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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술의 발전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실시

간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적용속도가 빠르다. 이는 변

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함이며 서비스산업의 전형적 특징이라 

하겠다. 근간의 매체는 스마트 폰이라 할 만큼 대세

로 자리 잡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 전략이 꾸준히 

개발되어 왔다. 스마트폰이 갖는 여러 기능들 중 사

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서비스산업에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된다[1]. 하지만 스마트 디바이

스인 스마트폰 확산 초기인 2011년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들어나면서 파문이 발생했고, ‘KT’, ‘네이트’, ‘옥션’,

‘현대캐피탈’ 등 국내 주요 인터넷기업과 금융기관에

서 개인정보 집단 해킹을 통한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제

공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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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형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었다

[2].

그러나 스마트 폰의 모바일 기능과 잘 접목된 지

도 서비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위치 찾기 서비스 등

에서는 위치정보 제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

를 기반으로 해당 서비스들이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 이용자들의 선택은 해당 서비스들

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1]. 공공기관에

서도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위해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서비

스’,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

업’, 대구철도공사의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바일 업

무지원시스템’, 한국전기안정공사의 ‘점검업무 모바

일 통신환경’, 조달청의 ‘모바일 전자입찰시스템’등

이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3].

본 논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재

가서비스 업무를 위한 자동청구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개선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통계적으로 개선효과를 입증하고 참여율 제

고를 위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재가서비스의 자

동청구시스템에 적합한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

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위치파

악 사례를 조사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2장에서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재가서비스 자동

청구시스템’의 개요를 설명하고 3장에서 통계적으로 

효과를 입증하고 참여율 향상을 위한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다양한 위치

인식 사례를 통해 적합한 위치인식 방안 연구를 통해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

다.

2. 관련 시스템의 개념 및 특징

2.1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중이 커진 노인 요양을 국가적 차원에서 감당함으

로써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07년 4월 제정된 노

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부양 여건에 따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혹은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기

관 입소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장기요양비 및 휴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 복

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심신기능을 유지·향상

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장기요양 신청은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65세 이상

의 노인이나 중풍·치매·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노인이 할 수 있다. 장기요양을 인

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인 점수를 산정하며, 요양등급의 판정을 받

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중 재가급여는 대부분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

정을 방문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위한 자동청구 정보시스템은 서비스가 이

루어지는 시작·종료 시간, 제공 내역을 실시간 전송

하여 급여비용을 청구·심사·지급 시스템과 연계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말하며 Fig. 1에서 비즈니스 프로

세스 모델로 표현한 대상 시스템이 되겠다[4].

Fig. 1. Business Process Model of Long-term Home 

Care Service.

2.2 시스템 개요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은 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설치된 태그와 스마트 폰을 이용하

여 서비스 시작/종료 및 내용을 공단으로 전송하고,

재가기관은 포털에 접속하여 전송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며 요양요원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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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태그와 스마트 폰(장기요양 앱)을 이용하여 서

비스 시작/종료 및 서비스 내역을 공단으로 전송하

게 되며 전송된 내역을 DB에 저장한다. 재가기관은 

포털에 접속하여 전송 내역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역

을 공단으로 청구하며 공단에서는 청구된 내역을 심

사하고 승인된 청구 건에 대해 비용을 지급한다.

2.3 시스템 구성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발생하는 

이벤트, 즉 해당 서비스의 시작과 종료, 실제 서비스

한 이력과 같은 데이터를 Table 1과 같은 절차에 따

라 Fig. 2와 같은 RFID 장치를 사용하여 NFC와 같은 

근거리 통신기술을 통해 전송받아 관리하고 있다.

Table 1. Procedure of Using RFID System

No Procedure of using system

1

Attach tag with chip and antenna to recipient

home(contain information including level of

recipience, date of issue, etc.)

2
Communication by touching tag with reader of

care worker

3 Enter service contents using mobile

4
Transmit the contents after transition to digital

signal and checking CRC

Fig. 2. Composition of Tag and Reader.

