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specific technical measures and case models to meet the needs of caregivers

and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senior care facilities by utilizing Wellness IT Service. IT services for supporting

elderly care need to go beyond productivity and efficiency and now require the new choice and standards to satisfy

the Wellness concept of well-being and happiness.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to develop the existing human-based

service into the Wellness IT Service by utilizing IT based Wellness in the elderly care facility and thereby to improve

the quality of elderly care servic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relevant research background and the various

feasibility of technical applications of Wellness IT service, and review the new value creation in the elderly care facilities.

Lastly this study provides a new foundation for Wellness architecture and a service model for using Wellness IT

infrastructure of the elderly 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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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20년 6월 현재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 인원은

152,626명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초기에

비해 10배 증가하였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

2018년부터 한국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치

매환자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

자는 75만 488명이며 치매 유병율은 10.16%로, 65

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는 셈이다

(중앙치매센터, 2020). 향후 노인요양시설의 치매노

인 부담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노인요양시설

은 대표적인 인적기반의 건강 부문 서비스를 수행하

고 있다. 법정 기준 어르신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

사가 배치되어야 하며 간호사(간호조무사), 사회복

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조리원 등 전체 인력기준을 포함할

경우 어르신 1.6∼2명당 1명의 지원인력이 투입되

고 있다. 지원인력은 평균 50∼60대 연령으로 인력

편중이 심한 편이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과 노인장기요양 정보시스템을 기

반으로 인력관리와 장기요양보험 청구업무를 시행

하고있다. 또한 어르신의 24시간생활기록을케어포

시스템, 엔젤시스템 이라는 사설 정보시스템을 사용

하고있다. 이 시스템들은MIS(Management Infor-

mation System)기반의 정보를 기록하고 조회하는

시스템으로서 필수적인 어르신의 생활, 의료기록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인위적인 입력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업무의 연장선으로 현장업무를 지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선택 시 노

인요양시설의 만족기준에 필수요소로서는 IT활용

이 유의하지 않다고 하여 IT의 역할이 미미하게 영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안영철, 2008).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O2O(Online to

Offline) 융합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

히 노인요양시설에 IoT(Internet of Thing)를 기반

으로 다양한 Device와 소형의 Smart Health Care

기기의연결을통해새로운케어서비스의변화를제공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는 주로 인적기반의

건강 부문(Care service)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양

한 정신적건강 유지부문은 포함되어 있지않다. 그

러므로 치매노인을 중심으로 더욱 확장된 웰니스차

원의 새로운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

에서 케어하는 치매노인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IT를 활용하여 제공하

는 부문은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특히 디지털 디바이스로 각광받고 있는 IT의 활

용은 단순한 생활도구를 넘어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치매노인과 이를 간호하는 보호인과

보호자에게는 매우 효율적인 데이터를 통한 맞춤

형 케어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기된 현재의 노인요양시설의

한계를 IT서비스를 통해 극복하고자 클라우드 서비

스 모델을통해 오픈소스 기반의아키텍쳐와 IoT 단

말에서 제공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제시

하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노인요

양시설의 IT기반 서비스활용에대한 방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웰니스 IT 서비스 선행연구

웰니스(Wellness)는 Well-being과 Happiness

의 합성어로 넓게는 건강, 의료, 미용, 문화 관광 및

오락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제품을 포괄하는

단어로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요구되는 서비스 및 관련 시스템의 생산과 유통

을 의미한다(현대경제연구원, 2013).

웰니스는육체건강과마음의안정을최우선가치로

하며, 건강, 안정, 여유, 행복이 웰니스의 키워드다.

즉건강의새로운개념으로몸과마음을최적의상태로

만드는 노력으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지적, 정서

적으로 잘 조화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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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따라서 웰니스란 인간들이 최적의 건강한 상

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생활방식에 대한 변화를

돕는 예술이자 과학이다(O’Donnel and Harri, 1994;

Anspaugh, 1994; 김상국, 2000; 김대경, 2014).

건강 수명이 연장되고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웰니스 산업의 환경이나 주요 성장 동인

이 변화해왔다. 과거에는 단순히 건강과 관련된 제

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했다면, 현재는

빅데이터의 활용, SNS(Social Network Service)

를 통한 정보공유 및 소통, IoT 기술과의 연동을 통

한 서비스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분야에서 크

게 성장하고 있으며, 웰니스 산업과 정보통신기술

(ICT)을 융합한 웰니스 IT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웰니스 IT는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U-헬

스케어, 웰니스케어, 스마트 웰니스 등 여러 명칭으

로 불린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5).

