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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의 응급 의료영상정보 시스템 

구현 및 성능 평가 

 

양양양양    건건건건    호호호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지도교수 유선국유선국유선국유선국>  

 

 

현재 국내에서는 CDMA-1X EVDO를 사용하여 제공되는 높은 대역폭의 

무선 모바일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제공 되고 있다. 모바일 기기들 또한 

편리한 통신 메카니즘으로써 자리잡아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응급 워크

리스트 시스템, DICOM-JPEG2000 변환 압축 모듈 그리고 통합 응급의

료정보 및 영상 조회 시스템, 모바일 웹 PACS 를 개발하였다. 또한, 

CDMA-1X EVDO 환경에서 응급의료진단을 위하여 응급 환자의 정보와 

영상을 조회할 수 있는 웹 기반의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은 Microsoft Windows 2003 server와 

internet information server로 구성을 하였고, 모바일 웹 PACS는 효과적

으로 환자의 정보와 영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Microsoft Access 2003 

환경에서 설계 및 구성하였다. 웹 기반의 모바일 시스템은 Microsoft 

Visual Studio .NET환경과 Microsoft Embedded Visual C++환경을 통합

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설계 및 구현하였다. 또한, CDMA-1X EVDO 

이동통신망은 언제, 어디서나 병원 내의 모바일 웹 서버와 모바일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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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병원 내의 시스템과 구급차 내의 시스템의 상호 원활한 커뮤니케

이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응급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곳에서 빠르게 접속하여 환자의 각종정보를 병원에 전송이 가

능하다. 특히, 영상은 JPEG2000으로 적절한 압축률을 가지고 압축하여, 

이동통신망의 대역폭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급차 내에

서 구급요원에 의하여 작성된 응급 환자정보와 휴대용 의료영상 촬영장치

를 통하여 획득한 영상을 해당 병원뿐만 아니라, 각종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단

이 유비쿼터스 환경 속에서 이루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

된 시스템을 연세의료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RW 6100 PDA Phone과 휴

대용 노트북에 내장한 다음, CDMA-1X EVDO 환경의 모바일 네트워크 

상에서 구급차와 병원 그리고 외부환경에서 영상전송시간을 측정하여 원

본 영상 보다 JPEG 2000 영상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전송이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16bit Brain CT영상을 사용하여, PSNR 

measurement와 의료영상압축 평가를 통해서 UMPC(Ultra Mobile PC)등

과 같은 각종 휴대용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의료영상의 판독이 가능

함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PDA phone, CDMA-1X EVDO, DICOM, JPEG 2000, 

mobile web P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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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의 응급 의료영상정보 시스템 

구현 및 성능평가  

 

<지도교수 유선국유선국유선국유선국>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양양양양    건건건건    호호호호  

 

ⅠⅠⅠⅠ. . . . 서서서서    론론론론    

 

핸드폰과 휴대용 임베디드 시스템 등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사용자가 

무선 단말기를 이용하여 이동 중 무선망을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엑세스하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선 인터넷 기술과 모바일 

이동 통신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다 1. 현재 

국내에서는 최적화된 모바일 이동 통신 환경에 맞추어 수준 높은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형 응급 의료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원격 의료 서비스는 앰뷸런스에 설치된 이동시스템과 병원에 있는 

고정시스템 및 이동 시스템에 연결하여 앰뷸런스에서 전송되는 환자 

데이터들을 병원에 있는 전문의나 전문가가 진단하여, 병원 전(Pre-

hospital)치료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병원 이송 중에 목숨을 잃는 

환자의 비율을 보면, 런던 같은 경우에 교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79%가 2 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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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잃었다 1. 만약 병원 전(Pre-hospital)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중의 8%정도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지역에서는 GSM(the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같은 

이동통신망이나 위성을 사용하여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현하기도 하지만, 

9.6kbps 정도의 대역폭을 가지는 GSM 망이나, 위성통신망도 환자정보를 

원활하게 보내는 데는 역부족이어서 이를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위성이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서 보내는 

연구가 활발한데, 데이터의 신뢰성 있는 송수신에 주로 중점을 두고 

연구되고 있다 1.  

원거리에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병원 내 

응급실의 응급의사가 미리 응급환자의 ECG, 혈압, 등의 생체 신호와 

환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환자 동영상, 환자의 의무기록 등의 

정보를 전송 받아 신속하게 의료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또한, 

국내에서 응급차 내에 휴대용 의료영상장비를 갖추는 것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환자의 방사선 영상이 응급환자의 진료에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3,4. 하지만 방사선 영상의 경우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방사선 영상 전문의를 통하여 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판독 결과를 응급의사로 하여금 숙지할 수 있도록 

응급의사와 방사선 영상 전문의와의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그러나 만약 방사선 영상 전문의가 병원외부에 있거나 담당의사의 

방사선 영상 판독이 불가능하여 영상 판독이 지연되어 환자에 대한 

대처가 늦어져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6,7.  

본 논문에서는 방사선 영상 전문의와 응급의사가 응급환자의 진단을 

병원뿐만 아니라 병원 외부에서도 빠르게 엑세스하여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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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통합 시스템을 설계하여 무선 이동 환경에서 우수한 데이터 

전송 능력을 보이는 3 세대 모바일 이동통신망인 CDMA-1X EVDO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응급환자의 영상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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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111. DICOM. DICOM. DICOM. DICOM    

지난 30년 동안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장비 사용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현대적인 방사선 장비를 이용한 분야나 임상적인 분야까지 다양한 디지털 

의료 장비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CT나 MRI를 이용한 분야에서 주도적

으로 발전되었다. 의료 분야의 디지털화는 의료 분야의 표준화를 주도하

였고 의료 작업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었다8. 이러한 디지털화는 

다양한 디지털 의료 데이터, 의료 장비, 저장소, 의료 정보 등의 통합이 

주된 관심사이며 제조사에 상관없는 표준화가 핵심 목적이다8,9.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은 방사선학 분

야의 핵심 표준으로 자리잡았고 다른 의료 분야에서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DICOM의 목적은 진단과 치료정보, 영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

의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연결성과 호환성, work-flow 최적화는 

DICOM의 주된 의도이다. 이 표준의 주된 특징은 사용자들과 제조사들의 

협력이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 관련 회사들은 DICOM 의원회의 회원이며 

연구소와 학교소속 학자들이 앞서 언급한 사용자 회원이다. 이러한 사용

자들은 방사선 분야뿐 아니라 심장학, 안과, 피부과 같은 개업의사들도 

포함한다.  