본 시스템은 공공기관에서 스마트 폰 기반에서 

RFID, NFC 기능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

다. 도입이후 매년 상당한 재정이 절감되고 있으며 

재가서비를 바라보는 대외 신뢰도도 향상되었다. 그

러나 이용하는 요양요원의 평균연령이 50세 이상이

며 전체 요양요원 중 사용자는 50%∼60%인 점을 감

안하면 보다 다양한 위치인식 기술을 이용해 요양요

원·수급자·보호자 모두가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향으

로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

3. 현 시스템의 효과분석 및 문제점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시스템으로 인한 효

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스템 참여율이 향상되

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통신기술 사례를 연구하여 본 시스템에 적합한 통신

기술을 찾아야 할 것이다. Fig. 3은 이를 위한 비즈니

스 프로세스 모델을 표현하였다[5].

Fig. 3. Business Process Model of home-care Electron-

ics Management System(HEMS).

3.1 효과분석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수급자의 급

여비용 지출을 포털 청구분 (수기작성 후 포털 화면

에서 입력)지출과 비교하여 분석 한 결과 2011.4월부

터 2014.10월까지 총 521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체 분석자료(단, 추정금액은 재가급여 고시/청구

심사 강화 등에 따른 영향은 고려되지 않은 추정금액

으로 제한적 해석 필요함)이며 등급별 포털 청구금

액과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1인 급여비용의 차이

를 산출하여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의 사용자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Fig. 4에서처럼 

Fig. 4. Expense Gap by year (20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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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99만원(´11년) → 1,610,815(´12년) → 1,369,658

(´13년) → 1,520,714(´14년)의 급여비용 차액이 발생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의 효과분석에서 재정

적 절감은 나타나고 있으나 수용성 측면에서는 다소 

제한적이다. 이는 안드로이드운영체제의 NFC가 있

는 특정 스마트 폰만 시스템 참여가 가능하고 시스템

에 참여하는 요양요원의 평균연령이 50세 이상으로 

NFC 리더기의 위치가 기기별로 다양해 태그 접촉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 될 때 마다 보안시스템의 변경에 따른 

어플리케이션과 운영체제의 충돌로 어플리케이션이 

중지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을 통해 

재정절감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치인식

이 사례연구가 실시하여 요양요원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선방안

4.1 무선 통신기술 사례연구

IoT 시대의 도래가 본격화 되면서, 와이파이(WiFi),

저 전력 무선 통신기술인 블루투스(Bluetooth), 지그

비(Zigbee) 등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네트워크와 공공 핫스팟을 중심으로 꾸준히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각종 모바일·스마트기기 사

용이 확산되고 LTE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동통신만의 데이터 트래픽이 크게 중가하게 되었

고, 이용자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통신사는 트래픽 

오프로드를 위해 활용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와이파이 기술은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영역에서 LTE와 함께 접속 속도를 분산

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되고 있고 블루투스(Blue-

tooth)는 간단한 제어신호 전달을 목적으로 고안된 

통신기술로서, 소형화·저 전력에 장점을 가지고 있고 

2010년 6월 30일 발표된 블루투스4.0 부터 ‘블루투스 

스마트’ 라고 불리는 지능형, 저 전력 기술이 탑재되

었으며 전력 소비가 낮아 긴 배터리 수명을 얻을 수

가 있고, 의료와 헬스 케어 단말기를 대상으로 PC나 

스마트 폰을 활용할 수 있는 등 더 많은 다양한 기기

들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으며 Bluetooth 4.0은 전력

(초저전력)+접속시간을 최소화 시켜 (실내)측위 및 

센서 네트워크 기술과 함께 발전되고 있다. 또한 스

마트폰 운영체제의 양대 산맥인 Android, iOS 모두

에 블루투스가 탑재되어 있어 스마트기기와의 호환

성을 고려할 경우 스마트폰 기반의 재가급여 전자관

리 시스템에 응용할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6-8].

위치 인식기술의 커버 영역에 따른 분류로 위치기

반서비스(LBS)를 위해 GPS와 이동통신망 기반 위

치인식시스템이 활용하는 매크로 위치인식 기술, 매

크로 위치인식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실내나 지

하 또는 건물 밀집지역 등에서 위치인식 기술인 마이

크로 위치인식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실내 또는 건물 내에 요양요원의 출입을 확인하는 

분야이므로 마이크로 위치인식에 한하여 연구하기

로 한다. 대중화되어 있는 기술로는 비콘, RFID,

NFC기능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구현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Case of Communication Technology Macro- 

Location Recognition

composition note

Beacon

Brotherhood of

Locomotive

Engineers (BLE)

and Beacon

non-touch, data

transmission

RFID RFID tag & reader specific tag

NFC

NFC

function(Smart

phone) and tag

recognition near

field(less than

10cm)

