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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노인을 위한 신체활동 및 스마트 헬스 케어분야의 경향과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을 통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2006년부터 2017년 현재 시점까지의 논문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학술지논문을 
분석자료로 선정하였으며,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자료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노인, 신체활동, IT, IoT, 헬스케어
를 조합하여 검색어로 설정하여 관련주제와 부합된 자료를 추출한 결과 총 102편의 학술논문과 79개의 특허를 대상으로 
범주화 및 주제 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첫째, 학술논문의 경우 2006년을 시작으로 2010년 연구가 급증하였
으며, 2017년 현재까지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 영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허의 경우 2012년을 기점으로 특허등록수가 급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술논문의 경우 5가지 연구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디자인, 모니터링 시스템, 
시스템, 정책, 기타연구로 분류되었다. 특허의 경우 3가지 형태로 시스템, 기기, 정보 관련 특허로 분류되었다. 후속연구에
서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 케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노인, 신체활동, 스마트 헬스 케어, 경향분석
Abstract  The study conducted a systematic analysis through systematic literature to explore trends in physical 
activities and trends in the elderly and smart health care sector. Based on the research data collected from 
2006 to 2017, the research paper was selected as an analysis data base and collected data from the patented 
patent data registered to the Patent Office. Based on the combination of the aged, physical activities, IT, IoT, 
and healthcare, the research identified the research trends and subjects through the analysis and analysis of 
subjects based on a total of 102 academic journals and 79 patents. First of all, the academic research published 
a surge in 2010 research in 2006, and it has emerged as an area of continuous interest in academia until 2017. 
Meanwhile, patents for patents soared in 2012, according to the company`s patent. Second, research shows that 
studies are being conducted in five areas of research. Service design, monitoring systems, systems, policies, and 
other studies. In the case of patents, three types of patents were classified as patents, devices and information 
related to information. Subsequent studies will be deemed necessary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smart 
health care technology to enhance the health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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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다. 65세 이상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넘어 2045

년 1,818만 명(35.6%)에 이를전망이며, 이는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고령인구에진입하는 2020년부터 2030

년까지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적으로 8.8% 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지속적인 고령인구의 증가는 개인적 차원, 심리적 차

원, 사회적차원에서문제로나타나고있다. 개인적차원

에서노인들은체력저하, 건강악화, 노화 관련질병의발

생, 심리적 차원에서 소외, 우울, 고독감, 사회적 차원에

서 빈곤, 학대, 의료비 증가 등과 같은다양한 문제에 직

면하게 된다.

특히 노인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 노

인 의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5.6%에 이르며,

2060년 건강보험재정적자가 132조원에이를것으로추

정했다[2]. 이처럼노인의료비지원에대한한계가나타

나면서 질병 치료에 목적을 두었던 정부의 정책들이 운

동과 신체활동의 촉진을 통한 예방차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생활체육 참가기간이 길수록 의료비 지

출이 적고, 생활체육 비참가 노인이 생활체육 참가 노인

보다 2.3배의 의료비를 더 지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 체육활동에 1불을 투자하면 의료비 3불의 절감효과

가 있어[4] 노인의 생활체육 참가는 의료비 절감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노인의 신체적 여가활동은 우

울증 완화[5], 고독감 완화[6]. 인간소외감의 완화[7], 노

인의 생활스트레스와우울의완화[8]등 노인의신체활동

은 심리적 문제를 완화, 의료비 절감 등 노인들의 신체

활동참가를통해고령사회의문제를완화시킬수있음

을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9]에 의하면 60-69세의운동참여율은

54.2%, 70세 이상의 운동참여율은 49.5% 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절반가량은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낮은 수준

의 신체활동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활동에

소극적인 노인들을 활동적인 신체활동으로 유입시켜 신

체활동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신체활동을

동기화, 증진시키는데있어테크놀로지사용의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노인들의 활동량 모니터링을 위한 만보

계, 가속도계 등의 사용은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

도록하며, 신체활동에대한인지적정보를제공하고, 잠

재적으로신체적활동을증가시키는유용한도구이다[10,

11]. 또한 비디오 게임은 노인들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

적측면의건강에기여[12]를 한다. 이처럼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는데 대안적 도구의 사용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긍정적인영향[13]을미치고있다. 하지만새로운

기술의접목은노인들의이용가능성을제한시키기도한

다. 노인들은어플리케이션, 웨어러블기기, IT관련기기,

IoT 기기 등에 대한 친숙도가 매우 떨어지며, 이를 구동

하고 실현시키는데 있어 제한이 있다.