 

 DICOM은 ACR(American College of Radiology)과 NEMA(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의 협력에 근거하여 개발 되었다. 

1983년 ACR과 NEMA는 제조사들의 표준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합동위원회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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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ACR-NEMA 1.0 표준이 이들 합동위원회에 의해 발표 되었다. 

이는 'ACR-NEMA Standard Publications 300-1985' 라고 불린다. 이 표

준은 매체에 저장하고 통신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고 소유권이 없다. 

이 표준은 1988년 ACR-NEMA 2.0으로 개정되어 발표 되었다. ACR-

NEMA 2.0에서 이미 용어에 대한 정의와 자료 구조와 자료 부호화에 대

해 정의 하였다. DICOM 3.0은 ACR-NEMA의 개정판으로 1993년 발표 

되었다. 이전 버전의 표준과 달리 'Digital Communications in Medicine' 

으로 불리게 되었다. ACR-NEMA 2.0과의 주된 차이점은 네트워크 프로

토콜 규정을 ISO/OSI 모델을 신뢰하고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제

조사에 종속된 서비스를 다른 제조사의 서비스와 통신하게 하였다. 

DICOM 3.0에 사용된 자료 구조는 서비스와 대상(objects)에 유일한 구분

자(ID)를 부여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영상이

나 환자 데이터, 생체 신호 파형, 보고서까지 포함한다. DICOM은 계속해

서 발전하고 있고 이제는 Work-Flow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DICOM은 PACS와 의료정보

시스템분야 사이에서 중요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  

 

 DICOM과 ISO/OSI 모델의 유사한 점은 여러 계층으로 구성된 프로토콜

이라는 점이다. DICOM은 최상위 계층 프로토콜로 TCP/IP를 사용한다. 

이 최상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다른 모달리티를 검색하고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 또는 제공받는다. DICOM은 물리적 통신 매체와는 

무관하다8,10.  

 

DICOM은 의료 영상과 그와 관련된 데이터, 영상 전송과 영상 인쇄등의 

네트워크 지향 서비스, 데이터 교환을 위한 물리적 매체의 규격,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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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관리, 의료기기와 의료 소프트웨어의 적합문서(conformance 

statement)까지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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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 . . JPEG 2000JPEG 2000JPEG 2000JPEG 2000        

 

 

Figure 1.    Block diagrams of the JPEG2000 & Tiling.    

 

본 논문에서는 다량의 DICOM 영상을 무선 이동통신망 환경에서 

전송하는데 있어 대역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JPEG 압축방식보다 향상된 

새로운 정지영상 압축 방식인 JPEG2000 압축기술을 사용하였다. Figure 

1은 JPEG2000 algorithm의 block diagram이다. JPEG2000은 JPEG과 

달리 original 영상의 tiling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JPEG 은 original 

영상을 8×8pixel 단위로 tiling 하여 DCT 을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압축비율에서는 rectangle 모양의 artifact가 발생한다.  

JPEG2000 의 경우에는 영상의 tiling 하는 크기를 임의로 조절하여 

영상의 quality 를 향상하거나 메모리의 사용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3. 즉, tiling 의 크기를 작게 할수록 압축을 수행하는 하드웨어의 

메모리 사용을 감소시켜주는 장점이 있으나 영상의 quality 를 

떨어뜨림으로써 본 실험에서는 tiling 을 수행하지 않고 압축을 실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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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quality 를 최상으로 하였다. JPEG2000 은 2-dimensional 

DWT(discrete wavelet transform)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13.  

JPEG 에서 사용하는 DCT(discrete cosine transform)는 영상을 

주파수의 특성대로 변환하지만 JPEG2000 에서 사용하는 wavelet 

transform 은 영상을 scale 또는 resolution 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를 가지면서도 낮은 resolution의 영상으로 분해할 수 있다.  

여기서 JPEG2000 은 손실압축과 무손실 압축을 위해 각각 

Daubechies 9/7 floating point filter 와 5/3 integer filter 두 종류의 

filter 를 사용하는데, wavelet transform 수행 시 low-pass filter 로 

걸러진 영상은 낮은 resolution 의 영상을 가지게 되고, high-pass 

filter 로 걸러진 영상은 나머지의 상세한 정보를 가짐으로써 이 두 

정보를 종합하여 original 영상으로 완벽하게 재구성하게 된다 15.  

이렇게 transformation 된 영상정보들을 quantization 

하는데 JPEG2000 은 scalar quantization 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quantization step size라는 특정한 상수로 transformed coefficient들을 

나누는데 각각의 subband 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되어 

계산되어짐으로써 최적의 압축된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Encoding 방법으로는 MQ coding 방법을 사용하여, quantized 

coefficient 들을 most significant bit 에서부터 least significant bit 까지 

순차적으로 coding 함으로써 영상의 quality 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영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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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 . . Mobile WebMobile WebMobile WebMobile Web PACS PACS PACS PACS    

방사선학적인 영상 진단 촬영장치를 통하여 진단한 영상을 디지털 

상태로 획득·저장하고, 그 판독과 진료기록을 함께 각 단말기로 

전송·검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을 PACS(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라고 한다. 이 방식은 기존의 필름을 가지고 진단하고 판독하던 

병원의 업무를 컴퓨터와 네트워크을 통하여 병원의 업무를 처리해나가는 

역할을 한다 3.  

이를 통하여 연결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기본적으로 방사선과 의료 

영상 장비들 인데,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 (CT) ·자기 공명 

영상촬영장치(MRI)등 핵의학 영상 장비들이 있으며 초음파· 내시경· 

현미경 등의 이미지도 연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의료영상 장비가 

의료영상저장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상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필름 없는 병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영상 표시 및 처리, 정보 통신 및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정보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interface)와 정보저장관리 등의 기술들이 융합되어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방사선과에서는 필름 비용 절감, 인건비 절감, 

필름 보관 비용 절감, 미판독 이미지들의 감소, 특수검사 판독 지연 감소, 

관리업무 축소, 반복검사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3.  

또한 임상 의사는 이미지의 동시 활용, 임상정보의 증대, 즉각적인 

이미지 확보, 무익한 외래 및 수술 환자의 진료 감소, 판독 의사와 임상 

의사 간의 원활한 의사교환, 진료 환자 수의 증가, 입원과 외래 환자의 

이미지 및 판독 결과 활용성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환자는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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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량 감소, 불필요한 외래와 수술에 따른 진료비 감소, 재검사 횟수 

감소, 결과 및 임상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는 효과가 있다 3.  