IT와 의료산업과의 연계는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u-healthcare)로 불리는데, 이는 노령자를 대상으

로 하거나 질병 치료에만 중점을 둔다. 하지만 웰니

스 IT는 U-헬스케어보다 구체적으로 치료보다 예

방에 중점을 둔다. 우리 생활의 대부분은 정보통신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두고 있으며 스마트폰, 피트

니스 밴드(fitness band), 구글 글래스 등의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등 또한 웰니스 IT의 일부라 할 수

있다. 건강관리 지원용 스마트 기기는 사용자의 스

트레스나 우울증, 심박 수, 만성질환, 비만, 피트니

스, 다이어트 등의 관리를 도와주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한 웰니스 IT는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과거의 건강 이슈와는

달리 삶의 질까지 고려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

향한다(하진희, 2016).

건강관리서비스는 ICT와 결합되면서더욱효율적,

효과적인 관리서비스로 발전되고 있다.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ICBM) 등 ICT를

활용해 상시적이고 개인 맞춤형 예측, 예방, 관리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다. 美․中․日․韓등 주요국과

Apple(Health Kit), Google(Google Fit), IBM(Wat-

son)과 같은 주요 IT 기업들은 방대한 건강관련 데

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ICBM+인공지능’의

결합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키는 핵심수단으

로 이용하고 있다(김철범 외, 2016).

이러한 배경으로 ICT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서

비스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

실 한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체계를 갖추고

있어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ICT 인프라,

모바일 기기 보급률과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는 ICT기반의 서비스를 도입

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이점을 활용해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현

황, 새로운 서비스 모델, 산업 육성전략 등의 연구를

통해국민의건강관리수요를충족시키고국가재정을

건전화시키며 ICT-웰니스 융합산업이라는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김철범 외, 2016).

이렇듯 다양한 영역에서 웰니스와 IT의 접목이

시도되는 가운데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노인요양

시설에서의 관련 연구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며 관련

된 연구가 필요하다(정미라, 2016; 김진경, 2019).

2.2 노인요양시설의 웰니스 서비스

웰니스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 사

회적, 지적 영역에서의 최적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

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건강하고 활기찬 활

동을 위한 인간의 상태와 행위, 노력을 포괄하는 개

념이다(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2012; Adam,

2003; Muller et al., 2004; Ryan, 2001).

웰니스는 지향하는 가치의 특성에 따라 ‘Health

& Lifestyle’, ‘Living & Environment’, ‘Activity

& Relaxation’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철범 외,

2016). 먼저 Health & Lifestyle 관점에서 웰니스

는 건강하고 만족하는 개인별 라이프스타일 실현

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및 식습관 관리,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웰 에이징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

라서노인요양시설에서어르신에게주어지는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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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과 식사, 간호활동 지원은 매우 중요한 연

관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Living & Environment 관점의 웰니스는 편리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공간 구현으로 편리하

고 쾌적하며 안심할 수 있는 가정, 학교, 직장, 생

활시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의 삶의 생활공간으로서 안전성이 높고

쾌적한 환경의 제공은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ctivity & Relaxation 관점의 웰

니스는 소통하고 즐기는 선택적 참여욕구를 충족

하기 위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어

르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여가프로그램과 정서지원

을 위한 노력은 삶의 질 만족도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즉, 노인요양시설은 Health & Lifestyle과 Living

& Environment 관점에서는 직접적인 요인관계를,

Activity & Relaxation관점에서도 중요한 부가적

요인으로 제공 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3.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웰니스
IT서비스 적용방안

앞서 제시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서의 웰니스 IT서비스 특징과 서비스 적용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노인요양시설의 웰니스 IT서비스 특징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웰니스 IT서비스가 갖는 특

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의 접목을 가능

하게 한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어르신은 개별마다

다른 신체환경과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

기적으로 MMSE(Mini-Mental State Examina-

tion)라는 간이치매검사 도구와 어르신의 신체상태

평가를 이용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목표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르신의 신체 상태와 더불어 감정과

정서지원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는 웰니스

IT서비스의접근은그성공가능성을높여줄수있다.