실례로 2014년 1월 InsideWearables 보고서에의하면

웨어러블기기를 55-64세는 16%, 65세 이상에서는 7%가

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14]. 이처럼새로운기술이접

목된 기기의 착용과 구동은 노인들에게 매우 생소하며,

실제로 사용하기에 힘든 것이 현실이다. 노인의 신체활

동및건강개선을위한기술의발전에주력해오는동안

실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미흡했었다. 따라서 건강 상태

의 측정, 진단, 관리, 신체활동 처방 등이 복합적으로 가

능한스마트헬스케어관련기술의활용을위해노인들

에게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분야에대한연구및기술동향분석은향후연

구의방향과기술향상을위해매우중요한기초연구이다.

최근 인공지능[15], 생체 바이오 시스템[16] 분야에서 이

루어지고있으며, 각분야의연구및기술동향분석을통

해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에본연구에서는신체활동및스마트헬스케어관

련 연구경향, 기술의 수준을 파악하고 나아가 노인에게

적용가능한방안에대한모색을하고자한다. 이를통해

노인의신체활동및헬스케어에분야의기초자료를제공

하고 노인에게 적용 가능한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분야

에 대한 융 복합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노인을 위한 신체활동 및 스마트 헬스 케어분야의 경

향과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을위한시간적범위는 IT, IoT, 헬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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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과같은연구의범주가 2006년 이후이루어지고있

어 2006년부터 2017년 현재시점까지의자료로한정하였

다. 둘째, 자료수집의공간적범위는국내연구자료를중

심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이중 학위논문과 학술지가 중

복된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제외하고 학술지논문을 분석

자료로선정하였으며, 특허청에등록된특허자료를중심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자료는 인터넷을 활용하

여 교육과학기술부 출연기관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한

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과 (주)한국학술정보

(kiss.kstudy.com)의 학위논문및 학술지에수록된 자료와

특허청(www.kipo.go.kr)의 키프리스(www.kipris.or.kr)

의 검색엔진을통해자료를수집하였다. 넷째, 검색어는

노인, 신체활동, IT, IoT, 헬스케어를 조합하여 검색하였

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은 총 115편이 검색되었으며, 관련 특허는 181개의 특허

가 검색되었다. 이 중 관련주제와 부합되지 않는 자료는

제외하고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추출한 결과 총

102편의 학술논문과 79개의 특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따라 102편의논문과 79개의특허자료를중심으

로 범주화 및 주제 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도별 논문 및 특허 추이 분석
본 연구는 노인의 신체활동과 스마트 헬스 케어 관련

기술의 연구동향 및 특허 현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연도별로 키워드를

통해 자료를 검색하여 관련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추출

된자료를중심으로전반적인경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1>, <Table 2>와 같다.

우선,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

면, 2006년 2편의논문을시작으로지속적으로연구가이

루어지다 2010년에 급격하게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의 스마트 헬스 케어 관련 분야의 연구들은 2000년

대 후반부터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

부 등 정부의 관계 부처가 u-health 기술, 컨텐츠 개발,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전반으로 확대되

기 시작하였다[17].

즉 2010년 이후 노인의 헬스 케어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2016년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

되었으며,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의 신체활동,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학문의 양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Year Number of articles Rate(%)
2006 2 2.0
2007 8 7.8
2008 9 8.8
2009 4 3.9
2010 10 9.8
2011 8 7.8
2012 9 8.8
2013 3 2.9
2014 13 12.7
2015 11 10.8
2016 19 18.6
2017 6 5.9
Total 102 100

<Table 1> Articles by Each Year

Year Number of patent Rate(%)
2006 - -
2007 1 1.3
2008 1 1.3
2009 8 10.1
2010 4 5.1
2011 4 5.1
2012 13 16.5
2013 13 16.5
2014 6 7.6
2015 6 7.6
2016 10 12.7
2017 13 16.5
Total 79 100

<Table 2> Patents by Each Year

다음으로특허등록의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 2007년

처음특허등록을시작으로꾸준히특허등록수가증가하

고있다. 2012년에노인의신체활동, 헬스케어에관한특

허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

이며, 2017년 13개의 특허가 등록되었다. 이는 학계에서

연구가활발히시작된 2010년보다 2년늦게특허등록수

가 많아지는 것으로 실용화 단계가 학계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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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제별 논문 및 특허 분석
노인의 신체활동과 스마트 헬스 케어 관련 기술의 연

구동향 및 특허 현황이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키워

드를 통해 자료를 검색하여 관련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논문의 주제별 범주 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Table 3>과 같다.

