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TV를 활용한 군 원격의료의 

현황과 선호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전공 

오 병 권 

  



IPTV를 활용한 군 원격의료의 

현황과 선호도에 대한 연구 

 

 

지도 남 정 모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학과  

오 병 권 

  



오병권의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4년 6월 일 

 

 



감사의 말씀 

먼저 힘든 군생활가운데서도 함께하시고 2년간의 대학원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쏟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지도를 하는 동안 항상 친절하게 경청해 주시면서 가르침을 주셨

던 남정모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원격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

게 보건정보통계학회에 참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채영문교수님

께도 감사드립니다. 보건정보의 넓은 식견으로 폭넓게 볼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신 김석일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지도해주신 

박소희교수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학회에서 군 원격의료에 대

해서 발표하시고 논문과정가운데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윤문수 중령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강원도에서 자료를 조사하는데 아낌없이 도움을 주

셨던 의무대대장님과 조영교 대위와 정재호 대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쓰는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석사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신 심문숙 교수님 고맙습니다. 

2014년 6월  

오병권 올림 

 



차례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II. 이론적 배경 .................................................... 5 

1. 원격의료의 개념 ............................................. 5 

2. 군 원격의료의 발달 및 현황 .................................. 6 

가. 기본 화상 진료상담 체계(2005~2007) ...................... 6 

나. U-Army 시범사업(2007~2008) .............................. 7 

다. 국방 IPTV를 활용한 원격의료 선행연구 ................... 11 

III. 연구방법 ..................................................... 14 

1. 연구대상 ................................................... 14 

가. 실험군 ................................................. 14 

나. 대조군 ................................................. 15 

2. 연구의 틀 .................................................. 15 

3. 연구변수 ................................................... 16 

가.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 ................................... 16 

나. 설문지 구성 ............................................ 17 

다. 분석방법 ............................................... 17 

IV. 연구결과 ...................................................... 18 



1. IPTV를 활용한 군 원격의료사용 현황 ......................... 18 

가. 사용현황 및 기간별 횟수변화 ............................ 18 

나. 원격의료 이용별 특성 ................................... 18 

2. IPTV를 활용한 군 원격의료에 대한 일반 병사들의 선호도 ....... 21 

가. 설문현황 ............................................... 21 

나. 선호도 분석 ............................................ 22 

3.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호도 관계요인....................... 24 

가. 설문현황 ............................................... 24 

V. 고찰 ........................................................... 27 

VI. 결론 .......................................................... 32 

VII. 참고문헌 ..................................................... 36 

Abstract .......................................................... 39 

 

  



표 차 례 

표 1 읷반병사들의 원격의료 선호도 비교 ............................................................... 22 

표 2 선행연구의 읷반병사들과 2년후 읷반병사들이 읶지하는원격의료 조기짂료 

효과 비교....................................................................................................................... 24 

표 3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용특성별 선호도 ................................................. 25 

 

그 림 차 례 

그림 1 굮의관 미보직부대 원격의료 절차. ................................................................ 8 

그림 2 굮의관 보직의부대 원격의료 협짂절차. ....................................................... 9 

그림 3 원격의료 장비 구성. .............................................................................................. 9 

그림 4  IPTV 원격의료 장비........................................................................................... 12 

그림 5 연구의 틀 : 원격의료에 대핚 장병들의 선호도 및 의료서비스 현황 ....... 16 

그림 6 월별 굮 원격의료 시행횟수. ............................................................................ 20 

그림 7 월별 굮 원격의료 시행횟수. ............................................................................ 20 

그림 8 원격의료 도입시 장병들이 읶지하는 조기치료효과． ................... 23 

그림 9 원격의료 도입시 장병들이 읶지하는 조기대응효과． ........................ 23 

 

 

 

 

 

 

 

 

 

 

 

 



국 문요 약 

 

산악이나 해·강안에서 근무중인 장병이 부상 후에 즉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시범사업 중 하나로 화상면회용 국방 IPTV 를 2012 년 2 월에 도입하여 

2013 년 12 월까지 사용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 년간의 원격의료의 

사용횟수와 진료패턴을 분석하고 6 개월 후의 장병들의 원격진료에 대한 

선호도와 2 년후 선호도 그리고 미 도입군의 선호도에 관하여 비교하고 

의료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원격의료의 선호도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2 년간 원격의료는 총 117 회 시행이 되었으며 2012 년에 비해서 

2013 년이 29 건 감소하였다. 원격의료의 도입 2 년후 선호도는 평균 

4.83±1.87 로 미 도입군과 선도호가 차이가 없었으나 6 개월후의 

원격의료의 선호도에 비하여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이용자 

중에서 대대의무대를 이용하고 5 시간 이상 진료가 지연된 인원들에게서 

원격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 

본 연구는 2 년간의 원격의료에 대한 선호도가 부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통하여 사업초반과 동일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며 

의료인의 원격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장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격의료 장비의 최초 도입시에 원격의료만을 

위한 장비와 의료지원 시스템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구현이 된다면 원격의료 도입의 취지를 극대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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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전국 각지에 근무하는 국군 장병들은 대부분 산악지역이나 해∙강안 등 

즉각적 진료가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부상을 

당했음에도 제 시간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곳에 군인들에 대해 2005 년부터 

원격의료를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 시범운영은 2005 년부터 

2007 년까지 접적지역이나 섬 등 격오지부대와 후방지역 의무대를 대상으로 

기본화상진료상담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본원격의료상담의 

제한사항을 보완하여 2007 년부터 2008 년까지 의정부의 4 개 부대를 

대상으로 사단 의무대 및 국군수도병원이 원격의료 체계를 구축하는‘U-

ARMY’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시범사업에서는 네트워크 속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채영문, 윤문수, 2012). 