본 논문에서 설계 및 개발된 mobile web PACS 시스템은 응급 

의료시스템에 특화된 시스템이며, 수 많은 응급 환자들의 정보와 영상을 

함께 보관 및 저장 하는 역할을 하고, 무선 인터넷 기반의 모바일 웹 

환경에서 연동이 가능하다. 

기존 PACS 는 병원 내 환경에서만 의료영상 획득과 디지털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응급환자 이송 시나 의사가 외부에 주재하는 경우 각종 

의료영상 검사결과를 출력해 환자와 함께 전송, 검사와 판독에 많은 

시간이 소비됐다. 

하지만, mobile web PACS 를 도입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관련된 의료영상의 판독·조회가 가능해져 의료영상의 촬영자와 

판독자가 다른 곳에 위치해도 바로 처치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장비가 덜 갖춰진 협력 병원에도 웹을 통해 영상을 제공하게 

돼 협력 병원에서도 환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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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 . . CDMACDMACDMACDMA----1X EVDO1X EVDO1X EVDO1X EVDO    

CDMA-1x EV-DO(1x-Evolution-Data Only)는 `꿈의 이동통신`이라고 

불렸던 IMT-2000 을 실현할 첫 번째 기술이다. 퀄컴이 기존의 

CDMA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고속 무선데이터 전송 기술로 기존의 

CDMA 규격과 망을 대부분 그대로 이용하면서 빠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17. 다운로드 2.4Mbps, 업로드 154.2Kbps 의 속도로 유선에서 

사용되는 ADSL 방식과 똑같이 무선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퀄컴은 CDMA 

One 과 CDMA 2000 기술을 상용화시킨 경험으로 `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일명 High Data Rate)를 개발했으며 유럽의 표준인 비 동기식 

IMT-2000 에 대응하고자 이를 1x EV 라고 칭하고(1X EV 는 크게 1x 

EVDO 와 1x EVDV 가 있다). 현재 Phase1 규격인 EVDO 는 규격이 

완료되어 한국에서 상용화가 되었고 일본 등이 상용화를 거의 완료한 

상태이다. Phase2 규격인 IX EVDV 는 현재 규격 논의가 한창이며 최근 

규격제정에 한국의 삼성, LG 등 대기업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다. 특히 EVDV 는 고속 무선 데이터와 음성을 동시에 

향상시킨 사실상의 동기식 IMT-2000 이다 12. (한국의 경우 LG 텔레콤이 

준비중인 동기식 IMT-2000 서비스가 CDMA 1X EVDV 와 3x EV 이다) 

SK 텔레콤이 2000 년 10 월에 시작한 CDMA 1X 의 경우, 원칙적으로 

음성위주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다소 변형적인 고속 Packet 데이터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으므로 전송속도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Ix EVDO 의 고속 데이터 전송기술을 사용하면 보다 빠른 속도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져 현재의 June, Fimm 과 같이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나 멀티미디어 다운로드가 가능해 졌다. 현재 June, Fimm 의 

가입자는 CDMA2000 과 1x EV e 동시사용(듀얼 모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평상시에는 CDMA 2000으로 음성 서비스를 받고, 필요할 때만 EV모드로 

전환하여 고속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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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 between CDMA- 1x EVDO and previous network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했던 IS-95A/B 및 CDMA2000 1x 를 EVDO 와 

비교하면 위의 표처럼 표현해 볼 수 있다. 1x EVDO 는 기존의 IS-

2000 무선 프로토콜과는 완전히 다른 고속 데이터 전송만을 위한 전용 

규격으로서 최대 전송속도가 2.4M 까지 가능하며, 시스템을 구현할 때도 

기지국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고, 나머지 시스템 및 망 구성요소는 이전 

네트워크의 장비를 공통으로 사용한다 12. 서비스 측면에서는 `Wireless 

IP`로 기지국에서 교환기나 기지국 제어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터넷 

망에 접속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음성위주로 구현된 교환기를 거치지 

않으므로 고속 데이터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무선 

전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퀄컴의 모뎀 칩은 MSM4500 부터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MSM5500 이상의 칩은 앞서 말씀 드린 것 

같이 cdma2000 1x 와 Cdma2000 1x EVDO 을 동시에 지원하는 Dual 

Mode 방식이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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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procedure of mobile service access using CDMA-1x EVDO    

 

이처럼 유선환경과 같이 빠른 속도의 대역폭을 제공하는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서 응급 상황 시, 발생하는 환자의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신속하게 병원에서 대처 함으로써 환자의 상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 의료시스템을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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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개발환경개발환경개발환경개발환경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 진단을 위한 응급 의료영상정보 시스템에 대한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다.  

 

                (1) (1) (1) (1) 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하드웨어    

•Server: MS Window 2003 Server / MS Internet Information Server 

6.0, Microsoft, USA  

•Client: RW 6100 (Intel Bulverde PXA 270 520 MHz Processor, 128M 

Intel State Flash ROM, 240 * 320 Pixels, WLAN, CDMA-1X EVDO) 

운영체제 Pocket PC 2003, LG Electronics, Korea  

 

                (2) (2) (2) (2)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Microsoft Access 2003, Microsoft, USA  

 

                (3) (3) (3) (3)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개발개발개발개발    툴툴툴툴    

•Microsoft Visual Studio .NET 2003, Microsoft, USA  

•Microsoft Visual C++ 6.0, Microsoft, USA  

•Microsoft Active Sync, Microsoft, USA  



 -15- 

•Microsoft Embedded Visual C++ 4.0, Microsoft, USA  

•Mobile Internet Toolkit, Microsoft, USA  

•ASP.NET 1.0, Microsoft, USA  

•Aware JPEG 2000 Library, Aware Corporation, USA 

•Lead Tool JPEG 2000 Library, Lead Corporation, USA  

  

                (4) (4) (4) (4)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환경환경환경환경    

•CDMA-1X EVDO (Maximum Forward Bandwidth = 2.46Mbps,                  

Maximum Backward Bandwidth = 154 K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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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6. 응급응급응급응급    의료영상정보의료영상정보의료영상정보의료영상정보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설계설계설계설계    및및및및    개발개발개발개발        

 

 

Figure 4.    The whole system is composed for effective emergency diagnosis    

 

Figure 5.    Patient image acquired acquisition modality is effectively transmitted, 

considering the bandwidth of the mobile network. 

