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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고고고속속속 하하하향향향 패패패킷킷킷 접접접속속속 통통통신신신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응응응급급급 의의의료료료 정정정보보보 전전전송송송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축축축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응급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초동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환자의 생명을 구
제하고 치료 이후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으며,이러한 이유로 응급 환자
이송 중 환자의 생체 신호 및 응급 현장의 영상과 음성을 진료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생체 정보 전송 시스템은 그 통신 가능 영역이

진료 기관 내부만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원거리의 응급 의료 정보 전송에는 적합
하지 않다.2세대 이동 통신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을 이용한 시스템은
환자의 생체 신호와 실시간 동영상,음성을 한꺼번에 전송하기에는 그 속도가 충
분하지 않고,전송 데이터의 품질이 낮아 의료진에게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
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전파 음영 지역에서는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환자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5세대 무선 이동 통신인 고속 하향 패킷 접속(HSDPA :

High-SpeedDownlinkPacketAccess)을 이용하여 환자의 생체 신호 및 환자 측
현장의 동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양방향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은 실제 구급차의 운행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체 신호,
동영상,음성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험을 거쳐 본 시스템이 진료 기관 도착 전 단
계의 의료 지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또한 장시간 누적
저장된 송수신 데이터를 비교하여 패킷 손실 정도를 계산하고,전파 음영 지역에
서의 전송 속도와 통신 품질 측정을 통해 고속 하향 패킷 접속을 이용한 시스템
이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용도로 적합함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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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환자의 생체 신호와 관련된 12종류의 파형 데이터와 20종류의 수치
데이터,113종류의 이벤트 데이터를 전송 가능하여 의료지도에 필요한 풍부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었고,320×240픽셀의 컬러 영상을 2fps로 양방향 전송하여 환
부 판독이 가능했으며,음성은 8비트/64kpbs의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전송,구급
대원과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시스템을 연결
한 상태로 강원도 산간지역 국도 334㎞의 거리를 5.85시간동안 평균속도 57.1㎞/h
로 주행 실험한 결과,1회의 통신 단절이 발생했고,총 생체 신호 송신 패킷
81.25MB중 누적 수신 패킷 11.43KB이 손실되어 0.013%의 패킷 손실률을 나타냈
다.
결과적으로 고속 하향 패킷 접속을 이용한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은 그 전송

속도와 전송량,통신 품질에 있어서 응급 의료 분야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수준의
성능을 보였으며,프로토콜 표준 제정,EMR 연동 기능 및 기지국 정보를 이용한
구급차 위치 파악 기능 추가,구급대원 착용형 장비 개발 등 부가적인 시스템까지
가세하면 응급 의료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되는 말 :응급 의료 정보,무선 통신,고속 하향 패킷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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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예상치 못한 돌발 사고나 급성 질병에 의한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에 대한 신속
하면서도 적절한 초동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환자의 생명을 구제하고 치료 이후에
도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더욱이 위중한 응급 환자의 경우는 시간이
지체 될수록 환자의 상태도 급속히 악화되기 때문에,진료 기관에 도착하는 즉시
치료나 수술이 이루어져야만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응급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이송 중에 환자의 생체 신호 데이터

와 현장의 동영상,구급 대원의 음성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무선으로 진료 기관에
전송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전문 의료인의 의료 지도를 유도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또한 이송 중 전송된 풍부한 응급 의료 정보를 바탕으
로 진료 기관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환자 도착 즉시 수술이나 치료를 시작
할 수 있으므로,고속의 무선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의 도입은 더욱 필연적
이다.[1]
위와 같은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무선 통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고속 전송할 수 있어야 하고,둘째는 전송

간 데이터의 왜곡이나 단절이 없어야 하고,셋째는 전파 음영 지역이나 구급차의
이동 속도 등에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며,마지막으로 응급 의료 정보 전송만을
위한 전국적인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전국에 채널이 확보된 기간 통신망을 이용해야 한다.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환자 생체 정보 전송 시스템이나 긴급 의료진

호출 시스템은 이미 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실제 진료 기관에서도
널리 실용화 되어 있지만,이러한 통신 방식은 기지국 반경이 작아 통신 가능 영
역이 진료 기관 내부만으로 제한되고,무엇보다 이동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원거리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다.
제 2세대 이동 통신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CodeDivision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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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통신을 이용한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은 현재 지역별 권역 응급 의
료 센터를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시범 서비스 중이나,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방식은 음성 통화를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환자의 신상 정보,생체 신호 정
보,동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전송하기에는 그 전송 속도가 충
분하지 않다.
또한 전송 데이터의 품질이 낮아 원거리의 의료진에게 풍부하고 정확한 환자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단점 이외에도 일부 산간 지역이나 건물 지
하 등의 소외된 지역에서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오히려 위와 같은 전파 음영 지역에서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서비스가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최근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광대역 무선 데이터 공중망을 이용하

면 다량의 응급 의료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 3.5세대 무선 이동 통신인 고속 하향 패킷 접속 통신을

이용하여 구급차 측에 설치된 환자 생체 신호 모니터링 장비에서 출력되는 파형
및 수치를 무선 송신,원거리의 진료 기관에 위치한 전문 의료진 측에 디스플레이
해주고,응급 현장과 진료 기관 간에 동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양방향
전송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을 실제 구급차의 운행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체 신호 데이터,동영상,음성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험을 거쳐 본 시스템이 진료
기관 도착 전 단계의 의료 지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주행 실험간 장시간 누적 저장된 송수신 데이터를 비교하여 패킷