네트워크의 제한 사항을 극복하고자 현재 화상면회용 국방 IPTV 가 

보유한 빠른속도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시범 대상으로 폭우나 폭설 낙석 등에 취약한 지역이 

선정되었고 이 지역에 근무중인 장병들은 원격의료 장비들을 통하여 사단 

의무대의 전문의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원격의료장비는 

환자관찰장치인 활력징후(Vital Sign)와 심전도(ECG), 산소포화도(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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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ation)를 측정할 수 있고 전자청진기와 의료용스코프로 원격지에서 

전문의로부터의 진료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환자는 

사단의 전문의를 통해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국방부 

2013). 

2012 년 2 월부터 2012 년 8 월까지 국방 IPTV 를 활용한 

원격의료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해당부대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효과성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경험했던 49%의 장병들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고 1,357 명의 일반병사에게 원격의료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을 때 48%이상의 인원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윤문수, 등 

2013). 기존의 화상면회 용도로 도입된 국방 IPTV 가 원격의료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을 때 장병들의 만족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군부대에서 시행하는 원격의료에서 장병들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 Lam(2008)과 Sharareh(2013)은 군부대에서 

원격의료를 설치한 후에 장병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였을 때 대부분의 장병들이 만족한다고 조사하였다(Lam and 

Poropatich 2008, Sharareh and Schwarzkopf 2013). 일반적으로 많은 

환자들은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설문에서 만족한다는 답변을 

한다(Carr-Hill 1992). 이와 같이 원격의료와 관련된 설문에서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긍정적이라고 답변하였고 짧은 기간의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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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연구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를 간과할 수 있다고 

하였다(Whitten and Love 2005). 도입 후 6 개월이 지난 후 장병들에게 

원격진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을 때 막연한 장병들의 기대심리에 

의해서 그 결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의료인과 의료지원요소는 환자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Kowitlawakul(2011)는 의료인의 태도와 수용성이 원격의료장비의 

기능 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환자들의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Kowitlawakul 2011). 류시원(2006)은 원격의료는 이용하는 

환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의료인들의 편의도 고려되어야 효과적 

원격의료가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류시원 등, 2006). 또 Meade(2007)는 

원격의료의 성공적인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원격의료장비 하나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지원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Meade and Lam 2007). 

원격의료 도입 후 2 년이 지난 시점에서 도입 후 6 개월이 지난 결과와 

비교하여 원격의료의 선호도가 어느 정도 변했는지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용경험이 누적됨에 따라서 의료인과 의료지원요소를 

고려하여 개선하고 발전시킬 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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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2 년 2 월부터 2013 년 12 월까지 군 원격의료 

이용장병들의 이용횟수와 진료패턴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한다. 

또 도입군부대와 미 도입군부대 및 과거 사용부대의 장병들이 인지하고 

있는 원격의료의 선호도를 분석한다. 또 의료이용패턴 분석을 통해 

원격의료 효과를 분석한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 년간 국방 IPTV 를 통한 군 

원격의료 이용부대의 이용횟수와 진료패턴을 파악하여 원인을 분석한다. 

둘째, 원격의료 도입부대와 미 도입부대 및 과거도입부대 장병들이 

인지하는 원격의료의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간접경험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한다. 셋째, 의료이용자들의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의료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원격의료가 서비스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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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원격의료의 개념 

 원격의료는 의료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기술의 

사용이라고 정의되고 있다(Perednia and Allen 1995). 또한 원격의료는 

정보전달을 위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상담과 교육의 

제공이다(Kearney 1997). 세계의사회에서 원격의료는 임상정보와 자료등을 

기초로 하여 질병에 대한 중재, 진단 및 치료를 원거리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조언하는 행위라고 정의 하고 있다(WMA 2007).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이 의료활동에 있어서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WHO 1997). 

의료법 제 30 조 2 제 1 항은‚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함)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원격의료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국한하여 판단하고 

있다(이예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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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 원격의료의 발달 및 현황 

국방부는 군 의무발전 계획(2006)에 따라 격오지 근무장병에 대한 진료 

접근성 보장을 과제로 하는 원격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산악이나 해∙강안, 함정 등에 근무하는 장병들이 진료에 취약하고 

악기상이나 경계임무 때문에 마음대로 제시간에 외진을 가기가 힘든 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군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군 

보건의료기본법(2012)이 제정되어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고 군 내부에서 

IT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지원업무에 활용하는 등 지휘통신체계가 활성화가 

되었으며 IPTV 의 보급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한 기반체계가 조성되었다. 또한 

입영하는 의무사관의 감소로 필요한 부대들에 군의관을 보충하는데 

어려움이 생겼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마련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채영문, 윤문수, 2012). 

 

가. 기본 화상 진료상담 체계(2005~2007) 

연천의 육군 00 사단과 그 예하의 격오지 부대를 대상으로 1 년에 

20 여건의 원격의료가 시행되었고 울릉도와 해군 00 함대에서 9 개월간 

12 건의 원격의료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각각 1 년 이하의 이 시범사업은 

대상자수가 부족하여 실제 사용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 

효과성 평가가 불가능했고 사단급 의무근무대의 진료 역량(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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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여건 등)이 부족하였으며 군의관과 장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 시범사업을 통하여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많이 보유한 부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격오지 진료에 협진을 

추가시키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또 진료과목이 많은 군 병원에서 원격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상담뿐만 아니라 장비를 통하여 

원격판독과 후송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U-Army 시범사업(2007~2008) 

 기본화상 진료상담 체계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발전방안을 적용하여 

원격의료체계 디자인 및 적용이 시도되었다. 이는 일명 U-Army 사업으로 

생체감시, 물류체계 등 5 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대상은 

의정부소재의 육군 00 사단의 군의관이 보직되어있지 않은 부대를 포함하여 

4 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사단 의무대와 군 병원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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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굮의관 미보직부대 원격의료 절차. 

(출처 : 핚국보건정보통계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2) 

 

군의관이 보직되어있지 않은 부대에 환자가 발생할 시(그림 1)에 

환자는 원격의료실을 방문하여 의무 부사관이나 의무병을 통해 원격의료 

센터의 진료예약을 요청하면 예약된 일시에 원격의료 센터의 전문의에 

의해서 원격의료가 실시된다. 그 후 처방전과 소견서는 전산상으로 

전송된다. 환자의 질환이 경한 경우 원격지에 있는 의무 부사관이나 

의무병이 처방전에 맞춘 약품처방이나 처치가 이루어지고 중한 경우 

소견서에 따라서 병원으로 후송 조치된다. 