둘째, 웰니스 IT서비스는 예방의학이 가능한 환

경을 제공한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어르신의 건

강상태와 심리상태를 사고 이전에 미리 인지하여

대처할 경우에 이에 대한 효과는 매우 크다. 웰니

스 IT서비스는 어르신의 낙상위험 데이터와 이상

행동으로 이어지는 배회 위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사고의 위험성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도

록 도와 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웰니스 IT서비스는 보호자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요인을 생산한다. 노인요양시설

은 어르신을 케어하면서 불가피한 낙상 및 이동중

예상치 않았던 불가피한 신체상해의 사고를 접하

게 된다. 이때 보호자와의 사전 라포형성(rapport

building)은 매우 중요한 공감대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웰니스 IT서비스의 빅 데이

터 확보 및 SNS 등을 통한 생활프로그램 공유는

좋은 활용 방법이다. 데이터기반의 객관성 있는

기초자료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넷째, 웰니스 IT서비스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

는 어르신의 안전성을 높여줄 수 있다. 어르신의

위험도는 낙상 위험군, 배회 위험군, 와상 위험군,

감정 위험군 등에 따라 세분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웰니스 IT서비스를 활

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개인에 적합한 위

생환경을 제공하며 적절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은 어르신의 신체, 욕구, 정서적 측면을 모

두 고려한 안전성을 제공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웰니스 IT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노인요양시설

내부에서의 모든 종사자는 신속한 정보공유가 가능

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에 적절한 SNS

와 정보공유 서비스는 연속성 있고 지속가능한 좋은

품질기반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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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웰니스 IT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에 쾌

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어르신

들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관리수준을 넘어서 미

세먼지와 냄새를 제어하는 것은 중요한 관리 척도

라고 할 수 있다. 어르신들의 생활실에서의 쾌적

한 환경을 제공함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시설관리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밖에 웰니스 IT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의 생

활공간을 실내에서 실외로 확장시켜 주는 역할과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르신이

안전하게 실외 정원을 활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로써의 웰니스 IT서비스의 지원

은 어르신의 적합도에 맞추어 그 중요성은 더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상기의 노인요양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웰니스

IT특성을 수반한 실제 적용방안을 소개하고자 한

다. 다음의 3.2와 3.3에서 인용되는 사례는 노인요

양시설에 아직 적용된 바는 없으며 3.4는 연구자

가 2019년 프로보노 ICT멘토링 제안을 하여 현재

특허출원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3.2 노인 케어 IoT 디바이스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방안

일본의 Fujitsu Kyusu System(Cow Step Ser-

vice)에서는 MS Cloud Azure 환경에서 소의 발

목에 만보계를 착용하여 소의 건강상태를 확인하

였으며 발정기를 정확히 인식하여 임신율과 출산

율을 66% 개선한 사례를 선보였다. 해당 시나리

오는 실제 요양시설 어르신을 대상으로 적용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의 사례에서는 단순히 소의 발목에서 만보

계를 착용하게 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과

이를 통해 지속적인 의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였

으며, 대상을 요양시설 어르신으로 바꾸면 어르신

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활용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매일 어르신의 건강상

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간호업무의 업무량을 줄

여 주고 데이터 정확성을 높여 줄뿐 아니라 요양

시설 어르신의 심신의 행동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요양시설 어르신의 신체에 착용되어 있는

IoT 기기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신체, 감성, 지성에

관련된 수치를 수집하면, 신체, 감성, 지성을 인식

할 수 있는 데이터의 비정형 데이터의 선택이 중

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웨어러블 장치(Wearable device)는 의료서비스

분야와 접목되어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시도가 가능

하다. 사물인터넷기반 헬스케어 장치에서 측정된

생체정보(맥박, 혈압, 체중, 체지방률, 체질량 지수,

심박수, 산소포화도등) WiFi 또는 블루투스를 통하

여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있다(강기호 외, 2019).