손실 정도를 계산하고,전파 음영 지역에서의 전송 속도와 통신 품질 측정을 통해
고속 하향 패킷 접속을 이용한 시스템이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용도로 적합함을
검증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제2장에서는 고속 하향 패킷 접속에 대한 이론

적 배경에 대해 소개하고,응급 의료 정보 전송용 통신으로 고속 하향 패킷 접속
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제3장에서는 고속 하향 패킷 접속을 이용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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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의 설계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제4장에서는 실험 방법
과 실험 결과에 대한 고찰과 함께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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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222...111세세세대대대별별별 무무무선선선 이이이동동동 통통통신신신
무선 이동 통신의 세대 구분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Union)에서 주관하고 있으며,가장 큰 구분 조건은 전송 속도
이다.
음성 통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 1세대 통신은 FM(FrequencyModulation)방

식의 아날로그 통신으로 그 특성상 혼선이 발생하고 주파수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10kbps이하의 전송 속도 때문에 데이터 통신은 불가능하다.
본격적인 디지털 통신으로 등장한 제 2세대 통신은 현재 이동 통신 서비스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대한민국과 북미를 비롯한 주변 지역은 코드 분할 다중 접
속 방식,유럽 지역은 GSM(GlobalSystem forMobileCommunication)방식을 그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사용 주파수에 따라 800㎒를 사용하는 cellular와 1.8㎓를
사용하는 PCS(Personal-CommunicationServcies)로 구분되며,전송 속도는 최대
64kbps이다.2세대 통신은 통화 품질이 1세대 보다 우수하고 보안성도 확보되었으
며,정지 화상 전송을 비롯한 저속의 데이터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제 3세대 통신인 IMT-2000은 비동기식인 WCDMA(WidebandCodeDivision

MultipleAccess)와 동기식인 CDMA2000으로 구분되며,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단말기 상향 교체와 함께 그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주파수 대역도 2㎓
이상으로 진입했고,최대 2M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동영상은 물론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까지도 전송이 가능하다.
WCDMA가 진화한 고속 하향 패킷 접속,무선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와이

브로는 지금까지 소개된 음성 통화를 목적으로 하는 무선 통신과는 달리 데이터
통신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이론적으로 24.8Mbps에 육박하는 그 전송 속도
덕분에 제 3세대와 차별화 된다.제 3세대와 제 4세대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
다는 의미에서 3.5세대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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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상용화 예정인 제 4세대 통신은 정지 상태에서는 최대 3.6Gbps의
엄청난 전송 속도를 자랑하며,이동 중에도 최대 100Mbps의 속도를 지원한다.아
직 표준화가 진행 중인 관계로 사용할 주파수 대역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각 세대별 무선 공중망의 특징과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2]

구구구분분분 표표표준준준기기기술술술 상상상용용용화화화시시시기기기 주주주파파파수수수대대대역역역 전전전송송송속속속도도도 주주주요요요서서서비비비스스스

1세대
아날로그 통신
(AMPS,

TSCS,NMP)
1981년 200㎒∼900㎒ 10kbps

이하 음성

2세대
TDMA,

CDMA,GSM,
PDC

1991년 800㎒∼1.8㎓ 14.4kbps∼
64kbps

음성,
단문메시지,
저속인터넷

3세대 WCDMA,
CDMA2000 2000년 2.0㎓∼2.1㎓ 144kbps∼

2Mbps

음성,
장문메시지,
동영상통화,
고속인터넷

3.5세대 Wibro,
HSDPA 2006년 2.1㎓∼2.3㎓ 1.4Mbps∼

24.8Mbps

음성,
동영상통화,
고속인터넷

4세대 UMTS,TDD,
NeMA,NoLA

2012년
이후 미정 100Mbps

∼3.6Gbps

고화질동영상통
화,고속인터넷,
멀티미디어

표 1.세대별 무선 이동 통신의 종류와 특징

222...222고고고속속속 하하하향향향 패패패킷킷킷 접접접속속속

222...222...111와와와이이이브브브로로로와와와 고고고속속속 하하하향향향 패패패킷킷킷 접접접속속속
1998년 유럽을 중심으로 제 2세대 이동 통신인 GSM 계열은 진화된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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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3GPP(3rdGenerationPartnershipProject)라는 단
체를 출범시켰다. 3GPP는 2000년 3월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으로 불리는 제 3세대 이동 통신인 WCDMA 서비스를
표준으로 확정하였고,이 WCDMA가 진화를 거듭하여 2002년 3월 3GPPRelease5
규격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인정받은 서비스가 바로 고속 하향 패킷 접속이다.
고속 하향 패킷 접속은 최대 14Mbps의 전송 속도를 확보하여 기존 CDMA 통

신 방식에 비해 최대 220배 이상,WCDMA 통신 방식에 비해 최대 7배 이상 빠른
혁신적인 통신 서비스로,현재 대부분 유선으로 제공되는 초고속 인터넷과 멀티미
디어 자료들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3]
고속 하향 패킷 접속은 초기에는 하향 처리율만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제정이

되었고,2004년 12월 Release6규격에서는 상향 처리율을 증가시킨 고속 상향 패
킷 접속(HSUPA:High-SpeedUplinkPacketAccess)의 표준화 작업까지 이루어
졌다.고속 하향 패킷 접속과 고속 상향 패킷 접속을 합쳐서 고속 패킷 접속
(HSPA:High-SpeedPacketAccess)이라고 부른다.[4]
3GPP에서 제정한 무선 통신 표준의 시기별 변천 과정을 그림 1에 나타내었