군의관이 보직이 되어있는 부대는 인턴을 마친 중위급의 군의관이 편성 

되어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대 군의관의 능력범위를 초과한 환자에 한하여 

상급부대의 전문의에게 협진을 요청하게 된다(그림 2). 원격의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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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진을 실시하고 처방과 처치를 현지 군의관에게 하달하여 현지 군의관이 

현장에서 처치를 하고 심각할 때에는 후송을 결정한다. 

 

그림 2 굮의관 보직부대 원격의료 협짂절차. 

(출처 : 핚국보건정보통계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2) 

 

 

그림 3 원격의료 장비 구성. 

(출처 : 핚국보건정보통계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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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장비는 기초 원격의료 기본장비, 생체정보측정장비, 

고급생체정보측정장비 등으로 구성되었다. 원격의료 기본장비는 진료용 

컴퓨터와 모니터, 화상통신용 컴퓨터와 모니터가 포함한 고성능마이크와 

화상카메라와 스피커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 생체정보측정장비는 

의료용스코프, 전자청진기, 생체신호분석기를 포함하고 

고급생체정보측정장비는 혈액분석기와 원심분리기, 심전도와 

포터블 X 선장비, X 선디텍터 및 보호장구가 포함된다. 원격지 부대는 

기본원격의료장비와 생체신호측정기, 의료용스코프 등 3 가지의 

기본장비들이 갖춰져 있고 전문의가 속해있는 상급부대의 의무대는 

기본장비들에 추가적인 생체정보 측정장비와 고급생체정보측정장비들이 

구성되었다(그림 3). 

원격의료의 대표적인 예는 군의관이 없는 00 전차대대인데, 이 

부대에서는 연간 41.2%인 321 건의 원격의료가 시행되었고 의무 부사관과 

의무병을 통하여 장비관리와 환자예약 등이 시행되었다. 해부대에서는 

원격의료의 관심을 가지고 원격의료실 확보 등의 여건을 제공하였고 처방전 

발행 등으로 비교적 정확한 투약이 가능했다. 또한 원격의료를 통한 처방은 

부작용이 적은 일반의약품 중심이다. 

전체적인 분석은 1 차진료 완료율이 43.2%로 다소 저조하였음을 

보여주었고 진단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진단기기에 불신이 그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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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성전달 지연으로 원격상담 시 환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했고 이로 

인해 네트워크 속도 개선(최소 1Mbps)이 요구 되었다. 원격협진은 총 

451 건이 시행되었고 사단 의무대와 군 병원의 군의관들간 협진을 위해 

시작하였으나 원격지 부대의 환자와 군 병원 전문의들의 직접적인 

원격의료로 변형되었고 현지 군의관이 진료하기가 어려울 경우 시행된 

화상을 통한 전문의의 진료후에도 진단이 힘든 경우가 많았다. 

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하여 원격의료 대상부대의 요건과 모델이 

개발 되었다. 대상부대 설치요건으로는 원격의료 대상부대의 

설치요건으로는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지원되고 적절한 장비설치공간이 

확보된 곳이어야 하며 군의관이 미 보직된 대대급 부대와 진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격오지 부대이다. 

 

다. 국방 IPTV를 활용한 원격의료 선행연구 

 과거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던 네트워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2 년 2 월부터 현재까지 기존에 설치되었던 국방 IPTV 의 

화상면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넓은 대역의 인터넷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과거에 시범사업의 모델처럼 이번에 시행된 원격의료는 

군의관이 보직되어 있지 않은 해발 1200m 지역의 GOP 와 1050m 

지역의 FEBA 부대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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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진행은 과거 시범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격지 부대에서 

사전에 진료를 요청하고 사단 의무대 전문의와 화상회의를 통하여 진료한다. 

원격의료 기본장비와 기초생체정보측정장치만 설치되었으며 

고급생체정보측정장비는 설치되지 않았다. 화상회의 카메라로 환자들의 

환부를 자세히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추가되었다. 

 

그림 4  IPTV 원격의료 장비. 

(출처 : 핚국보건정보통계학회, 2012) 

 

원격의료가 도입된 2 개 부대와 도입되지 않은 2 개 부대를 선정하여 

원격의료의 인지된 조기진료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설문대상은 강원도 

Y 군에 근무중인 일반 장병 1,357 명이고 설문세부 내용은 원격의료를 통해 

조기치료의 효과와 응급시 조기대응의 효과이다. 설문에 응한 일반병사 

1,357 명중 원격의료가 조기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인원은 665 명(48.8%)이었으며 원격의료가 응급 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한 인원은 703 명(52.3%)이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 일반병사다수가 

원격의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대상자로 

실제 원격의료를 경험한 인원은 77 명이었으며 설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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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40 명중에 38 명(95%)이 효과가 있었다고 답하였다. 원격의료만으로 

진료를 종결한 건수는 55 건(71.4%)이고 원격의료 이외에도 추가로 외진 및 

후송을 간 경우는 22 건(28.6%)이었다. 진료는 이비인후과가 가장 많았고 

질병의 종류는 편도선염과 감기가 가장 많았다. 원격의료는 사단 

전문의와의 진료를 위해서 사용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경과관찰을 위해서는 

6 번, 악천우에 외진이 제한으로 사용된 경우는 1 건이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격오지에 있는 장병들이 원외진료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진료접근성의 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윤문수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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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2 년 2 월 ~ 2013 년 12 월까지 국방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국방 IPTV 를 활용한 군 원격의료 시범사업’수행 중 2014 년 

3월에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연구이다. 