심탄도 센서를 이용하여 침대 모서리에 로드셀을

장착하여 수면 중 움직임 변화와 동시에 심탄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Brink et al, 2006; 노윤홍

외, 2010). 요양시설 에서는 어르신의 체온, 협압,

맥박, 혈당, 호흡, 산소포화도를 매일 측정하고 기

록하고 있다. 이를 비접촉식 심탄도 센서를 이용하

여 자동으로 수집하고 정상범위를 벗어날 때 신속

하게 간호(조무)사, 케어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은 효율적인 방안이다.

요양시설 어르신으로부터 발생된 데이터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컴퓨팅 파워 환경으로 전송되어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적절한 비정형 데

이터를 필터링하여 전송하는 무선기반의 통신과 인

터넷 환경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컴퓨팅 환경에서는

오픈 아키텍쳐 기반의 API 기술을 응용하여 요양시

설 어르신으로부터 받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Deep Learning 기

술이 접목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환경은

적정한 Public Cloud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비정상 상태의 요양시설 어르신 상황

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발전영역이 될 것이다. 케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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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인 서비스가 온․오프상황에서 다양한 Dis-

play를 통하여 제시될 수 있다. 감정상태가 불안

정한 요양시설 어르신의 경우 요양보호인은 평상

시 요양시설 어르신이 선호하는 치료방법을 적용

하여 어르신과 간호인 또는 보호자는 상호 교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하다. 이

영역은 단순한 요양시설 어르신의 Care 수준을 넘

어서 치료의 효과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의미 있

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3.3 구글 Open API를 이용한 노인 감정 표현

구현방법

구글 Open API에서는 CCTV에 나타난 영상이

미지를 받아서 실시간 감정의 상태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화남, 슬픔, 기쁨 정도의

감정표현 서비스가 가능하며, 2017년 6월 기준으로

1000Unit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영상속의 어

르신의 얼굴의 엣지를 추출, 감정 패턴 생성, 감정

판단, 대응 시나리오와 연계하여 다양한 INPUT

(IoT, IMAGE, LOG)형 Open Source API를 통한

실시간 연계 및 연동 기능이 가능하다.

다음의 사진 [그림 1]에 나오는 2명의 노인은

같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다른 감정 차이를 잘 표

현하고 있다. 사진 속의 노인 1과 노인 2의 영역은

단순한 요양시설 어르신의 Care 수준을 넘어서 치

료의 효과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영역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CCTV 촬영 원본 이미지

[그림 2] Google API Vision 이미지 분석

[그림 2]에서는 구글 API Vision 이미지로 노인

1의 경우는 40%의 즐거움(joy)을 표시하는 반면

노인 2는 100%의즐거움과만족을느끼고있다는것

을 수치로 측정해서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Google

이 제공하는 Open AP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요양

시설 어르신의 감정상태를 Input Data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Care를 위한 소중한 Big Data의 원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이 Data를

이용한 Care서비스는 아직 실험되거나 활용된 사

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Data기

반의 Care정보를 이용할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

지사, 보호인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개인화에 대한

적합도 높은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

서 중요한 점이 요양시설 어르신의 감정정보는 장

시간의 오랜 관찰을 통한 패턴분석과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양시설 어르신은 개인화

된 치유방법이 상이하여 개인의 특성과 과거기반의

인본주의적인 케어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상황에 적

절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 개인별 성향과 축적

된 Data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AI기반

의 기계학습 패턴과 연계하여 플랫폼화 하여야 하

며 대표적인 케어프로그램은 산책 및 노래 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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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 등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개발기법은

Open Source기반의 Hadoop, Map Reduce, R을

이용하여 개발하여 확장성과 Cost 경쟁력을 확보

하고자 한다.

지능형 CCTV를 이용하여 배회하는 위험어르신

을 인식하고 주요 위험 비상구 등에 설치하여 활

용하는 기법과 병행할 경우 어르신의 얼굴표정에

서 인식된 감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심리상태를 추

론함으로써 더욱 정확도가 높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AI기반의 예측 된 감정. 또한 감정

범주의 표현으로서 현장 검증이 완전하지 않다. 각

얼굴구성의특이성은거의알려지지않았다(Barrett

et al., 2019). 이러한 패턴의 발견은 가설 된 얼굴

구성이 실험실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사람의 감정

상태를추론하는데사용하는것을정당화할만큼안

정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관찰되지 않는다(Barrett

et al., 2019). 안면 움직임이 무의미하고 정보가 없

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는 얼굴 움직임의 의미가

일반적인관점에서가정한것보다훨씬더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Barrett et al., 2019).