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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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GPP에서 제정한 무선 통신 표준의 시기별 변천 과정

와이브로(Wibro:WirelessBroadbandInternet)는 MobileWiMAX라고도 불리
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이동통신 업체들이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
한 무선 휴대 인터넷 서비스이다.PC나 PDA 같은 휴대형 무선단말기를 이용해
정지 또는 이동하는 상태에서 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와이브로는 2002년 10월 정보통신부가 무선 가입자용으로 사용하던 2.3㎓ 대역

의 주파수를 휴대 인터넷용으로 재분배하면서 시작되었다.이와 함께 한국전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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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구원(ETRI)과 삼성전자 등이 개발을 시작하여 기술표준 개발에 성공했다.이
기술 표준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고,2005년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에 의
하여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었다.2007년 10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와이브로
를 3세대 이동통신의 6번째 기술표준으로 채택했다.[6]

이러한 광대역 무선 데이터 공중망은 개인 휴대전화 보급에 힘입어 최근 10년
사이 그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가속화되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서
비스를 2006년부터 상용화했고,고속 하향 패킷 접속 서비스 역시 2006년부터 세
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와이브로와 고속 하향 패킷 접속은 음성 통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데

이터 통신만을 위한 통신망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음성 기반 통신망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와이브로와 고속 하향 패킷 접속 통신의 차이점을 표 2에 정리했다.[7]
와이브로 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은 2.3㎓,고속 하향 패킷 접속의 주파수

대역은 2.1㎓이다.와이브로는 상향 5.2Mbps,하향 24.8M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
하는 반면,고속 하향 패킷 접속은 상향 1.4Mbps,하향 14.4M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한다.
데이터 전송 속도 면에서는 와이브로가 고속 하향 패킷 접속에 비해 우수하나

와이브로는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만을 중심으로 서비스 되고,이동 가능한 속도
도 시속 60㎞ 이하로 제한된다는 치명적인 단점들을 안고 있다.반면,고속 하향
패킷 접속의 서비스 지역은 휴대 전화가 연결되는 전국 모든 지역을 상대로 서비
스되고 있으며,이동 속도도 시속 250㎞까지 가능하다.[8]
결과적으로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 구현을 고려한 이동성 측면에서 따져

볼 때,고속 하향 패킷 접속이 와이브로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원천 기술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자면,와이브로가 IP기반의 무선 인터넷 기

술에 근간을 두고 있는 반면,고속 하향 패킷 접속은 셀룰러 시스템이 근간인 제
3세대 WCDMA를 발전시킨 기술이다.고속 하향 패킷 접속이 전국을 단일 통신
권으로 묶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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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분분분 와와와이이이브브브로로로 고고고속속속 하하하향향향 패패패킷킷킷 접접접속속속

기반 기술 IP시스템 기반
무선 인터넷 기술

셀룰러 시스템 기반
비동기식 WCDMA 기술

표준 IEEE802.16e 3GPP계열의 Release5

전송 방식 OFDMA/TDD CDMA/FDD

주파수 대역 2.3㎓ 2.1㎓

대역폭 10㎒ 5㎒

QoS 보장하기 어려움 보장

셀반경 1㎞ 4㎞

최대전송속도(상향) 5.2Mbps 1.4Mbps

최대전송속도(하향) 24.8Mbps 14.4Mbps

최대이동가능속도 60㎞/h 250㎞/h

서비스지역 서울 및 경기 일부 전국

표 2.제 3.5세대 광대역 무선 통신의 비교

222...222...222고고고속속속 하하하향향향 패패패킷킷킷 접접접속속속의의의 특특특징징징
고속 하향 패킷 접속은 기존의 WCDMA 주파수 대역과 공존하거나,또는 고용

량 고속 서비스를 위하여 별도의 전용 신규 주파수를 할당할 수도 있다.어떠한
경우든지 고속 하향 패킷 접속과 WCDMA 시스템은 RNC,SGSN,GPRS,GGSN
을 포함하는 코어망의 모든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공통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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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프라를 공유하기 때문에 WCDMA 시스템의 기지국과 RNC에 신규 소프
트웨어 패키지와 약간의 하드웨어를 추가하면 고속 하향 패킷 접속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초기의 고속 하향 패킷 접속 표준은 FDD(FrequencyDivisionDuplex)표준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FDD에 이어 TDD(TimeDivisionDuplex)방식에 대한
고속 하향 패킷 접속 표준이 제정 되었는데,이 TDD 방식 덕분에 상향 또는 하
향 링크에 대한 자원 할당을 비대칭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이것은 고속
하향 패킷 접속의 큰 특징으로,상향 링크와 하향 링크가 대칭(Symmetric)구조였
던 기존의 이동 통신 방식과는 달리 상향링크(또는 하향링크)의 전송량 증대 요
구에 따라 해당 링크만의 전송 효율을 비대칭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이다.
또한 고속 하향 패킷 접속은 데이터 스케줄러를 이용하여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의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이러한 이유
로 일반적인 음성 통신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9]
다른 이점도 있다.사용자가 고속 연결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기준은 이용 가능

한 대역폭도 있지만 채널에서의 피드백 지연도 있다.기존의 이동 통신 시스템은
10㎳이상의 프레임 길이를 가지며,따라서 패킷 오류나 전송 실패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10㎳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으나,고속 하향 패킷 접속은 2㎳의 매우
짧은 프레임 길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드백 지연 단축을 통한 속도 향상을 체감
할 수 있다.[10]

