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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모바일 헬스케어 활용 사례(미국의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수가화)
․ 미 Center of Disease Control & Prevention(CDC)는 모바일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에 대하여 공식인증(full recognition) 제공
-오프라인 위주로 10년 이상 운영되어온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에 대하여 '14년 부터 모
바일/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절차 마련
-'17년 4월 모바일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첫 공식 인증(full recognition) 허가
-공식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데이터를 제출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질관리를 받
아야함

․ 미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CMS)에서 고령자 대상 당뇨병 예
방 프로그램 수가화
-'18년 1월부터 Medicare(65세 이상) 전당뇨 인구집단에 대하여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에 수가를 제공하기로 함
-1년차 최대 $480, 2년차 추가 $150을 지급하여 최대 $630까지 수가 지급
-15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잘 이수한 사람이 메디케어 재정을 $2,650까지 아낄 수 있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가화 결정

․ 의의
-고령자를 대상으로도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수
가화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
-65세 이상 인구 집단에서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을 활용하는 형태의 예방 서비
스를 정책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
-미국과 같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모바일과 예방을 결합하는 차원에서 효
용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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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고령자 케어에서의 인공지능 및 모바일 기술 활용 방안
․ 기존 접근이 주로 원격 진료와 관련한 방향으로 치우침
◾-국내의 경우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편으로 원격으로 진료를 보는 형태의

개입이 쉽지 않음
◾-원격으로 진료를 보더라도 의사가 개입된다는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에서 이
득이 적음

․ 국내 고령자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사용성
◾-눔코리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60대 이상 사용자 중 약 50%가 12주까지 활성을
보임
◾-스마트폰으로만 개입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시 매우 높은 사용성을 보임
◾-20-30대에 비해 스마트폰에서 활용하는 기능이 제한되어 오히려 distraction이 적은 편

․ 제안점
◾-고령자를 위한 영양 개입 서비스

․현재 진료 현장에서 영양과 관련된 개입이 쉽지 않은 상황
․3차 병원 수준에서 영양 및 운동과 관련된 교육이 1회성 오프라인 형태로 주로 이루
어짐

․스마트폰을 활용한 질환별 영양 개입이 유효할 것으로 봄
․고혈압, 당뇨병 뿐만 아니라 신장질환, 암 등의 중증질환에서의 영양개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임상영양사와 환자들을 연결하는 도구로서 모바일을 활용하는 것 제안
◾-보호자(care giver)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보호자들은 고령자에 비해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편
․보호자들이 재택에서 고령자들을 더 잘 관리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교
육/코칭 서비스 제안

․특히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보유한 고령자의 보호자의 경우 대부분 식사를 보호
자들이 만들어 제공하기 때문에 영양 개입을 하는 주체로서, 모바일로 교육/코칭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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