본 사례의 구현은 구글 API환경에서 제공되는 상

기 모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측면에서 구현

방법과 환경구축의 기술적인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본다(Google, 2017). 실제 감정기복이 심하고 배회

가 예상되는 적정한 어르신의 선택과 노인요양시설

의 주 이동통로 및 자주 노출된 프로그램실의 적절

한 선정과 테스트를 통해 가능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3.4 낙상행동 패턴 빅데이터를 이용한 낙상제어

방법

노인요양시설에서 낙상은 가장 Risk가 높은 요인

이다. 노인에게 낙상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신

체손상과 더불어 신속한 후속조치도 중요한 요인이

다. 낙상으로 인한 사고 이후에 발생되는 보호자와

의 갈등 역시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노인

요양시설에 사고 경위를 판단하기 위한 CCTV장치

를 두고 있지만 이것 역시 사전에 예방하는 도구로

서는부족한측면이있다. 낙상으로인한사고예방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가장 큰 비중의 과제이기도 하다.

다음 [그림 3]의 대안은 낙상제어를 위한 시험

검토방안 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세부적인 성능 테

스트와 현장검증이 진행 중이다(신창화, 2020).

어르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우선 상황 접근의 1

단계(행동 데이터 학습)로 사람의 행동 요소 영상

빅데이터 학습(Pattern training, test, validation)

이 선행 된다.

2단계로(실시간 사람 인식, Object Detection) 딥

러닝 기반의 실시간 사람 인식 및 식별 절차가 이루

어진다. 사람인식은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으며

사전에 요양시설 어르신의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카

메라와 연계 하여 사용한다.

[그림 3] 낙상제어를 위한 시험검토 방안모형

딥러닝 학습기법 중 Fine-tuning기법을 사용하

고 기존의 서버 구조 대신 스트리밍 서버를 사용

하여 확장성을 확보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의 특성

상 안전바로 사용되는 핸드레일이 올바로 설치되

어 있는지 확인이 중요하다. [그림 4]와 같이 특정

사람 자세 중 “앉아있는 자세”와 “안전바”에 대한

딥러닝 모델 학습에 반영하여 사람자세 및 안전바

검출 딥러닝 알고리즘이 설치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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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자세 판단 알고리즘 사람자세 판단 딥러닝 모델 안전바 검출 딥러닝 알고리즘

[그림 4] 패턴인식 딥러닝 모델

향후에는 현재까지의 패턴의 전부를 학습하는 비

능률을 버리고 일부의 핵심 패턴만을 선정하여 학

습하는 방안이 선행되면 성능개선에 기여 할 것으

로 생각된다.

3단계(행동 분석, Activity Recognition)로는 어

르신자세나동작등의 행동요소를인식하고식별

하게 된다. 시계열 적인 패턴 이미지를 상호 연관성

을 분석하는데 행동 단계가 진행되면 위험도가 높아

진다고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데 단계가 많

아질수록 예측률이 정확해지므로 지속적으로 이때

디버깅 작업과 더불어 머신러닝의 고도화 과정이 병

행된다.

[그림 5] 낙상위험 예측시스템 분석결과 표현

이에 대한 마지막 4단계는 다음 [그림 5]에서와

같이 행동 분석 결과를 시각적 또는 청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어르신을 담당하는 Care Manager 또는

담당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에게 전용 IoT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등으로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

로 서비스 활용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야간 또는 취약시간대에침대에서 비정

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주로 고려하였으며, 어르

신이 화장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공간을 이

탈할 때를 감지하기 위한 “앉아있는 자세”와 “안전

바”를 내리는 단계에 주로 Pre-Training요인을 고

려하였다.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영상에서 객

체 추출을 통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낙상을 감지

하여 93%의 높은 낙상 검출률을 달성할 수 있다

(Lin et al, 2007). 영상을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전

송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사용 과다의 단점이 있다

(김영환 외, 2011). 본 연구는 낙상에 필요한 상황을

요양시설 실내를 전제로 2단계로 구현 하였다. 향후

낙상위험 예측 신호를 CCTV뿐만 아니라 바이탈

센서(강기호 외, 2019), 가속도 센서(김연태, 2014;