222...222...333고고고속속속 하하하향향향 패패패킷킷킷 접접접속속속의의의 핵핵핵심심심 기기기술술술
고속 하향 패킷 접속 기술의 핵심은 채널 상황에 관계없이 고정된 변조 방식을

사용하던 기존과는 달리 하향 채널 상황에 따라 변조 방식을 달리하는 적응형 변
조 및 코딩(AMC:AdaptiveModulationandCoding),그리고 패킷 데이터의 성공
적인 수신 여부를 기지국에 알려줌으로써 기지국으로 하여금 필요시 해당 패킷을
재전송하게 하는 HARQ(HybridAutomaticRepeatreQuest)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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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MC
이동 통신에서는 무선 링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링크 적응(Link

Adaptation)기법이 사용되고 있다.기존의 대표적인 링크 적응 기법은 전력 제어
(PowerControl)기법으로,이것은 무선 링크에 따라 전력을 제어하여 전송 품질
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며,음성과 같이 전송률이 일정한 시스템에 효율적인 방식이
다.
반면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한 전송률과 전송 품질을

요구하므로 기존의 음성 위주 서비스와는 다른 개념의 링크 적응 기법이 요구된
다.AMC는 이러한 데이터 전송에 효율적인 링크 적응 기법으로,전송 전력은 고
정시킨 채 채널 환경에 맞게 적절한 전송률을 결정하게 된다.
전송률은 MCS(Modulation andCoding Selection)레벨에 의해 결정되며,이

MCS 레벨은 미리 지정되어 있는 변조 및 코딩 조합과 신호대 간섭비(SIR:
SignaltoInterferenceRatio)에 의거한 것이다.AMC의 지원을 위해서는 단말기
측의 SIR에 대한 정보를 기지국이 알고 있어야 하며,단말기 측의 품질을 기지국
에 전달하기 위해 CQI(ChannelQualityIndicator)라는 인덱스를 사용한다.

n HARQ
고속 하향 패킷 접속의 두 번째 핵심 기술은 물리 계층에서 ARQ(Automatic

RepeatreQuest)를 사용하는 HARQ 기법이다.ARQ는 단말기 측의 수신 패킷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기지국에 재전송을 요청하여 이를 수정하는 기법이다.
기존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는 수신 패킷에 오류가 발생하면 무선망 제어기

(RNC:RadioNetworkController)로부터의 재전송이 이루어 졌었다.
하지만 고속 하향 패킷 접속에서는 송신되는 패킷 데이터가 일단 기지국의 버

퍼에 저장되기 때문에 단말기 측에서 재전송을 요구하면 무선망 제어기가 아닌
기지국 버퍼에 저장된 패킷 데이터를 재전송하게 된다.
패킷 전송 시스템에서 전송 품질의 중요한 척도는 프레임 오류 확률(FER :

FrameErrorRate)이다.일반적인 패킷 전송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FER은 0.1%
이내로,프레임 내에 단 한 비트의 오류만 존재해도 전체 프레임이 오류로 처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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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FER를 낮추기 위해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따라서 이러한 FER의 요구 기준
치를 보다 높일 수 있다면 전송 전력 측면에서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고속 하향 패킷 접속에서는 FER를 10%로 설정하고,이때 발생하는 패킷 오류

를 HARQ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전송 전력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이와 같이 HARQ 적용에 의해 발생하는 전력의 여분에 의해 높은 전송
효율을 갖는 변조 기법의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밖에도 두 개 이상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패킷을 수신한 후 신호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패킷을 분리해내는 기법인 다중 입력 다중 출력(MIMO:MultipleInput
MultipleOutput)도 고속 하향 패킷 접속에 적용된 새로운 기술이다.MIMO를 이
용하여 패킷의 전송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MIMO의 동작을 설명한 블록 다
이어그램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12]

그림 2.MIMO의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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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444고고고속속속 하하하향향향 패패패킷킷킷 접접접속속속의의의 구구구성성성 요요요소소소

그림 3은 고속 하향 패킷 접속 통신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을 나타내
고 있다.

그림 3.고속 하향 패킷 접속 통신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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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성 요소에 대한 기능과 특징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n GGSN
GGSN(Gateway GPRS SupportNode)은 명칭 그대로 GPRS(GeneralPacket

Radio Service)망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담당하는 노드이다. 내부적으로는
SGSN(ServingGPRSSupportNode)과의 접속을 통해 GPRS망 가입자에게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외부적으로는 인터넷망과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라
우터 역할을 수행한다.
하드웨어적으로는 ATM switching fabric을 기반으로 virtualpath,virtual

channel교환 기능에 의해 시스템 내부적으로 non-blocking방식의 스위칭 라우터
구조로 되어 있다.시스템 내부의 처리 구조는 제어 부분과 트래픽 부분이 물리적
으로 구분되어 상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주요 제어 부분과
ATM 스위치 부분은 이중화로 처리되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였다.

n SGSN
SGSN(ServingGPRSSupportNode)은 패킷 모드 기술을 사용하여 고속 및 저

속 데이터와 신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서비스인 GPRS를 위한 핵심 망
장치이다.RNC와 정합하여 이동 단말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단말의 이동
성 관리 및 패킷 호 처리 기능을 수행하고,GGSN과 정합하여 인터넷과 같은 외
부 패킷 망과의 패킷 터널링 기능을 수행한다.[13]
SGSN 시스템은 현대 유럽 3GPPRelease99규격에 맞춰 개발되었고,Release4