Infrared

Rays(IR)

IR sensor and IR

generator
just user location

Ultrasonic

Wave

(UW)

UW generator and

receiver

relatively slow

wave (about

340m/sec)

UWB
Transmission

using impulse
large bandwidth

Image
image between two

frames

image analytical

method

현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은 

요양요원의 위치확인 및 급여 제공한 내용을 전송하

기 위해 RFID 및 NFC기반에 스마트 폰을 활용하고 

있어 스마트폰 적용이 제한적이며 태그와 단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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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에 불편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 기술을 도입하

여 요양요원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9-11].

4.2 비콘 접근개요

NFC와 RFID 방식을 혼용한 현재 인식방식을 접

촉식에서 비접촉식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 기능에 대하여 접근하였다. 비콘은 ‘위

치 등을 알리기 위해 일정한 신호를 전송하는 기기

‘를 말하며 2013년 애플이 ‘아이비콘(iBeacon)‘을 공

개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는 애플이 내

놓은 아이비콘은 ‘Bluetooth Low Energy’ 기술을 기

반으로 하고 있다. 비콘과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을 

꼽는다면 ‘블루투스(Bluetooth)’기술이며 블루투스

는 최근 사물인터넷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이다. BLE　

비콘은 블루투스 저 전력 송신기로서, 제한된 범위 

내(최대50m)에서 신호를 송출해 거리와 위치 확인,

메시지 푸시서비스 같은 간단한 기능을 지원하는 기

술이지만 활용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이용자 입장에

서는 별다른 행동을 취할 필요 없이 혜택을 제공 받

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 편의성 증가하며 비콘은 이

용자가 별도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용자

의 위치를 파악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이다[12].

사용자 스마트 폰이 비콘 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

이 와이파이나 이동통신망을 통해 위치정보 서버로

부터 위치 정보를 공유해 알림 내용 전송 이후에는 

상점에서 제공하는 전파가 도달하는 범위 내, 즉 구

역(Zone) 기반의 상품정보, 쿠폰, 할인정보 등을 제

공한다. BLE 기반 비콘 기술은 수신 범위 50m 이내

의 사용자에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공간의 정보 제공, 광고 전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

용이 가능하다. BLE 기반 비콘 기술은 데이터 패킷

에 위치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대신에 다수의 비콘 

신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거리 값을 이용하여 위치

와 거리를 파악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BLE 기반 비

콘 사례인 iBeacon의 경우, 거리에 관한 기준 값은 

총 4가지로 ‘Immediate' (비콘 으로부터 5cm 이내),

’Near' (비콘 으로부터 5cm 초과 2.5m 이내), ‘Far'

(비콘 으로부터 2.5m 초과 49m 이내),’Unknown' (비

콘 으로부터 거리를 알 수 없을 때)이며, 서비스 제공

자는 위 기준 값을 이용한 거리 값에 따라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다. 현재 BLE 기반 비콘은 

Bluetooth 4.0 이상을 지원하는 단말이라면 어떠한 

단말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Android OS의 경우 4.3버

전부터 BLE를 지원하고 있고, iOS의 경우 iOS 7.0부

터 지원하고 있다[13].

실내 측위 기술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실제 여러 

연구 기관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측위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병원, 쇼핑몰과 같이 복잡한 공간에

서, 개별 사용자의 위치를 즉시 파악하는 용도로 적

용되어야 하는 특성상 BLE 4.1 기반의 비콘을 활용

한 실내 측위 기술 도입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재가

서비스를 업무를 위한 자동청구 정보시스템은 요양

요원의 스마트 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인식방식

을 접촉에서 비접촉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스마트 폰

이 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BLE 기반 비콘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4.3 활용사례

환자의 실시간 진료예약과 접수, 대형백화점 고객

유치, 메이저리그 야구구장 좌석예약 아이비콘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공항공사

의 위치기반 공항 시설 안내, 경북대학교 병원의 병

실 이동방법과 남은 거리 안내, 분당서울대병원의 병

원 실내정보 및 가이드 제공, 미국 Englewood병원의 

실내 길 찾기 및 주차장소 안내, 2013년 애플에서 ‘아

이비콘(iBeacon)’이라는 자체 비콘 서비스를 출시하

면서 더욱 유명하게 되었는데, 애플의 직영 오프라인 

소매점인 애플 스토어에 설치해 상품 설명이나 할인,

이벤트 등 정보를 제공하고 쿠폰 발행부터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구단인 뉴욕 메