류정탁, 2013), 거리센서(박상철, 2012), 기울기센서

(류정탁, 2013) 등에서 다양한데이터를 Pre-Train-

ing단계에 적용하면 보다 향상된 학습 모델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르신들의 낙상은 지속적인 관찰과 행동패턴

이해가 선행되는 영역으로 이에 대한 실무접근 방

법은 어르신의 개별적인 차이를 인식하며 병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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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기질 센서를 이용한 쾌적한 환경 구현

방법

노인요양시설에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심미

성과 청결성은 매우 중요한 고객만족 요인과 선택

기준이 된다(이성은, 2017). 청결성은 가장 직감하

기 쉬울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용

이하지만, 서비스제공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노

력을 필요로 한다(Hooper et al., 2013). 노인요양

시설은 특성상 기저귀 착용하는 어르신을 일일 평

균 6～7회 교체하며 지속적으로 개인청결과 더불어

냄새 및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관리 요인이

다.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CO2), PM10, PM2.5 항

목을 측정할 수 있는 IoT 기반 실내공기질의 실시

간 전문측정이 가능하다(정나나 외, 2018). 이 모니

터링을 근거로 활용하여 실․내외 환기 및 통풍에

적용하면 쾌적한 관리가 가능하다.

노인요양시설 생활실의 적정 온․습도 환경을 제

공함과 동시에 요양시설에서 사용되는 성인용 기저

귀에 대․소변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와 모듈을 부

착한 형태로서 착용자의 배설유무를 LED로 확인

하는 방법 등을 병행하여 개선하면 보다 쾌적한 환

경을 제공 할 수 있다(이민혜 외, 2018).

4. 노인요양시설의 웰니스 IT 서비스
프레임워크

앞서 논의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모델은 그 자

체로만 보면 단편적인 기능 중심으로 이런 개별적

인 영역을 확장하고 연동하여 운용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Wen et al., 2016; Mirarchi et al.,

2017). 이에 본 장에서는 새로운 웰니스 서비스를

수용하고 O2O서비스 연동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를 제시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서비스 대상인 어르신을 중심으

로 케어를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

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직

접지원그룹과 어르신 보호자와의 간접지원체계 등

이 구비되어야 한다. 어르신, 보호자, 지원인력과

의 전체를 고려한 지원체계와 방안이 수립되어 운

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서비스 체계 부재로 인해 구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요양시

설 어르신을 돌보는 간호인 또는 가족들은 요양시

설 어르신으로부터 발생하는 움직이는 동적인 데

이터를 이제는 감(感)이 아닌 실제 fact로써 이해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협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요양시설 어르신의 무의식으로부터 표현되는 메

시지를 인식함은 물론 이를 적절히 각 영역별로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원활한 소통으로 연결하기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에 요양시설 어르신을 위한 전 단계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서비스들을 평가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후보 서비스들을 분류할 프레임워크가 필

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IT기반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응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그림 6]과 같이 제안한

다. 큰골격측면에서는필요한기능과서비스중심의

Service Zone과 노인요양시설전체운영관리측면의

Admin Zone 2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Device

Layer, Network Layer, Computing Layer, Manage-

ment Layer, Security Layer, Life Care Service

Layer 등총 6단계 Layer로분류하였다. 먼저 Device

Layer에서는 Health Care 시장에서 다양하게 접목

시킬수있는Cap Sensor, Arm Band Sensor, Ankle

Band Sensor, Watch Sensor, Pedometer, Acce-

ssory, Cloth, Socks, Phon등이 주요한 입력매체로

써 요양시설 어르신의 신체, 감성, 지성의 수치를 측

정하고 변화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며 변화를 통한 요

양시설 어르신의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주요 지표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Network Layer에서는 무선기

술을 탑재한 Device와 Data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Wifi, Zigbee, Brutus 통신과 이를 인터넷으로 전송

하기 위한 안테나, 리시버, 라우터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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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노인요양시설 웰니스 IT서비스 프레임워크

Computing Layer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

는 구글, 아마존, IBM, MS 등이 상용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API를 검토 할 수도 있다. 특화된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해주

는 빅 데이터, 머신러닝기술을 보다 심도 있게 시뮬

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 이 기능을 지원하

는 Management Layer와 Security Layer가 다양

한 환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요양시설 어르신의 최종적인 서비스를 위한 Life