및 Release5와 관련된 부가 기능을 용이하게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현재의
SGSN 시스템은 20Gbps의 ATM switch를 기반으로 구성되며,각 스위치 포트당
622Mbps급의 처리량을 기준으로 다중화 및 역 다중화 기술을 이용하여 2Mbps
저속 외부 정합과 1Gbps급의 고속 외부 정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각 주요 프로세서를 이중화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트래픽 경로도 다중화
시켜 안정화된 연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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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RNC
무선망 제어기 RNC는 SGSN과 NodeB사이에 위치하며,음성 호나 팩스 같은

회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odeB와 연동되고,자원의 할당 및 링크
설정 기능을 담당한다.RNC는 저속,중속 및 고속 데이터 서비스,멀티미디어 서
비스,핸드 오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보다 우수한 통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
여 macrodiversity기능을 지원한다.BSM(BaseStationManager)은 RNC의 운
용 유지 보수 기능을 담당하는 운용자 정합장치이다.
RNC는 높은 신뢰성을 위해 이중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기능별로 모듈화 하여

확장 및 증설이 용이하고,다양한 프로토콜의 수용이 가능하다.

n Node-B
Node-B는 IMT-2000네트워크의 기지국으로,RNC의 제어 하에 단말기와 무선

접속을 하고,BSM과 연동하여 유지 보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CAI(Common
AirInterface)로 WCDMA를 지원한다.
Node-B는 RNC와의 정합 방법으로 기존에 주로 사용하였던 EI링크로 정합할

수 있으며,이를 이용하여 Node-B와 RNC 사이에 송수신되는 각종 제어 신호와
트래픽 신호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Node-B는 그 형태와 성능에 따라 옥내형,옥외형,지하용,소형 등으로 나누어진
다.[14]

222...333응응응급급급 의의의료료료 정정정보보보 전전전송송송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요요요구구구 조조조건건건
응급 환자는 그 병명과 중증도에 따라 표 3과 같은 네 가지 군으로 분류된

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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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중증증증도도도 코코코드드드 명명명칭칭칭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상상상태태태 대대대표표표 증증증상상상

적
(RED) 긴급

긴급 치료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 조치가 없을 경우 사망 확률이
매우 높은 환자

쇼크,기도 폐쇄,
정신 장애

황
(YELLOW) 응급

응급 처치가 필요하지만 안정된 상태
긴급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환자

골절,경미한 쇼크,
심하지 않은 출혈

녹
(GREEN) 비응급

환자가 자신의 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경우
악화됨이 없이 치료를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할 수 있는 환자

경미한 골절,
경미한 열상,
경미한 찰과상

흑
(BLACK) 사망 생체 징후의 부재

대량 혈액 손실,
심각한 두부 손상,
대규모 흉부 외상

표 3.응급 환자의 중증도 분류

위와 같은 네 가지의 환자군중에서 응급 의료 정보의 전송을 통해 전문 의료인
의 의료 지도를 받아야 하는 환자군은 긴급 환자와 응급 환자이다.특히 생명이
위독한 긴급 환자군 에게는 5∼8분 이내로 기도 삽관,정맥 삽관,심폐 소생술이나
제세동기의 사용 등 중대한 응급 처치가 요구되지만,현행법상 의사로부터의 직접
또는 응급 의료 통신망에 의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중대한
응급 처치를 수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응

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이 구비된다면,긴급으로 분류된 환자군의 소생률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응급 환자군에 속해 있더라도 질병의 종류,발병 부위,주변 환경,진료

기관까지의 이동 거리 및 시간,환자의 연령,내성,체질 및 병력,의식 여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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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현장의 유동성을 감안한다면,전송되는 응급 의료 정보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종류와 양은 다양하고 풍부할수록 환자의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환자군의 치료를 위해 제공될 수 있는 응급 의료 정보의 종류는 표 4와

같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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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데데이이이터터터 형형형태태태 종종종류류류

생체 신호 데이터

심전도(Electrocardiograph),
심박수(HeartRate)또는 맥박수(PulseRate),
산소포화도(SpO2),
관혈식 혈압(Non-InvasiveBloodPressure),
비관혈식 혈압(InvasiveBloodPressure),
호흡수(RespirationRate),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End-TidalCO2),
흡입 이산화탄소 분압(InspiredCO2),
체온(Temperature)

정지 영상 데이터

X-Ray,CT(ComputedTomography),
MRI(MagneticResonanceImaging),
US(UltraSound),
NM(NuclearMedicine),
PET(PositronEmissionTomography),
DF(DigitalFluoroscopy),
환자 환부 영상

동영상 데이터 내시경 영상,심 초음파,Angiogram,
환부 동영상,응급 이송 현장 영상

오디오 데이터
음 심전도(Phonocardiogram),
반향 심전도(Echocardiogram)
응급 이송 현장 음성

기타 데이터 성별,연령,기타 환자 정보,병명,중증도,병력,
구급 대원의 소견

표 4.응급 의료 정보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종류

또한,위 표에 언급된 용도별 의료 영상의 규격과 크기는 표 5에 나타내었
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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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ooodddaaallliiitttyyy RRReeesssooollluuutttiiiooonnn
(((pppiiixxxeeelll)))

DDDeeepppttthhh
(((bbbiiittt)))

SSSiiizzzeee
(((bbbiiittt)))

NuclearMedicine 128×128 8 131.072

MR 256×256 10 524.288

Ultrasound(Monocrome) 512×512 8 2.09M

Ultrasound(Color) 512×512 24 6.29M

CT 512×512 12 3.14M

CT 1024×1024 12 12.56M

DigitalFluoroscopy 1024×1024 10 11.04M

CR 2048×2560 10 52.4M

CR 4096×5120 10 209M

DigitalMammography 4096×5120 16 336M

표 5.용도별 의료 영상의 규격과 크기

222...444국국국내내내 응응응급급급 의의의료료료 정정정보보보 전전전송송송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운운운용용용 현현현황황황
현재 무선 공중망을 이용하여 응급 의료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국