츠는 2013년 ‘시티 필즈’ 구장에 미국 야구장 최초로 

아이비콘 서비스를 도입하고 MLB의 ‘볼파크’ 앱과 

연동돼 구장 내 판매상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

으며,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장에도 

65개의 아이비콘이 설치되어 있다. MLB는 향후 미

국 내 모든 구장에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

하였다. 사례연구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국내 

공공기관의 비콘 활용은 서비스 안내수준에 머무르

고 있고 실제 업무에 적용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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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비콘을 활용한 재가서비스 자동청구 정보 시스템

현행 시스템은 RFID기기와 스마트 폰NFC기능을 

모두 지원하는 Dual 태그로 인해 태그접촉에 따른 

무반응 또는 인식오류, 스마트 폰에 따라 태그 인식 

위치 상이에 따른 불편함이 있다. 이를 해소하고 참

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기반, 근거리에 감

지되는 스마트 기기에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콘을 추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Fig. 5와 같은 개선된 비즈니즈 프로세스 모델

로 표현하게 된다.

Fig. 5. Improved Business Process Model of Home-care 

Electronics Management System(HEMS) using 

Beacon.

또한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폰 다양성대비 NFC기

능의 비표준으로 인한 호환성 문제가 있어 참여율 

제고의 일환으로 사용자 선택폭 확대를 위한 전용단

말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용단말기 

사용자를 감안한 합리적인 요금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더불어, 현재의 NFC태그설치와 같이 비

콘 설치에 관한 사전 동의와 같은 법적/행정적 절차

가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비콘의 단거리에서의 인식

정확도는 기타 선행 서비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충분할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콘의 페어링 작동오

류 및 혼선 해결 방안 등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15-16]. 수급자의 집에 설치된 비콘이 요양요

원의 단말기가 아닌 다른 유형의 블루투스 단말기와 

페어링 되는 오작동을 막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용단말기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다.

4.5 비콘의 도입과 기대효과 

4.5.1 비콘의 도입

본 연구에서는 비콘 도입에 따른 자동청구시스템

의 효과 증대를 목표로 하고, 기존 NFC 구조시스템

과 비콘 활용 시스템을 복합 운영함을 연구모델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비콘의 전면적 도입에 앞서 

2016년 1,000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특정 지역으로 

한정짓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시험 군과 대조군을 

사전 지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모바일 관련 국가 

지침을 수용하는 망 설계 및 사용자 증가를 감안한 

서버용량 증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4.5.2 기대효과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자동

청구시스템에 RFID 및 NFC기능을 이용한 사물인터

넷(IoT)개념을 도입하였다. 본 시스템은 재정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수기방식이 아닌 전자방

식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환경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리더기를 태그에 접촉하여야만 데이터가 발

생되는데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접

촉 위치인식 방식인 비콘을 활용하고자 하며 이는 

참여율 증가로 곧바로 이어질 것이다.

4.5.3 도입 시 고려사항

비콘을 활용하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업무를 위

한 자동청구 정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

해서는 스마트 폰의 사용자별 OS에 대한 적용환경 

요소나 비콘의 가격에 따른 경제적 측면, 비콘 송수

신 시그널의 정확성 등 품질요소, 응용 기능 구현을 

위한 개발 프레임워크, 배터리 유지관리, 비콘 원격 

모니터링 방안, 본 사업을 통한 활용성 극대화 방안,

보안측면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

다 할 것이다.

5. 결  론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은 모바일 

기반 재가서비스 제공시간 및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

인·전송함으로써 불법·부당청구의 근원적 방지 및 

수급질서 확립에 큰 역할을 하였고 재가기관·요양요

원의 행정부담 감소 및 청구 편의성 증대 등 이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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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효과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전 요양요원의 참여를 위해서는 단말기와 태

그의 접촉 불편, 스마트 폰과 앱과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는 비콘과 전용단말기 도입이 대

안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요양요원의 서비스 시작·

종료 및 서비스 내역을 공단, 기관, 수급자, 수급자의 

보호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

여 장기요양보험 부당·허위청구를 사후 처리하는 부

분에서 사전방지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치인식 기술 등 IT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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