Care Service Area에서는 적절한 어르신을 위한 맞

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본 프레임워크에서는 기존의 일반 컴퓨팅 환경의

5단계에 Life Care Service Layer를 추가하여 구

성하였다.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해주는 Life

Care Service Layer에서는 최종적으로 비정상 상

태의 요양시설 어르신 상황을 인식 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발전영역이

될 것이다. 케어관련 서비스제공자들을 위한 부가

적인 서비스가 온․오프상황에서 다양한 Display

를 통하여 제시될 수 있다. 또한, 감정상태가 불안

정한 요양시설 어르신의 경우 평상시 치매노인이

선호하는치료방법을적용하여어르신과간호인또는

보호자는 상호 교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적용선택이 가능하다. 이 영역은 단순한 치매노인

의 Care 수준을 넘어서 치료의 효과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웰니스 IT서비스 프레임워크는 각

영역 간의 상호 데이터 교환 관계가 일어나며 모든

단계는 하나의 생태계 형태로서 완성됨을 표현하고

자 관련 기술 이미지 디자인도 함께 추가하여 전체

서비스 아키텍처로서 제시되었다.

이 Service Zone을 지원하는 Admin Zone에서는

Management Layer와 Security Layer로 구성될

수 있다. Management Layer는 각 device를 con-

trol하고, Monitoring, Setting하며 이를 Display하

는 영역으로 분리하여 표현 할 수 있다. Security

Layer에서는 Policy를 정하고 이에 적절한 물리적

구현과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Audit)하는 영역으로

표현 할 수 있겠다. 이 전체적인 영역은 API(Appli-

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연계하여 모듈간

영역을 분리하여 구현이 가능하다(석현승 외, 2019).

5. 결 론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이용자인 어르신들에게 또

하나의 생활공간이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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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존재감과 의미를 느끼는 공동체이다. 어르신

의 개인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존의

인력중심에서 IT기반을 활용하고 연계함으로써 그

삶의 가치와 안전성을 높이고 삶의 신뢰감을 확대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

다고 본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한 웰니스 IT 서

비스의 활용가능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포함할 수

있는 전체 프레임을 앞서 [그림 6]과 같이 제시하

였다. 지금까지 노인요양시설에 맞추어 그 모형과

실제 가능 사례를 제시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 IT기반의 다양한 IoT기술과 APP이 소

개되고 있지만 이 연구처럼 노인요양시설에 적합

한 프레임으로 표준화하여 제시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이연희 외,

2016; 신용재 외, 2012). 노인요양시설의 근무조건

은 24시간 365일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

서 인적기반의 서비스 Level에서 한 단계 향상된

웰니스 IT 서비스를 추구하는 것이 영속성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요하다 하

겠다. 심신의 건강은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을 기

반으로 이를 예방 DATA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

요하다. 이에 치매노인을 위한 웰니스 IT를 적용

한 실버케어 서비스는 기존 보호자와 요양보호사

의 부담을 덜면서도 상호작용을 통한 치매노인과

의 유대감과 인간적인 친밀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치매노인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존

재감 유지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웰니스 IT의 성공적 수용을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기존 삶의 환경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개인화 맞춤형 의사소통 영역과 활용을 위한 서비

스 부문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개인화 맞춤

형서비스를 위한 치매노인의 사전 특성화 데이터

의 준비와 이를 교감하고 활용하기 위한 케어서비

스 제공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수용능력도 같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웰니스 IT서비스의 활용방안을 제시

하였지만, 노인요양시설에 직접 적용하여 직접적

인 효용성을 확인하고 증명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확장하여 여러 노인요양시설에의 적용

을 통해 제안된 연구프레임워크의 타당성과 일반

화를 추구한다면 더욱 연구의 확장성이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된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 측면에서 IT투자와 활

용을 통한 투자비용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야 실효성이 있다. 즉, 웰니스 IT도입에 따른 경제

성, 사용용이성 및 편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지대

범 외, 2018). 이에 치매노인을 위한 웰니스 IT서비

스 구조는 Open Source기반의 실버케어 중심 서비

스 아키텍처 및 시나리오를 통해 IoT 활용과 빅데

이터 수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노인 복지

정책을 위한 노인케어 로드맵 연구 및 지속적 투자

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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