 

1. 연구대상 

대상자는 만 20 세 이상 25 세 이하의 강원도 Y 군에 소재한 부대에서 

근무중인 장병들로 DB 상의 데이터를 통해서 원격의료의 사용빈도와 패턴에 

대해서 분석된 인원은 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된 GOP 부대와 FEBA 부대의 

117 명이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FEBA 부대의 245 명이며 이용특성별로 

분류된 인원은 59 명이다. 또한 전∙후비교를 위해 선행연구의 설문에 

참여하였던 FEBA부대 347 명을 선정하였다. 

 

가. 실험군 

실험군은 2012 년 2 월부터 국방 IPTV 를 통하여 원격의료 장비를 

도입중인 부대로 1000m 고지에 모여있는 전투지역전단(Forward Edge of 

Battle Area:FEBA)부대이다. 총 142 명의대상자는 20 세~25 세 미만의 

남성이고 동일한 하루 일과를 보내고 같은 식단으로 식사를 하며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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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113 명은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일반 병사이고 

29명은 군 의무시설을 한번이상 이용해봤던 병사로 선정하였다. 

 

나. 대조군 

대조군은 군 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실험군 부대 인근의 

1000m 고지에 위치한 전투지역전단(FEBA)부대로 선정하였다.대조군 부대 총 

103 명의 모든 대상자는 20 세~25 세 미만의 남성이고 실험군 부대와 동일한 

하루 일과를 보내고 같은 식단으로 식사를 하며 비슷한 생활환경에서 

지내고 있다.73 명은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일반병사이고 30 명은 한번 이상 

군 의무시설을 이용해본 병사로 선정하였다.또 과거와 현재의 전∙후비교를 

위해 2012 년 실험군과 동일부대의 선행연구 자료(윤문수 등, 2013)의 

374명을 선정하였다. 

 

 

2. 연구의 틀 

2 년간의 원격의료의 사용량과 진료패턴을 독립변수로 서비스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또 원격의료 장비설치유무와 시행기간의 차이에 따라 

일반병사와 의료이용자가 인지하는 원격의료의 선호도를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또 의료서비스 이용특성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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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자승검정으로 분석하였고 원격의료가 서비스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 원격의료이용횟수변화, 진료패턴 • 원격의료서비스현황 

 
  

• 원격의료설치유무 t 검정 
• 원격의료에 대해 일반병사가 인지하는 

선호도차이와 간접경험의 영향 

• 원격의료시행기간 
 

•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이용자가 인지하는 

선호도차이와 간접경험의 영향 

 카이자승검정  
• 의료서비스 이용특성 • 의료서비스 실태 및 원격의료의 영향 

  

그림 5 연구의 틀 : 원격의료에 대한 장병들의 선호도 및 의료서비스 현황. 

 

 

3. 연구변수 

가.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 

설문지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는 병사들이 인지하는 원격의료의 

조기치료 효과, 응급시 조기대응의 효과로 표현되었다. 이두 가지 항목은 

선행연구(윤문수 등 2013)에서 제시한 자기기입형 설문지를 참고하였다.또 

설문지는 Likert 5 점 척도로 4 점은 매우 그렇다, 3 점은 그렇다, 2 점은 

보통, 1 점은 아니다, 0 점은 매우 아니다로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병사들이 인지하는 선호도는 두 항목을 합하여 0~8 점의 척도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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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지 구성 

설문은 접근성에 대한문항 7 문항, 진료만족도에 대한문항 5 문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측정도구는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기술수용이론(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과 

선행연구(윤문수 등 2013)를 참고하였다. 

 

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2 version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원격의료 

사용횟수와 진료패턴은 DB 상의 자료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원격의료의 

효과성 평가설문은 항목별 점수 평균을 산출하고, 도입군 집단과 미 도입군 

집단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참고하여 t-test 로 분석하였다. 

도입군 집단의 설문결과와 2012 년 선행연구(윤문수 등, 2013)에서 수집된 

자료를 개인 및 집단간 t-test 분석을 통하여 전∙후비교 하였다. 이용 

특성별 차이는 도입군과 미 도입군을 대상으로 카이자승검정으로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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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IPTV를 활용한 군 원격의료 사용 현황 

가. 사용현황 및 기간별 횟수변화 

2012 년 2 월부터 2013 년 12 월까지 총 진료 횟수는 2,196 회이며 

원격의료 사용횟수는 총 117 건으로 전체진료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비를 사용중인 GOP 부대가 총 진료 447 회에서 46 회(10%), FEBA 부대가 총 

진료 1749 회에서 71회(4%)를 하였다(그림 6). 

부대별 원격의료는 2012 년 원격의료가 설치된 GOP 부대 총 진료수 

174 건의 13%를 차지하는 24 건이 시행되었고 2013 년 총 진료수 273 건의 

8%를 차지하는 22 건이 시행되어 2 건이 감소되었다. 원격의료 장비가 

도입된 FEBA 부대는 2012 년 총 진료수 820 건 중 5%인 49 건이 실시되었고 

2013 년에는 총 929 건 중 2.3%인 22 건이 실시되어 전년도 대비 27 건이 

감소하였다(그림 7). 월별로 GOP 부대는 6 월에 원격의료가 다수 

시행되었으며 FEBA 부대는 11월에 다수의 원격의료를 실시하였다. 

 

나. 원격의료 이용별 특성 

진료유형별로 설문조사를 분류한 결과 전체 진료에서는 내과가 가장 

많았으나 원격의료는 GOP 부대가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내과 피부과 치과 

순으로 많았고 FEBA 부대는 정형외과 내과 치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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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었다. GOP 부대는 군의관의 접근이 쉽지 않아 감기나 편도염등 가벼운 

질병이었던 반면 FEBA 부대는 군의관이 가벼운 감기나 편도염 등은 

현장에서 대부분 진료하였기 때문이다. 