 

응급 구조차, 응급환자가 후송될 병원 그리고 외부의 3 가지 공간을 

고려하여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었다. 휴대용 영상촬영 장치로부터 

획득한 영상은 응급 환자가 해당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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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송된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있는 응급 의사가 

전송된 영상을 빠르게 받아서 확인 및 판독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영상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게 된다. 그래서 

mobile web PACS 시스템은 응급환자로부터 획득한 JPEG2000 영상과 

응급환자정보로 구성된다. 모바일 웹 서비스는 Internet Information 

Server 와 mobile web PACS 가 연동하여 제공되며, 무선 전송망으로 

CDMA 1X-EVDO 를 이용하였다. 또한 모바일 웹 서비스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PDA Phone을 통해 제공되도록 하였으며, 로그인 

서비스를 추가하여 보완기능을 강화토록 하였다. [Figure 4] 응급 

워크리스트 시스템은 응급환자의 다양한 개인 정보와 의료관련정보를 

입력 받도록 한 다음, 환자가 후송될 병원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하였다. 

DICOM viewer 는 휴대용 영상촬영 장치로부터 획득한 영상을 응급 

구조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JPEG2000 compression module 은 

DICOM 영상을 JPEG2000 의 고효율 압축 방식을 이용하여 압축하여 

병원에 빠르게 전송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ure 5]  

Figure 6.    Radiologists in hospital can quickly diagnose the emergency patient by 

using an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integration 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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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정보 통합 뷰어는 CDMA 1X-EVDO 모바일 네트워크상에서 

응급 구조차로부터 전송 받은 영상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송받은 각종 환자 영상과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mobile web PACS 를 구성하였다. [Figure 6] 시스템 구성에서 응급 

환자를 후송하게 될 병원에는 응급 환자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갖게 되며, 응급 환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응급차 내에서 무선망을 통해 보내온 응급 환자와 관련된 의무기록, 

그리고 생체 데이터 및 방사선 영상을 관리하게 된다. 

 

Figure 7.    Comprising a mobile web service in order that radiologists can 

diagnose emergency patients anywhere, anytime. 

그리고 방사선 영상 전문의나 응급 환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허용된 

의사들은 인증 과정을 거쳐 언제, 어디서나 휴대용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하여 응급 환자의 의료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효과적인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차세대 인터넷 OS 로 주목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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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과 차세대 인터넷 언어로 각광 받고 있는 XML 을 기반으로 하여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었다. 또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응급 환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인터페이스인 OLE DB로 연결하여 구성 하였다. 그리고 휴대용 임베디드 

시스템이나 모바일 폰 등의 기기의 종류에 상관없이 어떠한 웹 

브라우저라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NET 기반의 Mobile 

Internet Toolkit을 사용하여 웹 서비스를 구성하였다.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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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결결결    과과과과    

 

1. 1. 1. 1. 전체전체전체전체 s s s system ystem ystem ystem 구현구현구현구현    및및및및    개발개발개발개발    

 

본 논문에서 설계된 응급의료영상정보 시스템은 각종 소프트웨어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듈 사이에서의 호환성을 위해 동일한 Microsoft 

development 환경에서 구현이 되었다.  

 

실제 휴대용 의료영상 촬영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응급 구조차 내에서의 

환경을 위해 응급 구조사가 응급환자의 정보를 신속하게 입력하여 해당병

원에 미리 전송할 수 있도록 emergency worklist transmission system

을 개발하였고, 휴대용 의료영상 촬영장치로부터 획득한 영상을 좁은 대

역폭 공간의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빠르게 전송

할 수 있도록 JPEG2000 compression 모듈이 내장되어 있는 DICOM 

viewing & transmission system이 개발되었다.  

 

또한, 응급환자가 후송될 해당병원에서의 환경을 위해 환자의 정보와 영

상을 응급의사와 방사선 영상 진단의가 함께 검토하며 빠르게 환자에 대

한 진단이 이루어져 환자의 상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emergency 

medical integration viewer를 개발하였고, 환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

리하여 추후에 응급환자의 각종 기록 검토나 진료를 위해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mobile web PACS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병원 내에 mobile web PACS와 연동되는 서버를 통해서 각

종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환자의 영상과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wireless mobile emergency patient information &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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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system을 개발하여 병원 내에서의 방사선 진단 전문의의 

부재, 외부 병원의 방사선 전문의 검토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중에도 의

료영상의 판독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1) Emergency Worklist Transmission System (1) Emergency Worklist Transmission System (1) Emergency Worklist Transmission System (1) Emergency Worklist Transmission System     

 

현재 응급의료상황 발생 시, 응급 구조사는 응급구조서식지에 서면 형태

로 환자의 각종 정보와 상태를 기록하게 된다. 하지만, 환자의 정보를 담

고 있는 서식지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응급 구조사에 의해 기록 되어지기 

때문에 정보가 잘못 쓰여질 우려가 있다. 또한, 서식지의 정보가 응급환

자의 상태를 미리 진단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응급환자가 해

당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 응급의사나 전문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환자

의 Pre-hospital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응급 구조사가 환자의 정보를 응급 구조차 내의 워크스테이션 환

경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입력한 후, 환자가 후송될 병원에 미리 전송하여 

담당의사가 환자의 치료에 앞서 환자의 상태와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

도록, 다음과 같은 user interface 화면을 갖는 emergency worklist 

transmission system을 Microsoft Visual C++ 6.0환경에서 개발하였다. 

[Figu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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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8888. . . . User interface of emergency worklist transmission system (patient name, accident 

content, biosignal dara etc.) 

 

emergency worklist transmission system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순서로 

병원 서버에 접속한 후, 환자의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Figure 9] 또한, 

환자의 정보를 소규모의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는 워크스테이션

에 저장하여 추후 필요 시, 응급 구조사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환자의 

정보를 다시 수정 및 검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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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9999. . . . Order of transmission about emergency patient information from emergency car 

to hospital  

 

 

(2)(2)(2)(2) DICOM DICOM DICOM DICOM ---- JPEG 2000 Image Conversion JPEG 2000 Image Conversion JPEG 2000 Image Conversion JPEG 2000 Image Conversion    

 

휴대용 의료영상장비를 통하여 응급환자의 부상 부위를 촬영한 뒤, 빠른 

시간 내에 영상을 무선망을 통하여 후송할 병원에 미리 전송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응급 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stroke 

영상인 CT Brain (16bit, 512 x512) 영상을 선정하여 본 시스템에 적용해 

보았다. 

