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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uk/pdf/2017/05/smar
t-infrastructure-improving-healthcare-may-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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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Infrastructure: Improving Healthcare

의료서비스는 긴급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해야 하며, 복잡한
의학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국가가고령화사회로접어든시점에서, 모든고령

인구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헬스케어산업에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 (Smart Infrastructure)를 접목한

스마트 헬스케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개인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시설과주변인에게즉각적으로신호를보냅니다.

이러한 자동화된 프로세스는 응급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여 ,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병원 방문 횟수를 감소시켜, 기존의
의료서비스로도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예방뿐만 아니라 긴급상황이 발생한 후에도

응급차를 위한 신호등 자동조작, 환자의 정확한 위치전송,
치료진의 환자 치료 준비 등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벌써 영국, 싱가포르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향후
모든 사물과 시스템들이 연결되어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교환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기대됩니다.

향후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는 환자의 행동패턴 데이터를

축적하고 통계적 계산을 통해 건강의 예방과 처방 분야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것으로전망됩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uk/pdf/2017/05/smart-infrastructure-improving-healthcare-may-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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