원격의료의 경험이 있는 5 명 중 원격의료를 사용했던 시기는 

경과관찰이 3 명, 악기상으로 사용한 것이 1 명 기타 외진버스를 놓쳐서 

화상진료를 한 인원이 1 명이었다. 사용한 방법은 화상면담을 한 인원이 

5 명 의료용 스코프를 활용한 인원들이 2 명이었다. 원격의료가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한 인원은 없었고 보통이라고 답변한 인원이 2 명, 효과가 

없다고 답변한 인원은 3 명이었다. 당시 진료는 허리통증과 손목, 손가락, 

인대 등 외과적인 환자가 4 명, 치통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 명이었고 

인대환자를 제외한 4 명이 원격의료만으로 진료가 종결되었다. 원격의료 

사용 중 불편했던 점으로는 시간제약이 2 명, 통신속도제한이 1 명, 기타 

군의관의 관심부족을 꼽았던 인원이 2 명 있었다. 원격의료를 하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견으로는 원격전담의사 배치가 2 명, 원격시스템 

통합운영 및 프로그램개선이 각 한명씩이었고 기타 준비시간단축을 지적한 

인원이 1 명이었다. 이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조기진료 효과를 조사하였을 

때 보통이라고 답변한 인원은 2명, 아니다라고 답변한 인원은 3 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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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월별 굮 원격의료 시행횟수. 

 

 

그림 7 월별 굮 원격의료 시행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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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감소 원인은 군의관의 인터뷰와 사단 의무대 담당자에 따르면 

접속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였다. 사단 의무대의 서버가 

PC 급으로 대용량의 영상정보 및 생체정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부대에 상주하는 서버관리자가 없어 장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외부업자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 또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화상면회용 

KT 전화카드가 필요한데 카드가 제 때에 보충이 되지 않아 원격의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원격의료를 전담하는 군의관이 부재하여 하루전에 

진료예약을 해야 현행업무로 바쁜 사단의 전문의들과 원격의료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군의관(일반의)이 보직되어 있는 부대에서는 장병들이 

원격의료를 통해서 사단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기 보다는 현지 군의관의 

통해서 직접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가 많았다. 

 

2. IPTV를 활용한 군 원격의료에 대한 일반 병사들의 선호도 

가. 설문현황 

원격의료의 조기진료의 효과를 평가를 위해 장병들이 인지하는 

조기치료의 효과와 인지된 응급시 조기대처 효과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나누어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체 평균은 2.46±1.07 으로 나타났다. 

조기치료 활용가능 항목 평균은 2.42±1.05 으로 나타났고, 응급시 

활용의도 항목은 평균은 2.51±1.09 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일반병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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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조기치료항목에 

도입군에는 2.34±1.02 의 평균이 나타났고 미 도입군은 2.52±1.09 로 

도입군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급시 조기대처항목에는 도입군이 

2.48±1.02 의 평균을 나타냈고 미 도입군은 2.55±1.19 의 평균이 분포되어 

역시 도입군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표 1). 

 

나. 선호도 분석 

조기치료와 조기대처 두 항목들 모두 차이가 없었고 두 항목을 합한 

선호도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도입군의 원격의료에 대한 간접경험은 

선호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표 1 일반병사들의 원격의료 선호도 비교 

변수 
도입군(n=142) 미도입군(n=103) 

p-value 
mean±SD mean±SD 

        

조기치료a 2.345±1.024 2.524±1.092 0.194 

조기대처b 2.485±1.022 2.553±1.194 0.643 

“
선호도 4.83±1.867 5.077±2.158 0.351 

5점 척도(0점:전혀동의안함, 1점:동의안함, 2점:보통, 3점:동의함, 4점:매우동의함) 사용됨 
a
조기치료: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보다 신속한 진단으로 조기치료에 도움을 줄것이다 

b
조기대처: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응급환자발생시 조기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선호도: 조기치료 효과 및 조기대처효과항목의합, 0점~8점 척도 

t검정,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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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원격의료 도입시 장병들이 인지하는 조기치료효과． 

 

 

그림 9 원격의료 도입 시 장병들이 인지하는 조기대응효과． 

 

2012 년에 도입군부대를 설문하였을 때 조기치료 항목에서는 

2.56±0.93 이었고 조기대처는 2.65±0.88 으로 2014 년 도입군부대에 

비해서 높았으며 선호도에서도 5.21±1.73 으로 높았다. t 검정으로 

비교하면 p-value 가 조기치료 항목은 0.028 으로 두 집단간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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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조기대처항목은 0.088 로 차이가 없었다. 두 항목을 합한 

선호도에서는 0.034 로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도입군부대는 

설치된 이후 2 년 동안 간접경험을 통하여 원격의료에 대한 선호도가 

부정적으로 변하였다.(표 2). 

표 2 도입 후 6개월과 2년 후 일반병사들이 인지하는 원격의료 선호도 

변수 
2년 도입군(n=142) 6개월 도입군(n=347) 

p-value 
mean±SD mean±SD 

        

조기치료a 2.345±1.024 2.564±0.936 0.028 

조기대처b 2.485±1.022 2.654±0.884 0.087 

“
선호도 4.830±1.867 5.219±1.736 0.034 

5점 척도(0점:전혀동의안함, 1점:동의안함, 2점:보통, 3점:동의함, 4점:매우동의함) 사용됨 
a
조기치료: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보다 신속한 진단으로 조기치료에 도움을 줄 것이다 

b
조기대처: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응급환자발생시 조기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선호도: 조기치료 및 조기대처 항목의 합, 0점~8점 척도 

t검정, p<0.05 

 

3.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호도 관계요인 

가. 설문현황 

의료이용자들의 선호도 전체 평균은 4.42±2.25 로 일반장병에 비해 

낮았으며 조기치료항목의 평균은 2.11±1.19 이며 조기대처 문항의 평균은 

2.30±0.66 이었다. 도입군의 조기치료는 문항의 평균은 1.89±1.11 이고 미 

도입군은 2.33±1.24 이었고 조기대처 항목에서는 도입군이 2.13±1.12 의 

평균이 미 도입군은 2.46±1.22 으로 모두 미 도입군이 높았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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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용특성별 선호도 

변수 
도입군(n=29) 미도입군(n=30) 

p-value 
mean±SD mean±SD 

 

조기치료a  1.896±1.113 2.333±1.241 0.159 

 대대의무실
* 1.667±0.888 3±0.816 0.035 

군병원 1.556±1.014 1.9±1.370 0.539 

 