 

 하지만 CT에서 발생한 Brain영상은 하나의 영상 크기가 500KB에 달

하며, 일반적으로 대략 30 ~ 50장의 영상을 한번에 전송해야 하기 때문

에 이처럼 많은 양의 의료영상은 전송 시간의 효율성을 저하 시키게 된다. 

 

  따라서 응급환자의 영상에 대하여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 시, 방사선 

영상 전문의에 의해 판독 될 영상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판독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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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지영상에 대한 국제 표준안인 JPEG 2000 

압축방식을 적용하였고, 영상을 임상적 진단에 비교적 적합한 압축률인 

10:1로 변환하여 모바일 네트워크 망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Figure 10] 

 

A. Original Image             B. 10:1 Compressed Image  

Figure Figure Figure Figure 10101010. . . . Conversion from DICOM image to JPEG 2000 image    

 

(3)(3)(3)(3) Emergency Medical Image Transmission SystemEmergency Medical Image Transmission SystemEmergency Medical Image Transmission SystemEmergency Medical Image Transmission System    

 

 

Figure Figure Figure Figure 11111111. . . . Viewing images acquired from medical image acquisition modality and 

conversion from DICOM images to JPEG 2000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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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의료영상촬영장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어 의료영

상장비가 병원뿐만 아니라 응급 구조차 내에도 탑재될 예정이며, 방사선 

영상 역시 응급환자 진료에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휴대용 의료영상장비가 응급 구조차 내에 갖추어져서 환자의 영

상을 획득하더라도 환자가 후송될 병원에 도착한 후, 영상을 방사선 전문

의에게 전달한다면, 휴대용 의료영상촬영장치의 큰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응급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  

 

그래서 휴대용 의료영상장비로부터 획득한 영상들을 곧바로 환자가 후송

될 병원에 미리 전송하여 방사선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

록 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Microsoft Visual C++ 6.0환경에서 Leadtool JPEG2000 Encoding 

Library, KDICOM Library를 이용하여 emergency medical image 

transmission system을 개발하였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송 

시간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기 위해 판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을 압축하여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Figure Figure Figure 12121212. . . . Order of transmission about emergency medical images from emergency car to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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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medical image transmission system의 user interface는 위

의 그림과 같으며, JPEG 2000 모듈을 내장하여 메뉴에서 JPEG 2000 

compression을 클릭하게 되면, DICOM 영상을 10:1의 JPEG 2000 영상

으로 압축하여 새로운 다이얼로그에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Figure 11] 

 

그리고 해당 병원의 네트워크 정보를 셋팅한 다음, 압축된 영상을 해당 

병원에 전송하게 되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영상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

거나 해당 병원에 영상이 수신되지 않았을 경우, 지속적으로 영상을 반복 

전송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Figure 12] 

 

(4)(4)(4)(4) Emergency Medical Integration ViewerEmergency Medical Integration ViewerEmergency Medical Integration ViewerEmergency Medical Integration Viewer    

 

응급 구조차 내에서 획득한 환자의 영상과 정보는 모바일 네트워크 망을 

통하여 환자가 후송 될 병원에 전송되게 된다. 그래서 응급 환자와 영상

을 응급 의사 및 담당 전문의를 비롯한 방사선 전문의가 함께 커뮤니케이

션을 취하며 빠르게 환자의 치료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응급 구조차로부터 전송 받은 응급 환자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Microsoft Visual C++ 6.0 환경에서 Leadtool JPEG200 Decoding 

Library를 활용하여 emergency medical integration viewer를 개발하게 

되었다. [Figure 13]   

 

Emergency medical integration viewer는 병원에서 담당의사와 방사선 

전문의가 환자의 정보와 영상을 환자가 도착 하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환

자의 빠른 진단에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만약 방사선 전문의가 사용하

게 될 경우, digital image processing function 기능을 제공하여 보다 자

세하고 정확한 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송 받은 환

자의 정보와 영상을 mobile web PACS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추후

에 환자의 정보와 영상을 다시 review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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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13131313. . . . Viewing patient information and medical image (compressed image using 

JPEG2000) for emergency room in the hospital  

 

(5)(5)(5)(5) Mobile Web PACSMobile Web PACSMobile Web PACSMobile Web PACS    

 

응급 환자는 수시로 발생하며, 해당 병원에서는 수 많은 응급 환자의 정

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응급 환자는 본 논문에서 개

발된 응급의료영상정보시스템에 의해서 pre-hospital 치료와 진단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환자의 영상은 

병원 내의 PACS 시스템에서 보관이 불가능 하다. 또한, 만약 원격의료서

비스가 필요할 경우, 많은 응급 환자의 정보가 철저한 보안서비스가 적용

된 서버와 연결되어 외부 병원에서의 담당 전문의들의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응급 환자의 정보와 영상을 위한 별도의 보관 및 저장소

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응급 환자 구조 서식 중에 꼭 필요한 항목(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고 시간, 사고 장소, 혈압 등)과 환자 영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28- 

수 있도록 Microsoft Access 2003을 사용하여 응급 의료에 최적화된 

mobile web PACS를 설계하였다. [Figure 14] Mobile web PACS는 병원 

내의 의료영상저장소인 PACS와는 달리 응급환자의 정보관리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병원 내의 서버와 연동되어 인터넷을 통하여 응급 환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외부 전문의의 자문 역시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ure Figure Figure Figure 14141414. . . . Design of mobile web PACS 

 

 

(6)(6)(6)(6) WWWWireless ireless ireless ireless MMMMobileobileobileobile    EEEEmergency mergency mergency mergency PPPPatient atient atient atient IIIInformation & nformation & nformation & nformation & IIIImage mage mage mage 

CCCCommunication ommunication ommunication ommunication SSSSystemystemystemystem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임상의들의 사용을 고려하여 PDA Phone 웹 브라

우저 상에서 프로그램 동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보편

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무선 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였다. 해당 병원의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PDA Phone의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해당 URL로 

접속을 하면 응급환자의 정보와 영상을 조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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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 Process
EM Patient List

EM Patient Info.

Image View

Login Process
EM Patient List

EM Patient Info.

Image View

 

Figure Figure Figure Figure 15151515. . . . User interface of Wireless Mobile Emergency Patient Information & Image 

Communication System 

 

 첫째, 반드시 사용자 인증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응급 환자에 대한 정보

에 대해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료진들만 환자정보와 영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잘

못된 입력 사항에 대해 PDA Phone의 웹 브라우저 상에 표시되도록 하였

다.  

