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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의 미래,
라이프 케어
건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라이프 케어(Life-care) 시대
유회준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

그 누가 그랬던가? 집 나가면 큰 고생이라고
그렇다, 집 나가면 큰 고생이다. 이유가 뭘까? 오로지 나에게만 무
한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더 이상 옆에 계시
지 않기 때문 아닐까?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옆을 지켜주며 우리
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성껏 관리해주시고, 내가 앞으로 해
야 할 일 또한 본인 일처럼 함께 살펴주신다. 그러다 힘들 때에는
신체적으로도 혹은 정신적으로도 본인에게 의지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소중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 어머니를 회상하며 다소
뜬금없이 글을 시작해보았지만 이러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 그
것이 바로 우리 헬스케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아닐까?
현대인들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못하다. 바쁜 일상 속에 수없이 많
은 스트레스 요인들을 견디며 수고스러운 삶을 고생 속에 살아가
고 있다. 사실 우리의 고생은 성경 예레미야애가서 3장 33절1 에서
도 언급하였듯, 그다지 주께서도 원하셨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한계를 시험하듯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그나마 우리가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같은
마음가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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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
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
심이 아니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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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건강하면 됐지 뭐.”

“걱정 말고 네 할 일만 하거라. 나머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다. 건강이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몸 성히 웃고 즐길 수

헬스케어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가장 큰 조건은 바로 사용자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라는 생각 아닌가? 집 나와 고생하는 현

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사용자의 일상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

대인들의 힘든 삶 속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실 제 괴로움 다

을 정도의 착용감을 주어야 하며, 2) 여러 번 교체를 해야 하는 번

잊으신 ‘어머니’와 같은 관심으로 우리의 건강을 관리해줄 헬스케

거로움이 없고, 3) 오랜 기간 사용을 하더라도 부작용을 주지 않

어는 어떠한 형태로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해주어야만 할까?

아야 한다. 이에 적합하게 개발된 것이 Planar Fashionable Circuit

건강 관리의 첫째로 중요한 것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Board(P-FCB) 플랫폼2이다. 이 플랫폼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그 다음으로는 아프더라도 그 질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미리 치료

있는 회로 보드인 Printed Circuit Board와 달리 옷의 재질인 천 위

를 하는 것이다. 끝으로는 치료 후에도 환자가 호전된 상태를 유지

에 회로가 바로 인쇄되어 동작할 수 있는 형태로, 이를 활용하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반도체 칩을 옷에 바로 집적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다. 다시 말해 건강 관리란 질병의 예방, 치료, 그리고 사후 관리 각

있다. 사용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옷을 입는 것처럼 시스템을 착용

각의 관점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도 사용자가 알게 모르게 꾸준하

할 수 있으며, 반도체 칩으로 구현된 소형의 저전력 시스템을 구성

게 진행되어야 한다. 마치 우리 어머니의 관심처럼 말이다. 각각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용량의 배터리로도 장시간 동작하게 하는

대해 어떠한 기술들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로 연구되고 있으며, 앞

것이 가능하며, 피부에 닿아도 부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생체 신

으로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소개 및 논의해보

호를 연속적으로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록 한다.

구성한 시스템 중 질병의 예방의 관점에서 개발된 유방암 진단기3
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See Futures : Vol.04 • FALL 2014

15

Cover Story
● 미래를 여는 3대 유망기술 – 헬스케어

기존의 경우, 여성이 병원에 가지 않고 유방암을 자가 진단하는 방
법은 본인의 촉각에 의지하는 것이 한계였다. 하지만 촉각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사람마다 다르고 한계가 있으며, 의학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느낌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 확률
2 Planar Fashionable
Circuit Board 플랫폼