1시간~5시간 미만 2.384±1.043 2±1.08 0.365 

5시간 이상
** 1.429±1.016 2.588±1.326 0.010 

조기대처b  2.137±1.125 2.467±1.224 0.287 

 대대의무실
* 1.812±0.910 3.25±0.957 0.048 

군병원 2±1.118 2.2±1.316 0.724 

 1시간~5시간 미만 2.384±1.12 2.307±1.377 0.877 

5시간 이상 1.786±1.121 2.588±1.121 0.057 
“
선호도 4.034±2.079 4.8±2.384 0.193 

5점 척도(0점:전혀동의안함, 1점:동의안함, 2점:보통, 3점:동의함, 4점:매우동의함) 사용됨 
a
조기치료: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보다 신속한 진단으로 조기치료에 도움을 줄 것이다 

b
조기대처: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응급환자발생시 조기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조기진료효과: 조기치료 및 조기대처 항목의합, 0점~8점 척도 

t검정, 
*
p<0.05 

 

전체적으로 도입군 의료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미 도입군에 비해서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용특성별 비교에서는 

대대의무실을 이용하고 5 시간 이상 진료지연이 되었던 도입군의 인원들이 

조기치료 항목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으며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또 도입군의 대대의무실 이용자는 조기대처 항목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고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표 3). 따라서 도입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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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의무실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인원들은 원격의료에 대해서 미 도입군에 

비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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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본 연구는 국방 IPTV 를 활용한 원격의료의 2 년간의 사용횟수와 전체 

진료대비 원격의료의 비율을 조사하였고 도입부대와 미 도입부대, 6 개월 

도입부대와 2 년 도입부대의 장병들이 인지하는 조기진료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간접경험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2 년간의 원격의료는 사용현황과 

이용특성별로 조사되었다. GOP 부대는 총진료 447 건 중에서 46 회로 

전체진료의 10%가 원격의료를 통하여 시행되었고 FEBA 부대는 총진료 

1749 회 중에서 71 건인 4%가 원격의료로 시행되었다. 전체적으로 

원격의료는 총 진료 2,196 건의 5.3%인 117 건이 시행되었고 사용횟수는 

2012 년에 73 건, 2013 년에 44 건으로 29 건이 감소하였다. Shareh(2013)는 

원격의료의 진료횟수의 변화를 통해 효과성을 확인하였다(Sharareh and 

Schwarzkopf 2013). 원격의료 장비 사용횟수의 감소는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시범사업초반에 원격의료를 

하도록 권장하였으나 시간이 지난 후 장비고장이나 화상면회용 전화카드의 

부족 등의 의료지원요소의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 되지 못하여 이용률이 

많이 저하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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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특성별 GOP 부대가 이비인후과가 많았고 FEBA 부대는 정형외과가 

많았다. 이는 군의관을 자주볼 수 없는 GOP 부대에서 감기 등의 가벼운 

질병을 원격을 통해서 진료하였고 군의관이 있는 FEBA 부대는 정형외과의 

중한 질병위주로 진료를 한 결과이다.  

FEBA부대에 비해서 GOP부대의 원격의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거리

상의 문제로 군의관의 진료를 자주 시행할 수 없는 부대에서 원격의료가 더 

많이 시행된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총 진료의 10%가 시행된 것으로 보아 원

격의료에 대한 필요가 상당히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원격의료에 대한 선호도는 4.99±1.99 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 조기치료 항목은 2.42±1.05 였고 조기대처항목에서는 

2.51±1.09 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입군과 미 도입군의 

원격의료에 대한 조기치료항목은 2.35±1.03 과 2.52±1.09 를 보였고 

조기대처항목은 2.49±1.02 와 2.55±1.19 가 나타났으며 두 항목을 합한 

선호도는 4.83±1.87 과 5.08±2.16 으로 모두 미 도입군이 도입군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원격의료장비 이용자들을 

통한 간접경험이 일반병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원격의료장비 6 개월 도입 후의 장병들의 원격의료 선호도와 2 년 

도입 후 선호도의 차이는 조기치료항목에서 2.56±0.94 와 

2.35±1.03 으로 2 년이 지난 후에는 부정적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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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선호도에서는 6 개월 도입군과 2 년 도입군이 5.21±1.73, 

4.83±1.87 로 나타났고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2 년 후에 

경험자들의 간접경험을 통해서 원격의료에 대한 선호도가 부정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jamasbi(2009)는 원격의료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가 긍정적일 때는 사용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하는 반면 

태도가 부정적일 때는 사용의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Djamasbi, Fruhling et al. 2009). 이를 통해 초반의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을 때에는 의료인이나 의료지원자들이 의욕적으로 하여 장병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으나 2 년 후 의료인과 의료지원자들의 관심부족과 

부정적인 태도가 장병들의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호도는 4.42±2.25 로 일반장병에 

비해 낮았고 특히 도입군에서 대대의무실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원격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증이 있고서 5 시간 이상 지난 

후에 진료를 받은 인원들도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 Forgas(2002)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측면 위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Forgas 2002). 이는 대대 의무실이용자들이 원격의료에 대한 

군의관과 의무병의 부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5 시간 

이상 진료지연 인원들은 진료지연으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이 원격의료의 

선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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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기까지 5 시간이상 소요된 병사가 51.8%와 54.8%로 많았으나 

5 시간 이하로 소요된 병사와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진료지연의 사유는 

전체에서 도입군부대 내의 장병들의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가 20.7%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미 도입군부대는 외진일이 아니거나 외진인원 제한의 사유가 31.5%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 미 도입군 부대가 외진인원제한으로 진료지연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부록 1). 이는 미 도입군 부대가 

외진인원에 대한 제한이 더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악기상(안개, 폭설, 

폭우)으로 진료지연이 있었던 사유는 도입군부대의 7.7%, 미 도입군부대의 

2.6%로 미미하였다. 진료결과 확인만으로 외진을 실시한 인원은 도입군과 

미 도입군 사이에 원격의료장비 보유여부가 검사결과 확인 등의 외진을 

가는 소요를 감소시키지는 않았다(부록 1). 