 

 둘째, 사용자 인증 뒤에는, 병원 내에 있는 mobile web PACS 내의 환

자 이름에 해당하는 필드 부분만을 쿼리하여 PDA Phone의 웹 브라우저 

상에 보여주도록 하였고, 사용자로 하여금 검색하고자 하는 환자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도 사용자 화면에 표시 

되도록 하였고, 로그아웃을 하지 않는 한 웹 브라우저를 종료하고 다시 

열었을 때, 다시 재로그인 없이 계속해서 응급 환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사용자가 조회하고자 하는 환자 이름을 선택 후, 병원 내에 있는 

응급 환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한 환자이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쿼리하여 PDA Phone의 웹 브라우저 상에 항목 별로 표현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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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 환자 정보를 조회한 후, 다른 환자의 정보 조회 시, “뒤로” 버

튼을 클릭 하여 다른 환자의 정보 역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환자영상조회” 버튼 클릭 후, 해당 환자의 JPEG 2000영상

을 병원 내에 있는 응급 환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하여 PDA 

Phone의 웹 브라우저 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에서는 영상과 관련하여 BMP, TIFF, JPEG 등의 파일만을 지

원한다.  

 

그래서 JPEG 2000 영상을 조회하기 위해서 Leadtool JPEG 2000 

Decoding Library를 사용하여 Pocket PC 2003에 맞게 Microsoft 

Embedded Visual C++ 4.0 개발 툴을 이용하여 JPEG 2000 ActiveX 컨

트롤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ActiveX Control을 PDA Phone 내에 DLL 파

일로 삽입하기 위해 Cab 파일로 구성하여 Microsoft Active Sync를 이용

하여 PC환경에서 제작한 ActiveX 컨트롤을 PDA Phone내에 설치하였다.  

 

Wireless Mobile Emergency Patient Information & Image 

Communication System은 PDA Phone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 디바

이스의 medical application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병원에서 응급 

환자의 진단 시, 방사선 전문의 부재나 외부 전문의의 자문, 원격의료영

상판독 서비스 등이 필요 할 때,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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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System System System System 성능평가성능평가성능평가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개발된 응급의료영상정보 시스템이 실제 진료환경에서 사

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실

험 및 데모를 하였다. 

 

먼저 응급 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급성 뇌 질환을 고려하여 신촌 세

브란스 병원에서 진단방사선과의 판독의에 의해 뇌질환이 있다고 판명된 

환자 7명의 CT Brain DICOM(16bit, 512x512) 영상과 정상이라고 판명

된 환자 5명의 CT Brain DICOM(16bit, 512x512) 영상을 구하였다. 총 

12명의 CT Brain DICOM 영상들을 Leadtool JPEG 2000 Compression 

Converter Software를 이용하여 JPEG 2000 압축 영상으로 5:1에서 

100:1까지의 압축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 위의 원본 영상과 

압축된 영상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인 CDMA-1x EVDO 환경에서 의료정

보 중 가장 큰 데이터의 양을 차지하는 의료영상의 전송시간을 측정하여 

응급 상황 시, 영상의 활용 가능성을 가늠해보았다.  

 

두 번째는, 원본 의료영상과 JPEG 2000 compression ratio에 따른 압

축영상 사이의 영상의 quality를 비교하기 위해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값을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실험에서 계산된 PSNR 값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방사선 전문의가 원본 영상은 판독용 모니터에서 압축된 영상은 휴대용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비교 평가하도록 하여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의 

영상판독의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1) Transmission Time Measurement(1) Transmission Time Measurement(1) Transmission Time Measurement(1) Transmission Time Measurement    

 

개발된 응급의료영상정보 시스템의 각종 모듈들을 노트북과 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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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UMPC(Ultra Mobile PC)와 같은 휴대용 모바일 디바이스에 탑재

한 후, 응급 구급차와 유사한 환경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동 중에 

CDMA-1x EVDO 환경에서 원본영상과 원본영상을 JPEG 2000 

compression ratio에 따라 압축한 영상의 전송시간을 측정해보았다. 노트

북은 CDMA-1x EVDO를 지원하는 X-Note Express LW20-EV3MK(LG 

Electronics)를 사용하였다. 

 

Table 1은 원본 영상과 JPEG 2000 compression ratio에 따라 압축된 

영상을 이동 중인 ambulance car에서 응급 환자가 후송될 병원에 

CDMA-1x EVDO 환경에서 전송했을 때의 전송 시간을 나타낸다. Table 

1에서의 전송 시간은 총 12명의 환자 CT Brain 영상 중 Random으로 5

장을 선정하여 30번을 데모하여 평균화한 전송시간 값이다.  

 

원본 영상과 5:1 압축 영상만을 비교해도 뚜렷한 전송시간의 차이를 

볼 수 있으며, JPEG 2000 영상 압축이 제한된 모바일 네트워크의 대역폭

에서 전송 시간의 효율성을 향상 시켜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5:1에

서는 5.21초, 10:1에서는 3.89초의 짧은 전송 시간을 보여줌으로써, 응급 

상황 시, 촬영된 방사선 영상이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1. The result of average transmission time of various compression ratios from 

ambulance car to hospital – brain CT image (attempt number = 30) 

RatioRatioRatioRatio File SizeFile SizeFile SizeFile Size Theoretical Trans. Time (s)Theoretical Trans. Time (s)Theoretical Trans. Time (s)Theoretical Trans. Time (s) Actual Trans. Time (s)Actual Trans. Time (s)Actual Trans. Time (s)Actual Trans. Time (s) 

OriginalOriginalOriginalOriginal 543kB 28.1s (at 154Kbps) 39.11±6.11s 

5:15:15:15:1 36.4kB 1.93s (at 154Kbps) 5.21±0.09s 

11110000:1:1:1:1 24.1kB 1.54s (at 154Kbps) 3.89±0.03s  

30:130:130:130:1 12.9kB 0.97s (at 154Kbps) 2.26±0.04s 

40:140:140:140:1 9.87kB 0.73s (at 154Kbps) 2.13±0.03s 

50:150:150:150:1 7.59kB 0.42s (at 154Kbps) 1.98±0.03s 

100:1100:1100:1100:1 4.45kB 0.33s (at 154Kbps) 1.88±0.0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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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은 원본 영상과 JPEG 2000 compression ratio에 따라 압축

된 영상을 응급환자가 후송된 병원 내에 설치된 mobile web PACS에서 

병원 외부에 존재하는 휴대용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CDMA-1x 

EVDO 환경에서 전송해 왔을 때의 전송 시간을 나타낸다. Table 2에서의 

전송 시간은 총 12명의 환자 CT Brain 영상 중 Random으로 5장을 선정

하여 30번을 데모하여 평균화한 전송시간 값이다.  

