 9 0.4845 activity 6 0.5595 

rehabilitation 6 0.4668 factors 9 0.4553 process 6 0.5379 
universal 5 0.5740 analysis 8 0.5771 home 6 0.5347 

health 5 0.5687 user 8 0.5558 sources 6 0.5325 
impairments 5 0.5521 usability 8 0.4959 reported 6 0.5301 

services 5 0.5413 being 8 0.4453 adults 6 0.5239 
low 5 0.5386 relationship 8 0.3715 focus 6 0.5163 

children 5 0.5370 used 7 0.5432 persons 6 0.5092 
using 5 0.5322 improve 7 0.5294 national 6 0.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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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08 ‘09 ‘10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activity 8 including 8 countries 16 software 8
rehabilitation 6 clinical 8 developing 11 using 7

sports 6 environment 8 crpd 11 choices 5
function 5 environmental 8 persons 10 mouse 5

model 5 barriers 7 international 9 robot 5
system 5 control 6 provide 8 current 4

wheelchair 5 design 6 available 8 early 4
daily 5 used 6 low 6 studies 4

ergonomics 5 cognitive 6 needs 6 team 4
functioning 5 accessible 5 provision 6 part 4

based 4 built 5 older 6 personal 4
support 4 development 5 accessibility 5 applications 4

understanding 4 impact 5 living 5 members 4
capacity 4 quality 5 homes 5 shih 4

functionality 4 related 5 cooperation 5 play 4
human 4 motor 5 income 5 self 3

important 4 dementia 5 resources 5 data 3
lifestyle 4 types 5 appropriate 4 increased 3

mechanisms 4 community 4 associated 4 hand 3
field 3 different 4 improve 4 injuries 3

practice 3 future 4 individuals 4
active 3 interventions 4 institute 4

adl 3 need 4 lack 4
better 3 significant 4 national 4

context 3 strategies 4 providing 4
functional 3 study 4 systems 4

haat 3 person 4 additional 4
issue 3 brain 4 aids 4

optimal 3 i/dd 4 conditions 4
restoration 3 impairments 4 help 4

term 3 interfaces 4 improving 4
today 3 results 4 implement 4
upper 3 robotic 4 needed 4
useful 3 case 3 ordable 4

com 2 　 　 product 4
manual 2 　 　 　 　
causal 2 　 　 　 　

dis 2 　 　 　 　
enhance 2 　 　 　 　

performance 2 　 　 　 　
preventive 2

〈부표 21〉 ‘assistive technology’ 첨부파일 연도별 신규 연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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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2
underlying 2 　 　 　 　 　 　

‘11 ‘12 ‘13 ‘14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연관단어 빈도

reilly 9 nancing 11 profound 16 technol 10
environments 8 application 9 travel 14 experiences 9

multiple 8 process 9 review 11 aging 9
pervasive 8 time 9 speech 11 robotics 8

elderly 7 patients 8 participants 11 kollak 8
sigafoos 7 cost 8 systematic 10 benefits 7
journal 6 assistance 7 right 10 tools 7

extending 6 rapid 7 special 10 staff 7
lancioni 6 als 6 physical 9 technological 7

conference 5 number 6 factors 9 forecast 7
program 5 social 6 analysis 8 soc 7

singh 5 areas 6 being 8 reported 6
stimulus 5 severe 6 usability 8 sources 6
develop 4 universal 5 relationship 8 focus 6

digital 4 　 　
proceedings 4 　 　

example 4 　 　
coma 4 　 　
food 4 　 　
post 4 　 　

responses 4 　 　
stimuli 4 　 　
include 3 　 　

way 3 　 　
extens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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