최초 화상면회용으로 도입되었던 국방 IPTV를 통하여 원격의료를 시행함

에 있어서 기존 장비에 원격진료에 필요한 부가적인 몇 개의 장비를 추가하면

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도입초기에 발견되지 않

았던 문제점이 식별되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적시에 되지 않아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물론 장병들의 선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처음 장비도입 시 악 기상이나 검사결과 확인을 위한 용도로 취지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군의관을 쉽게 볼 수 없는 GOP부대에서 총 진료의 10%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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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을 때는 GOP부대가 원격의료에 대한 필요가 있다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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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는 국방 IPTV 를 활용한 원격의료의 2 년간 시범사업의 

사용횟수와 진료패턴을 분석하고 사용유무와 시행기간의 차이에 따라 

원격의료의 선호도에 대해서 분석하여 원격의료의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2 년간 원격의료는 총 진료 2,196 건의 5.3%인 117 건이 시행되었고 

사용횟수는 시행초기인 2012 년에 77 건에 비해 2013 년에 44 건으로 33 건이 

감소하였다. 이는 원격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입군과 미 도입군에 원격의료의 조기치료와 조기대처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였을 때 원격의료에 대한 조기치료항목은 2.35±1.03 과 

2.52±1.09 를 보였고 조기대처항목은 2.49±1.02 와 2.55±1.19 가 

나타났으며 두 항목을 합한 선호도는 4.83±1.87 과 5.08±2.16 으로 모두 

미 도입군이 도입군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원격의료 이용자들을 통한 도입군의 간접경험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원격의료장비 도입 후 6 개월과 2 년 사용 후 선호도의 

차이는 조기치료항목에서 2.56±0.94 와 2.35±1.03 으로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2 년이 지난 후에는 부정적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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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선호도에서는 6 개월 도입군과 2 년 도입군이 5.21±1.73, 

4.83±1.87 로 나타났고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원격의료 시행 

2 년 후에 경험자들의 간접경험을 통해서 원격의료에 대한 선호도가 

부정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행초기에 의욕적으로 

시작하였고 의료인과 의료지원요소가 충분히 지원되어 선호도가 좋았으나 

2 년이 지난후에 도출된 의료인과 의료지원의 제한사항이 장병들의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은 4.42±2.25 으로 일반장병들에 비해서 

선호도가 낮았으며 특히 도입군에서 대대의무실을 이용하는 장병과 5 시간 

이상 진료가 지연된 적이 있는 장병의 선호도가 낮았다. 이는 원격의료에 

대한 대대 군의관의 부정적인 태도가 장병들의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5 시간이상 진료가 지연되었던 인원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선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초 화상면회 용도로 도입된 국방IPTV에서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 몇 

개를 추가하여 시행되었던 시범사업은 시일이 지날수록 장비고장 및 제반사항

의 문제로 인하여 의료제공자 및 장병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었다. 하지만 

GOP부대에서 총 진료의 10%가 넘는 원격의료 사용횟수는 군의관을 자주볼 수 

없는 소규모 부대에서 원격의료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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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제한사항으로 원격의료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접근성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였고 시범사업이 계획보다 연장되어 

사용상의 제한사항이 많이 도출된 면이 있었다. 또한 사용량이 많은 

GOP 부대를 대상으로 설문하지 못하고 FEBA 부대만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비교한 것으로 더 폭넓은 분석을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었다. 

군 원격의료에 관하여 몇 가지 제한을 하고자 한다. 원격의료 장비의 

최초 도입시에 화상면회용 장비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현하려 했었던 점에 

제한 사항이 있었다. 이전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넓은 

대역의 속도를 도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문제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원격의료만을 위한 장비와 의료지원 

시스템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구현이 되어야 원격의료 

도입의 취지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또 인터넷에서 사용중인 체계는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시행 중에 있는 LAN 증속사업과 

연계하여 국방망으로 이전한다면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방의료정보체계와 연계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넓은 대역의 

통신망인 차기전술통신체계의 배치와 더불어 전술망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전시에도 사용이 가능한 원격의료가 될 것이다. 또 원격의료 서버구축시 

전산관리자가 있는 군 병원급 이상의 제대에 설치해야 장비가 고장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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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적시적인 조치가 가능하며 원격지의 대대급 통신담당자를 통하여 

시스템 관리가 되어야 좀더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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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regarding Preference and Status of  

the Military Telemedicine  

Utilizing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Byung Kwon O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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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Jeong Mo Nam, Ph.D.) 

 

Demonstration projects for the military telemedicine allowing 

soldiers to get diagnosed right after he or she gets injured have been 

condu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conduct  one of the demonstration 

projects the Korean army had adopted the military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based telemedicine project (‚IPTV Project‛) on February 

2014 up to December 2013. Hence, this Study has analyzed patterns of 

medical treatment, number of treatment through telemedicine. This Study 

also analyzed comparison of patients’ preference rate between the 

following three groups: [1] group of patients who are treated with 

telemedicine 6 months after the adoption of IPTV Project (‚Group 

1‛)  [2] group of patients who are treated with telemedicine 24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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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adoption of IPTV Project (‚Group 2‛) [3] group of patients 

who are not treated with  telemedicine (‚Group 3‛) and it has 

synthetically scrutinized the preference rate of patients. 

The telemedicine has been conducted 117 times in total for 24 months 

of the IPTV Project and the number of treatment on 2013 was decreased 29 

times less than the one on 2012. The preference rate of Group 2 is 

4.83±1.87 on average and it shows no difference compared with Group 3, 

however, it is more negative than Group 1. There are negative effects on 

the telemedicine users who used a battalion medical detachment and 

experienced  more than 5 hours delay in receiving medical treatment 

among the telemedicine users.  