가적인 차원에서 시도된 사례는 없고,각 지역별 권역 응급 의료 센터나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기업과 연계하여 시범적으로 개발,구축한 사례가 대부분으로,그 운용
대수 또한 많지 않다.
무선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을 설치,운용중인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강원

영서 권역 응급 의료 센터,대구 경북 권역 응급 의료 정보 센터,부산 소방 본부
세 곳이며,각각 2대에서 8대의 구급차에 환자 감시 장치와 무선 전송 시스템을
연결하여 진료 기관 측 상황실로 환자의 생체 신호와 기타 관련 정보를 무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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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각 응급 의료 센터별로 시범 운용중인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의 규모와

현황을 표 6에 정리하였다.

설설설치치치 장장장소소소 강원 영서 권역
응급 의료 정보 센터

대구 경북 권역
응급 의료 정보 센터 부산 소방본부

설설설치치치 시시시기기기 2006년 6월 2007년 3월 2006년 1월
설설설치치치 대대대수수수 구급차 8대 구급차 5대 구급차 2대

전전전송송송 정정정보보보

환자 생체 정보
수치 및 파형

(ECG,SpO2,NIBP,
IBP,EtCO2,InCO2,
Respiration,
Temperature)

환자 생체 정보
수치 및 파형

(ECG,SpO2,NIBP,
Respiration,
Temperature)

환자 생체 정보
수치 및 파형

(ECG,SpO2,NIBP,
Respiration,
Temperature)

통통통신신신 방방방식식식 CDMA CDMA CDMA
영영영상상상,,,음음음성성성
전전전송송송가가가능능능 여여여부부부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표 6.무선 공중망을 이용한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 운용 현황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구급차 내 설치된 모니터링 장비로부터 환자의 생체 정
보와 관련된 각종 수치와 파형을 수신,데이터화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이 대부분이고,모니터링 장비의 화면을 단순 복사하여 정지 화상 형태로 전송하
는 시스템도 있다.
표에 나타난 세 가지 시스템의 전송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은 조금씩 다르고,프

로토콜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전혀 호환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세 시스템 모두
그 통신 방식으로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이것은 해
당 시스템의 개발 당시,서론에서 언급한 응급 의료 정보 전송용 무선 통신의 요
구 조건에 부합되는 통신 방식이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이었기 때문으로,응급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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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송 시스템만을 위한 전용 무선망을 신설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미 전국적
으로 채널이 확보된 무선 공중망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방식을 공통적으로
채택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2세대 무선 통신을 이용한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가동되고 있을 뿐,WCDMA,CDMA2000,와이브로,고속 하향 패킷
접속과 같은 3세대 이상의 광대역 무선 공중망을 이용한 시스템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 예측이나 실효성 검토만 되었으며 실제로 시스템을 구성한 사례는 전
무하다.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의 구축과 도입이 응급 환자의 소생률 향상과 치료

시간 단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08년 원주시 응급 의료 시범 사업단에서 발표한 원주시 119소방 구급차 -

병원간 생체 신호 전송 체계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현재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
되는 전체 환자들 중에서 응급 의료 정보 시스템을 적용한 건 수 자체는 많지 않
지만(표 7참조),그 중증도 분류에 의해 응급으로 취급되는 환자의 응급 의료 정
보 전송 시스템 사용 빈도가 비응급 환자에 비해 1.7배 이상 많으며(표 8참조)
이렇게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을 사용했을 경우,진료 기관 도착 이후 응급
실 체류 시간이 50% 이상 단축된 것을 알 수 있다.(표 9참조)[18]

구구구분분분 비비비율율율

처치 기록지 총 입력 (건) 3,722(100%)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 사용 (건) 515(13.8%)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 미사용 (건) 3,207(86.2%)

표 7.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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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분분류류류 응응응급급급 의의의료료료 정정정보보보 전전전송송송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사사사용용용

응응응급급급 의의의료료료 정정정보보보 전전전송송송
시시시스스스템템템 미미미사사사용용용

응급 (건) 122(34.8%) 362(14.0%)

비응급 (건) 70(19.9%) 1212(46.9%)

내원전 사망
(건) 4(1.1%) 17(0.7%)

미상 (건) 155(44.2%) 992(38.4%)

표 8.중증도별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 사용 빈도

구구구분분분 응응응급급급 의의의료료료 정정정보보보 전전전송송송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사사사용용용

응응응급급급 의의의료료료 정정정보보보 전전전송송송
시시시스스스템템템 미미미사사사용용용 PPP---vvvaaallluuueee

응급실
체류시간 (분) 430.8±409.8 848.6±964.6 0.202

표 9.응급실 체류 시간의 비교

또한 하단의 표 10에 정리한 내용을 통해 환자 발생 현장에서 진료 기관까지의
이송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전극 및 각종 생체 신호 계측용 센서를 환자에게 연
결하며 소요되는 시간동안 이미 진료 기관에 도달하게 되어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이 큰 효과를 볼 수 없으나,그 이송 거리가 길어 환자가 구급차 내에 머무
는 시간이 10분 이상일 경우에는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에게
전달되는 데이터들이 환자의 생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작용
한다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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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분분분 응응응급급급 의의의료료료 정정정보보보
전전전송송송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사사사용용용