 

RatioRatioRatioRatio File SizeFile SizeFile SizeFile Size Theoretical Trans. Time (s)Theoretical Trans. Time (s)Theoretical Trans. Time (s)Theoretical Trans. Time (s) Actual Trans. Time (s)Actual Trans. Time (s)Actual Trans. Time (s)Actual Trans. Time (s) 

OriginalOriginalOriginalOriginal 543kB 1.78s (at 2.4Mbps) 5.43±1.22s 

5:15:15:15:1 36.4kB 0.11s (at 2.4Mbps) 1.93±0.22s 

11110000:1:1:1:1 24.1kB 0.08s (at 2.4Mbps) 0.65±0.07s  

30:130:130:130:1 12.9kB 0.04s (at 2.4Mbps) 0.44±0.03s 

40:140:140:140:1 9.87kB 0.03s (at 2.4Mbps) 0.22±0.02s 

50:150:150:150:1 7.59kB 0.02s (at 2.4Mbps) 0.19±0.02s 

100:1100:1100:1100:1 4.45kB 0.01s (at 2.4Mbps) 0.14±0.02s 

Table 2. The result of average transmission time of various compression ratios from 

hospital to portable mobile device – brain CT image (attempt number = 30) 

 

JPEG 2000 영상 압축이 제한된 모바일 네트워크의 대역폭에서 전송 

시간의 효율성을 향상 시켜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5:1에서는 

1.93초, 10:1에서는 0.65초의 짧은 전송 시간을 보여줌으로써, 응급 상황 

시, 촬영된 방사선 영상이 휴대용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지 환자의 진료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PSNR Measurement(2) PSNR Measurement(2) PSNR Measurement(2) PSNR Measurement    

 

원본 의료영상과 JPEG 2000 compression ratio에 따른 압축 영상 사

이의 영상 quality를 비교 분석 하기 위해 PSNR 값을 계산하게 되었다. 

총 12명의 환자의 영상을 JPEG 2000 compression ratio에 따라 압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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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PSNR 값을 계산하였다. 복잡한 수식의 계산은 Aware JPEG 2000 

Compression Factor Software를 이용하여 계산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

다.  

 

PSNR 값을 계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Table 3은 Original 영상과 압축된 영상간 quality 비교를 위해 계산된 

PSNR 값을 JPEG 2000 compression ratio에 따라 보여준다. 5:1, 10:1의 

압축 비에서 각각 52.64dB, 40.54dB의 값을 보였으며, 40dB 이상의 값

은 이 두 압축 비에서만 계산되었다.  

 

비록 다른 의료영상에 비해 CT Brain 영상이 높은 압축 비율을 갖는 영

상에서는 영상의 quality가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5:1, 10:1 압축의 영상

은 높은 영상 quality의 PSNR값을 보여주었으며, Transmission Time 

Measurement 에서 우수한 전송 성능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응급상황 

시, CT Brain 영상의 JPEG 2000 압축 영상의 사용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Figure 16은 각각의 압축비율 별 PSNR의 값을 그래프로 보여

준다.  

 

RatioRatioRatioRatio    PSNRPSNRPSNRPSNR    RatioRatioRatioRatio    PSNRPSNRPSNRPSNR    

5:1 52.64±0.22 35:1 25.36±0.47 

10:1 40.54±0.17 40:1 24.18±0.53 

15:1 34.96±0.07 45:1 23.35±0.64 

20:1 31.12±0.25 50:1 22.70±0.32 

25:1 28.44±0.40 100:1 19.08±0.55 

30:1 26.47±0.24   

Table 3. The results of PSNR for various compression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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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The graph of PSNR for various compression ratios. 

 

(3) Evaluat(3) Evaluat(3) Evaluat(3) Evaluation of Medical Image Cion of Medical Image Cion of Medical Image Cion of Medical Image Compressionompressionompressionompression    

 

위의 PSNR Measurement에 의하여 높은 image quality의 PSNR값을 

보여준 5:1, 10:1 압축 영상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에 의하여 원본 영상

과의 비교를 통해 임상적으로 진단에 적합한 영상인지 평가하기 위해 

Alberta Stroke Program Early CT Score(ASPECT)19 라는 scoring 

system을 이용하였다.  

 

ASPECT는 판독의가 CT Brain 영상 내의 특정 지점에서 발생하는 현

상을 보고, 국소적인 허혈성 상태가 나타나는 곳에는 1 값을, 넓은 범위

에 걸쳐서 허혈성 상태가 나타나는 곳에는 0 값을 매기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Total 점수가 10점에 가까울수록 정상이며, 0점에 가까울수록 질

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12명 환자의 원본 영상에 대해 ASPECT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JPEG2000으로 압축한 영상들에 대해서 ASPECT를 수행하였다. 하나의 

영상을 평가하는데 10초 이상의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원본 영상

의 판독을 위한 viewing monitor는 TOTOKU사의 CV812R, 18.1 ’

monitor를 사용하였고, 압축 영상의 판독을 위한 viewing device는 휴대

용 UMPC(Ultra Mobile PC)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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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의에 의한 임상 평가 결과를 통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Wilcoxon signed rank test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original 영상과 압축 영상의 점수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라는 

초기가설을 세웠다. 

 

ASPECT 라는 scoring system 의해서 작성된 테이블은 다음과 같다. 

12명 환자의 영상에 대하여 ASPECT를 수행한 결과, 5:1 압축영상, 10:1 

압축영상이 원본 영상과 유사한 판독 결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Wilcoxon signed rank test 결과 original 영상과 압축 영상의 점수차

이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value > 0.05) 즉, 판독의에 의

한 평가에서 JPEG2000 압축방식으로 10:1까지 압축한 CT brain 영상은 

원본 영상과 차이가 없음을 말해준다. 