This Study has confirmed that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and 

give support the project continuously and negative perspective of health 

care providers can considerably influence soldiers through the changes 

of preference rate which was turned to negative status found by the 

analysis of 2 years of the IPTV Project  

It is necessary to deploy dedicated equipment and support system and 

it also needs to be provided to the actually required area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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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ning of the telemedicine projects to maximize the purpose of the 

telemedicin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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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의료이용자의 이용특성별 비교 
 

 

부록1 의료이용자의 이용특성별 비교 

변수 도입군 미도입군 p-value 

진료소요시간a    

 1시간~5시간 미만 48.1% 43.3% 0.72 

  5시간 이상 51.8% 54.8% 

진료지연사유a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41% 23.6% 0.1 

 야간, 주말, 휴일이 있어서 10.2% 7.9% 0.71 

 훈련, 경계 등 부대임무 관련 사유 30.7% 28.9% 0.86 

 외진일이 아니거나 외진인원 제한
* 10.2% 31.5% 0.02 

 외박, 휴가 등 개인과 관련된 사유 0% 2.6% 0.31 

 기상 때문(안개, 폭설, 폭우 등) 7.7% 2.6% 0.32 

 기타 0% 2.6% 0.31 

진료후 결과 확인을 위한 외진유무a    

 예 29.6% 41.3% 0.36 

 아니오 70.3% 58.6% 
a
카이자승검정,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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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군 원격의료 설문지  

 

국방 원격의료 관련 설문 

 

앆녕하십니까? 

국방부는 굮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12년 2월부터 GOP와 FEBA에 근무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짂하게 

되었습니다. 원격의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짂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사항들

을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 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굮의료체계 

개선을 위핚 논문연구 목적으로만 홗용됩니다. 여러분의 정성껏 응답핚 내용이 향후 

굮 의료체계 개선에 귀중핚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항상 앆전하고 강읶핚 굮생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본 설문은 12년 8월 22읷부터 14년 4월 7읷까지 (설문시점까지)가 짂료를 받은 내

용에 관핚 조사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ⅴ” 표를 해주십시오. 

 

[ 설문 내용 ] 
 

신분 입대읷(임관읷)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병(  ) 굮무원(  ) 

 

 

1. 귀하가 최근 1개월간 짂료 받은 횟수는? 

①없다. ②주 1회 ③주 2회 ④주 3회 ⑤주 4회 ⑥주 5회 이상 

 

2. 원격의료를 이용해 본적이 있습니까? ①예(   ) ②아니오(   ) 

 

2-1 “예”라고 답변시, 원격의료를 사용하였던 시기는 어떤 때 입니까? 

①악기상시(앆개, 폭우, 폭설 등) ②응급상황 ③읷과 후 ④전문의 상담필요 ⑤경과관찰 

2-1-1 원격의료 시 사용핚 방법은 무엇이었나요(중복가능) 

①화상상담 ②의료용스코프 ③혈압계 ④홖자 관찰장치 ⑤심전도 ⑥산소포화도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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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원격의료의 효과가 있었나요?  

①매우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그렇다 

  ☞ 그렇다면, 응급처치를 핛 수 있어 호전되었다. 그렇다(  )  아니다(  ) 

  ☞ 그렇다면, 사단의무대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렇다(  )  아니다(  ) 

2-1-3 “예”라고 답변시 최초짂료 후 짂료가 종료 되었습니까? ①예(   ) ②아니오(   ) 

☞ 그 당시 병명은?(  ) 

2-1-4 원격의료 중에 불편했던 점이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① 원격관리기술 ② 기초임상정보 획득 어려움 ③ 통신속도 ④ 약품사용핚계 

⑤ 의사의 비협조 ⑥ 시간제약 ⑦ 기타 (   ) 

2-1-5원격의료를 하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원격관리 전담의사 배치 ② 프로그램 개선 ③ 서버장애 개선 ④ 원격관리 적용 질병확대 

⑤원격관리 시스템 통합운영 ⑥ 기타(   ) 

 

2-2 “아니오”라고 답변시, 짂료받은 경험이 없다면 “3번”문항으로  

짂료받은 경험이 있다면 귀하가 짂료받은 곳은 어디 입니까? 

①대대 의무실 ②연대 의무중대 ③사단 의무대 ④민간병원 

☞ 그 당시 병명은?(   ) 

 2-2-1 최근 굮 의료기관에서 짂료 받은 경험이 있다면 처음 증상이 나타난 후 최초

짂찰을 받기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①1시간미만 ②1시간이상~5시간미만 ③ 5시간이상~10시간미만 ④10시간이상~24시간미만 ⑤24시간 ⑥2읷이상 

 2-2-2 처음 증상이 나타난 후 최초 짂찰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가능, 순위 명시) 예) 1위, 2위 

①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위)  ②야간, 주말, 휴읷이 있어서(  위) 

  ③훈련,경계 등 부대임무 관련 사유(  위)  ④외짂읷이 아니거나 외짂읶원 제핚 사유(  위) 

⑤외박, 휴가 등 개읶과 관련된 사유(  위) ⑥기상때문(앆개, 폭설, 폭우 등) (   위) 

 2-2-3 짂료 후 검사결과만을 확읶하기 위해 사단의무대나 굮병원으로 외짂을 간적

이 있다. 

 ①예(   ) ②아니오(   ) 

2-2-4  최초 짂찰 이후 사단급이상 외래짂료가 필요핛 시 직접 외래짂료를 가기 위

해 걸린 기간은? 

  ① 1읷미만 ② 1읷~2읷미만 ③ 2읷~3읷미만 ④ 3읷~4읷미만 ⑤4읷~5읷미만 ⑥5읷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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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읷이상 걸렸다면 그 이유는?(1줄 이내) 

 

3~4. 다음에 대핚 귀하의 의견은? 

설문내용 ①매우  

아니다 

②아니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보다 신

속핚 짂단으로 조기치료에 도

움을 줄 것이다. 

    

4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응급홖자 

발생 시 조기대처가 가능핛 것

이다. 

    

 

5. 굮 의료서비스에 대해 하고 싶은 말과 건의핛 사항이 있으면 기술하시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