Theme Number of articles Rate(%)
Service design 34 33.3
Monitoring system 18 17.6

System 31 30.4
Policy 7 6.9
Etc 12 11.8
Total 102 100

<Table 3> Theme of articles

우선,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주제에 대한 주제

별 영역은 크게 5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각 형태에 따른

연구형태를조작적으로정의해보면, 첫째로, 서비스디자

인은헬스케어와 IT기술이융합된형태이다. 구체적으로

도시공간, 주거공간에서의헬스케어와관련된 IT 기술의

접목, 노인의라이프 케어를 위한 IT기기의디자인등과

관련된연구로헬스케어와서비스디자인의접목된연구

이다. 둘째로,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화된서비스의모델을제시하는연구로서노인의건강상

태, 보행상태, 위급상황등을인지하는모니터링관련시

스템 연구이다. 셋째로, 시스템은 IT기술을 기반으로 IT

기술이구현될수있도록연결되는프로토콜과알고리즘

을 갖추는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표준기술 및 기술설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연구형태로 헬스케어의 필수적인

구현을 위한 연구를 의미한다. 넷째로, 정책은 헬스케어

분야의 전체적인 발전방안, 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련된

연구영역을말하며, 기타연구형태는시스템과관련된효

과성분석이나 서비스 등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조사

및스마트헬스케어사용노인을중심으로한실증적분

석형태의 연구형태를 말한다.

다음으로노인, 헬스케어등과관련키워드를통해자

료를 검색하여 특허 관련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자료를중심으로특허의주제별범주분석을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heme Number of articles Rate(%)
System 35 44.3
Equipment 38 48.1
Information 6 7.6
Total 79 100

<Table 4> Theme of patents

국내특허를중심으로주제별영역은크게 3가지형태

로 나타났다. 각 형태에 따른 특허를 살펴보면, 첫째로,

시스템 관련 특허이다. 이는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이

나헬스케어시스템, 생체신호/진단 모니터링, 각종인체

측정, 위치정보 및 의료영상통신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

는 특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둘째로, 진단, 측정, 헬

스케어 기기 관련 특허이다. 즉 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측정 장치로 손목형, 신발형, 휴대용, 만보계 등

과 보조 로봇, 재활 운동 장치 등의 신체보조 기기 등의

다양한 형태의 기기관련 특허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스마트 마사지 방법,

위치 정보, 의료정보제안 등의 정보와 관련된 특허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노인을 위한 신체활동 및 스마트 헬스 케어분야의 경

향을분석하기위해 2006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의학술

논문및특허를분석하였다. 이를토대로다음과같이논

의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학술논문및특허는 2010년 이후증가되

는추세이다. 모바일, 웨어러블기기를통한환자지원시

스템에관한연구들은지속적으로진행[18, 19]되고있다.

이는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모바일 기기를 통한 건강관

리가급격하고파급된결과[20]로볼수있다. 하지만 스

마트 헬스 케어의 개념이 소개되고, 연구되어진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스마트 헬스 케어의 상용화를 위한

관계부처의 협력,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급성장되지 못

하고있는것이다. 특히노인의건강증진을위한스마트

헬스케어는 식이영양관리, 운동관리, 의료 질환 관리 등

의다양한서비스영역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관련제

도에 대한 유기적 협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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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 , 식품산업진흥법 , 공중위생관리법 , 의료

법 , 의료기기법 등에 의거하여 관리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21, 22, 23].

둘째, 학술논문 및 특허의 주제별 분석은 한국표준협

회[15]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마트 헬스 분야의 5대 기술

군(모바일헬스, 개인건강기록, 전자건강기록, 바이오헬

스, 스마트 헬스데이터)에 포함되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분야는노인들의건강생활활

동지표, 건강정보 수집 등을 통한 서비스로 제공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 및 스마트 기기 등에 대한 친

숙도가 부족한 노인들이 구동하기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신체활동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 방법, 프로그

램 등에 관한 연구 및 특허 출원은 미흡한 수준이다. 즉

노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의 디자인적인

측면의 개발이 요구되며, 신체활동 및 운동에 대한 서비

스를제공하기위한개인의건강수준을고려한운동플

랫폼에 관한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5. 결론
이연구는노인을위한신체활동및스마트헬스케어

분야의 경향과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체계적 문

헌고찰을통해 메타분석을실시하였다. 2006년부터 2017

년 현재 시점까지의 논문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학술지논문을 분석자료로 선정하였으며, 특허청에 등록

된 특허자료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노인, 신체

활동, IT, IoT, 헬스케어를 조합하여 검색어로 설정하여

관련주제와부합된자료를추출한결과총 102편의학술

논문과 79개의 특허를 대상으로 범주화 및 주제 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첫째, 학술논문의 경우 2006년을 시작으로 2010년 연

구가 급증하였으며, 2017년 현재까지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 영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허의 경우 2012년을 기

점으로 특허등록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술논문의경우 5가지연구영역에서연구가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디자인, 모니터

링시스템, 시스템, 정책, 기타연구로분류되었다. 특허의

경우 3가지형태로시스템, 기기, 정보 관련특허로분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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