응응응급급급 의의의료료료 정정정보보보
전전전송송송 시시시스스스템템템 미미미사사사용용용 PPP---vvvaaallluuueee

환자수 (건) 351(12.0%) 2583(88.0%) N/A

현장까지의 거리
(㎞) 3.6±3.1 3.5±4.0 0.785

현장까지의
소요 시간 (분) 6.5±5.4 6.8±4.5 0.257

현장에서 치료
까지의 시간 (분) 5.6±4.7 6.3±5.3 0.017

병원까지의 거리
(㎞) 9.8±7.7 5.4±6.1 <0.001

병원까지의
소요 시간 (분) 21.0±10.4 15.7±8.9 <0.001

표 10.이송 거리와 시간에 따른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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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설설설계계계

333...111전전전송송송 정정정보보보의의의 결결결정정정
시스템 설계를 진행하기 이전의 설계 입력 단계로서,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

템 구축을 위한 선행과정은 전송해야 할 응급 의료 데이터의 종류와 용량,데이터
의 수준,전송 프로토콜,전송 속도,항목별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앞 장에서 언급한 응급 의료 체계에서 전송할 수 있는 의료 정보들을 참고로

하여,최종 결정된 응급 의료 데이터의 종류와 용량을 표 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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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ttteeemmm NNNuuummmbbbeeerrr
ooofffDDDaaatttaaa

DDDaaatttaaa
SSSiiizzzeee PPPrrriiiooorrriiitttyyy RRReeemmmaaarrrkkk

ECGWaveform 7 14kbps High
8bitresolution/
250samplepersecond
LeadI,II,III,C,
aVR,aVL,aVF

SpO2Waveform 1 2kbps High 8bitresolution/
250samplepersecond

ImpedanceRespiration
Waveform 1 2kbps High 8bitresolution/

250samplepersecond
IBPWaveform 2 4kbps High 8bitresolution/

250samplepersecond
EtCO2Waveform 1 2kbps High 8bitresolution/

250samplepersecond
HeartRate/
PulseRate 4 160bps High from ECG,SpO2,

NIBP,IBP
%SpO2 1 40bps High

NIBP 3 240bps High Systolic,Diastolic,Mean

IBP 6 480bps High Systolic,Diastolic,Mean

RespirationRate 2 80bps High from ECG,EtCO2

EtCO2/InspiredCO2 2 160bps High

Temperature 2 160bps High

PatientInformations 3 120bps Medium PatientID,Type

Alarm Events 75 1875bps High LimitViolationAlarms
TechnicalAlarms

System Status 20 800bps Medium

ErrorCodes 1 40bps Medium

양방향 동영상 2 640kbps Low JPG /320×240pixel/
2framepersecond

양방향 음성 2 128kbps Low 8bit/
8000samplepersecond

표 11.전송 대상 응급 의료 정보의 종류와 용량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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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신호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생체 신호 파형,생체 신호 수치,
그리고 이벤트 정보가 그것으로,생체 신호 파형은 7개 채널의 ECG 파형을 비롯
하여 1채널의 SpO2파형,1채널의 ImpedanceRespiration파형,2채널의 IBP파형
과 1채널의 EtCO2파형을 전송 데이터에 포함시켰다.모든 파형 데이터는 8비트
해상도로 초당 250개의 샘플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생체 신호 수치 정보는 ECG,SpO2,NIBP,IBP로부터 각각 전송되어

온 4종류의 HeartRate(또는 PulseRate),1개의 %SpO2,1개의 NIBP와 2개의
IBP,ECG에서 추출한 임피던스 방식의 RespirationRate와 EtCO2로부터 추출한
AirWay방식의 RespirationRate,그리고 EtCO2,InCO2와 2개의 Temperature
를 전송하도록 결정했다.NIBP와 IBP는 각각 Systolic,Diastolic,Mean값을 포함
하고 있다.
이벤트 정보는 환자의 생체 신호 수치가 각 파라미터별로 설정한 하한 값이나

상한 값을 미만 또는 초과할 때 발생하는 75종류의 경보,환자 ID 및 성인,소아,
신생아로 구분되는 환자의 종류를 포함시켰고,모니터링 장비의 파형 크기,적용
필터,출력 속도와 방향,경보 제한 여부,생체 신호 계측 센서의 상태,계측 모듈
이상 여부 등 각종 설정 값과 경보 제한 여부를 수집한 시스템 정보,모니터링 장
비 내부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 오류를 나타내는 에러 코드 정보까지 전
송할 수 있도록 했다.[19]
동영상 데이터의 형식은 압축률이 가장 우수하고 처리가 용이한 JPG로 정했고,

그 영상 재생의 목적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용도임을 감안하여 가로 320픽
셀,세로 240픽셀의 크기에 24비트 컬러의 영상을 기준으로,프레임율은 통신 속
도와 양방향을 모두 전송해야 함을 고려하여 초당 2프레임으로 정했다.[20]
음성 데이터는 현장에 위치한 구급 대원과 진료 기관의 전문 의료인과의 의사

소통이 주목적이므로,전화 통화 음질과 동일한 수준인 PCM 음성 표준,8비트 해
상도에 초당 8000샘플을 기준으로 결정했다.[21]
각 정보의 우선순위는 생체 신호 정보와 경보 상황을 가장 높은 순위로 할당하