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면 침대 형태의 큰 진
단 기기에 벗은 몸을 눕히고 움직임을 최대한 줄인 채 진단을 위한
자세를 취해야만 했다. 이 경우 병원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
며, 의사 앞에서이지만 옷을 벗어야 하기에 수치심이 동반될 수 있
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며, 위에서 언급한 P-FCB 플랫폼을 사
용하여 개발된 것이 바로 의복형 유방암 자가진단 시스템이다. 스
포츠 브라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연결
하여 자신의 유방암 유무 여부를 전기적 임피던스를 스캔하여 3D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상 생활을 하는 것에도 전혀 지
장이 없으며, 오랜 기간 착용하더라도 부작용을 주지 않기에 현대
인이 사용함에 편리함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여성의 말하기 힘
든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해결해주는 면에서 학계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얘야, 어디 가서 아프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니! 봐, 훨씬 낫지?”
그렇다면, 치료의 경우는 어떨까? 이번에는 마찬가지의 플랫폼으
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한방의 치료를 과학적
으로 접근한 헬스케어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의원에 가면
일반 침도 맞을 수 있지만, 침 치료와 전기 자극을 함께 주어 치료
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전기침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
존의 전기침 시스템은 작은 침의 머리에 전기 자극을 위한 선을 집
게로 연결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통증을 유발할 수 있
으며 작은 움직임에도 침이 빠져버리는 불편함을 야기했다. 또한,
침 치료의 효과를 전적으로 한의사의 경험적 진단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상태가 얼마나 호전되었는가 또한 그 과학적 근
거가 불확실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에 반도체 칩으로 개발한 전기침 치료기4는 동전 크기의 작은 시
스템과 연결된 실처럼 가는 전선을 통하여 사용자의 신체에 가해
지는 힘의 크기를 줄이고, 치료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극대화 하였
으며, 사용자의 치료 전후의 근전도를 검출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
는 근육의 피로도를 계산하여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
3 P-FCB 플랫폼을 이용해 개발한 유방암 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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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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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WBAN), 그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기로 인정
받는 Human Body Communication(HBC)을 활용한 통신 시스템
이다. HBC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체를 매질로 사용하여
통신하는 시스템이다. 사용자는 몸에 부착된 전극만을 이용하여
인체 위에서 신호를 직접 주고 받으며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안테나를 사용하지 않으며 전도성이 좋은 인체를 매질
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전력으로 통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받아 2012년에 새로이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이 표
준을 만족하는 송수신기를 포함하는 이 시스템은 표준에서 요구
하는 보안 방식인 AES-128을 따르며 최대 64개의 센서를 하나의
네트워크에 포함할 수 있어 안전하게 다수의 센서를 수용할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한다.
4 반도체 칩을 사용한 전기침 치료기

“엄마가 잔소리 할 때가 좋은 거야, 엄마 말 들어”
지금까지 소개한 3가지 형태의 시스템에 근거한다면, 사용자는 헬
방 의학의 한계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극복할 수 있게 해주어 반

스케어 시스템으로부터 어떠한 질병으로부터의 예방, 치료 그리

도체 학계는 물론 한의학계로부터 또한 큰 관심을 받았다.

고 그 이후의 관리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할 것인가? 답이 없는 열린 문제이겠지만, ‘어머니’와 같은 존

“엄마는 네가 말 안 해도 다 안다”

재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내 건

바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것

강만을 걱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를 본인의 삶처럼 혹

이다. 건강을 중요시하면서도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

은 그 이상으로 중요도를 놓고 바라봐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제인데,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기술 또한 헬스케어에서 높은 필

앞서 소개한 건강 관련 예방, 치료,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요성으로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앞서 소개한 2가지의 시스템

의 구수한 잔소리처럼 투약 시기, 식단 관리, 일정 관리 등의 삶과

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자가진단이 가능

관련된 모든 관리를 함께 해주는 동반자, 정말 엄마 같은 존재가

함을 보았으며, 또한 편리하게 치료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할

아닐까?

수 있었다. 이같이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자신의 건강 정보, 치료

더 이상 건강만을 관리해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내 삶을

전후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개인 데이터베이스에 모으

맞춤형으로 관리해주는 삶 도우미, 라이프 케어(Life-care) 시스템

거나, 내가 허가한 주치의에게 나의 건강 정보를 보내는 하나의 작

이 우리 삶에 보다 밀접하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말 어머니

은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건강을 책임질 방법으로

같은 존재로 말이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사랑만한 것이 어디 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하나의 통신계를 구성함에 있어 중요한 이

겠냐마는, 척박한 현대인들의 삶 속에 따스한 손길 하나 얹는다는

슈는 첫째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건강 정보를 검출하고 송수신

심정으로 헬스케어의 미래, 라이프 케어가 그 작은 위안의 시작이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전력으로 통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되었으면 한다. 혹시 이 글을 다 읽었다면, 지금 어머니께 안부 전

그리고 건강 정보는 매우 사적인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보안적인

화 한 번 드려 보는 것이 어떨까?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면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새로이 소개할 시스템은 IEEE에서 표준으로 규정하는 통신
중에 하나인 802.15.6 인체 주변에서의 통신 Wireless Bo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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