 

 

Table 4.    The ASPECT test result of original image    

 M1 M2 M3 M4 M5 M6 C L IC I Total 

2556249 1 0 0 0 0 0 0 0 1 0 2 

3021141 1 1 1 1 1 1 1 0 1 0 8 

3092143 1 1 1 1 1 1 1 0 1 1 9 

3756925 1 1 1 1 1 1 1 1 1 0 9 

3784945 1 1 0 1 1 0 1 0 1 0 6 

4124531 0 0 0 0 0 0 0 0 1 0 1 

4157412 1 1 1 1 1 1 1 1 1 0 9 

4172456 0 0 0 0 0 0 0 0 1 0 1 

4189776 1 1 1 0 0 0 1 1 1 0 6 

4243230 1 1 1 1 1 1 1 1 1 1 10 

4243232 0 1 1 1 1 1 1 1 1 0 8 

4262154 1 1 1 1 1 1 1 0 1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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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ASPECT test result of 5:1 compression image 

 

Table 6. The ASPECT test result of 10:1 compression image 

 M1 M2 M3 M4 M5 M6 C L IC I Total 

2556249 1 0 0 0 0 0 0 0 1 0 2 

3021141 1 1 1 1 1 1 1 0 1 0 8 

3092143 1 1 1 1 1 1 1 0 1 0 8 

3756925 1 1 1 1 1 1 1 1 1 0 9 

3784945 1 1 0 1 0 0 1 0 1 0 5 

4124531 0 0 0 0 0 0 0 0 1 0 1 

4157412 1 1 1 1 1 1 1 1 1 0 9 

4172456 0 0 0 0 0 0 0 0 1 0 1 

4189776 1 1 1 0 0 0 1 1 1 0 6 

4243230 1 1 1 1 1 1 1 1 1 1 10 

4243232 0 0 1 1 1 1 1 1 1 0 7 

4262154 1 1 1 1 1 1 1 0 1 0 8 

 M1 M2 M3 M4 M5 M6 C L IC I Total 

2556249 1 0 0 0 0 0 0 0 1 0 2 

3021141 1 1 1 1 1 1 1 0 1 0 8 

3092143 1 1 1 1 1 1 1 0 1 0 8 

3756925 1 1 1 1 1 1 1 1 1 0 9 

3784945 1 1 0 1 0 0 1 0 1 0 5 

4124531 0 0 0 0 0 0 0 0 1 0 1 

4157412 1 1 1 1 1 1 1 1 1 0 9 

4172456 0 0 0 0 0 0 0 0 1 0 1 

4189776 1 1 1 0 0 0 1 1 1 0 6 

4243230 1 1 1 1 1 1 1 1 1 1 10 

4243232 0 0 1 1 1 1 1 1 1 0 7 

4262154 1 1 1 1 1 1 1 0 1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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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0:1까지 압축된 영상이 원본 영상과 비교하여 유사함을 보여줌

으로써 JPEG 2000 압축 영상이 임상적으로 진단에 적합한 영상이며, 휴

대용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서 영상 진단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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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찰고찰고찰고찰    

 

현재 국내에서는 최적화된 모바일 이동 통신 환경에 맞추어 수준 높은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형 응급 의료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응급차 내에 휴대용 의료영상장비

를 갖추는 것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환자의 방사선 

영상이 응급환자의 진료에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방사선 영상 전문의와 응급의사가 응급환자의 

정보와 영상을 병원에서 빠르게 엑세스하여 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 무선 이동 환경에서 우수한 데이터 전송 능력을 보이는 3세대 

모바일 이동통신망인 CDMA-1X EVDO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응급

환자의 영상과 정보를 조회 하여 판독한 뒤, 구조차 내에 있는 응급 구조

사와 빠르고 신속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수 있도록 모바일 컴퓨팅 환

경에 최적화된 응급 의료영상정보 시스템을 개발 하고, 평가해 보았다. 

 

Medical image compression evaluation을 통하여 10:1 까지의 JPEG 

2000 압축 영상이 원본 CT Brain 영상과 image quality 측면에서 동일

함을 보였으며,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서 Forward Link 사용 시, 0.63초

의 빠른 시간내에 영상이 전송 될 수 있음을 확인 함으로써 JPEG2000 

영상이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 실제 응급 의료서비스와 함께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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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결결결론론론론    

 

본 논문에서 응급 상황 시, 모바일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빠르고 

진보된 환경 속에서 응급 환자에 대한 보다 나은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

기 위해 CDMA-1X EVDO 무선네트워크 기반의 의료영상정보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이 시스템에서는 방사선 영상뿐만 아니라 혈압과 같

은 생체 데이터를 환자 정보 상에 보여줌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의료진단

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병원 밖에서 이동 중 테스트 결과, 영상

의 종류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1초 이내에 영상이 빠르게 PDA 

Phone 웹 브라우저 상에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향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 u-Hospital 시스템에서 사용하기로 결정

된 RW-6100 PDA Phone으로 테스트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시스템의 설계는 확장성을 고려하여 모듈별로 프로그래밍 하였고, XML 

웹서비스를 컴포넌트로 삼아 분산 컴퓨팅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에 맞춰 이동형 응급 의료 시스템

과 유기적인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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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Emergency Medical 

Imaging Informatics System for Mobile Computing 

Environment 

 

Keon Ho Yang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Kook Yoo) 

 

The wireless mobile service with a high bit rate using CDMA-1X EVDO is now 

widely used in Korea. Mobile devices are also increasingly being used as the 

conventional communication mechanism.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the 

emergency worklist system, DICOM-JPEG 2000 compression module, and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integration viewer, mobile web PACS. We have also 

developed a web-based mobile system that communicates patient information and 

images, using CDMA-1X EVDO for emergency diagnosis. It is composed of a 

mobile web application system using the Microsoft Windows 2003 server and an 

internet information service. A mobile web PACS used for a database managing 

patient information and images was developed by using Microsoft access 2003. A 

wireless mobile emergency patient information and imaging communication system 

is developed by using Microsoft Visual Studio.NET, and JPEG 2000 Viewer for 

PDA phone was developed by using the Microsoft Embedded Visual C++. Also, the 

CDMA-1X EVDO is used for connections between mobile web server and the 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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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and between ambulance car and hospital. This system allows fast access to 

the patient information database, storing both medical images and patient 

information anytime and anywhere. In particular, images were compressed into a 

JPEG2000 format and transmitted from a mobile web PACS within the hospital to 

the radiologist using a PDA phone located outside of the hospital. Also, this system 

shows radiological images as well as physiological signal data, including blood 

pressure, vital signs, and etc, in the web browser of the PDA phone so that 

radiologists can diagnose more effectively. We successfully demonstrated this 

system using an RW-6100 PDA phone used in the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in Korea . Also, we identified diagnostic possibility of mobile device about 

emergency medical imag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 PDA phone, CDMA-1X EVDO, DICOM, JPEG 2000, mobile web 

P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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