고,이어서 환자 정보와 시스템 정보를 중간 순위로,동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가장
낮은 순위로 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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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과 음성 데이터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은,통신 회선상의 어떠한 장애로
인하여 데이터 전송률이 낮아지거나 데이터가 손실될 경우,생체 신호 정보를 가
장 우선적으로 보호하여 전송을 성공 시키고,최악의 조건에서는 생체 신호 정보
데이터만 전송하고 동영상이나 음성 데이터는 일시적으로 유실될 가능성이 있음
을 의미한다.
더욱이 동영상이나 음성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하나의 프레임을 구성하

는 데이터의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인지하는 품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것이 이 항목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게 할당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송 프로토콜은 TCP(TransmissionControlProtocol)로 결정했다.전송 데이터

에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에 속도 향상을 위해 UDP(UserDatagram
Protocol)를 고려했으나,응급 의료 정보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은 신뢰성이 최우선
이라는 판단 하에 데이터의 분실(Loss),중복(Duplication),뒤바뀜(Disorder)을 자
동으로 보정하여 안정성이 매우 높고 사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접속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살려 TCP/IP를 선택하였다.

333...222구구구급급급차차차 측측측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를 통해 설계한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하나는 구급차에 탑재되는 구급차 측 시스템으로 데이터 수신보다는 송
신을 주로 수행한다.다른 하나는 응급 의료 센터나 병원에 설치되어 상황실을 구
성하는 진료 기관 측 시스템으로 데이터 방향은 송신보다 수신에 치중된다.
먼저 구급차 측 시스템 구성도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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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구급차 측 시스템 구성도  

구급차 측 시스템에 설치되는 장비는 크게 두 가지 이다.하나는 환자의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모니터링 장비이고,다른 하나는 데이터 수집 및 동영상,음성 송
수신을 처리하는 UMPC(UltraMobilePersonalComputer)이다.
실험에 사용된 환자 모니터링 장비는 YM6000(제조사:(주)메디아나,제조국:

대한민국,2006년 출시)으로 ARM9 계열의 S3C2440X 메인 프로세서에 Velos
Real-timeOS를 탑재했으며,12.1인치 TFT LCD를 메인 디스플레이로 사용하고
있다.측정 가능한 파라미터는 ECG 7채널,SpO21채널,IBP2채널,NIBP1채널,
EtCO21채널,Respiration1채널,Temperature2채널 이다.
이 환자 모니터링 장비에 약간의 수정을 가했는데,우선 하드웨어적으로는 외부

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직렬 포트를 추가하였고,다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각 파라미터의 파형과 수치와 함께 환자 정보,경보 상황,시스템 상태 등의 이벤
트 정보를 CMS패킷으로 구성하여 직렬 포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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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성하여 추가 삽입했다.
모니터링 장비에 추가된 직렬 포트의 회로 도면은 하단의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이 회로는 기존 장비에 이미 내장되어 있던 간호사 호출용 릴레이 제어 회로를
변경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외부 직렬 포트의 환자 접촉부
보호를 위해 13DS1-05D05N isolationDC toDC converterIC와 6N137photo
couplerIC를 조합하여 3㎸dc의 절연 내압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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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생체 신호 정보 전송용 데이터 포트의 회로도

CMS 패킷을 구성하여 직렬 포트를 통해 출력하도록 추가 삽입된 소프트웨어
모듈의 구성과 처리하는 패킷의 구조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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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생체 신호 정보 전송용 패킷의 구성

패킷은 그 시작을 표시하는 STX 1byte,전후 패킷과의 연속성을 표시하는
PacketCount1byte,패킷의 종류를 표시하는 Key1byte,각 파라미터별 환자의
생체 신호 파형과 수치와 각종 이벤트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부분 10byte,패킷
의 전체 길이를 나타내는 PacketLength1byte,전체 패킷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CRC1byte,패킷을 끝을 표시하는 ETX1byte로 총 16byte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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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ETX,PacketLength,CRC개체들은 구성된 단위 패킷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것이고,Key와 Data는 패킷이 전달하고자 하는 실제 내용을 담고 있으며,
PacketCount는 여러 개의 단위 패킷이 연속으로 전송될 때의 전체적인 신뢰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STX와 ETX는 패킷내의 다른 부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로 고정되어 있

다.따라서 수신측에서 패킷 내용을 분석했을 때 그 구조상 STX 또는 ETX가 위
치해야 하는 부분에 다른 데이터가 존재하거나,반대로 데이터가 존재해야 할 부
분에 원하지 않는 STX 또는 ETX가 위치해 있을 경우 패킷 오류로 판단하고 재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PacketCount는 단위 패킷이 전송될 때마다 0∼255의 숫자를 하나씩 무한히 반

복 증가시켜 입력을 한다.여러 개의 패킷 데이터를 연속으로 수신했을 때 이
PacketCount가 2이상의 단위로 증가했다면,역시 단위 패킷이 손실된 것으로 간
주하여 재전송을 요청하게 된다.[22]
CRC는 표준 CRC-8형식을 배열로 만들어 둔 후,tablesearching방식으로 비

교한다.
패킷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데이터 패킷의 세부 구조와 그 구성 데이터의 흐름

은 별도로 분리하여 그림 7에 나타내었다.



-32-

그림 7.생체 신호 정보 전송용 데이터 패킷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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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패킷 구성 부분은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각 생체 신호 계측 모
듈을 통해 입력된 파형 데이터는 1차적으로 각 파라미터 별로 생성된 wave
buffer에 누적이 되고,4㎳주기마다 CMS DataBufferConsistManager를 통해
시간별로 정리되어 CMSdatabuffer로 옮겨진다.이렇게 파형 데이터를 기반으
로 적재된 CMS databuffer에 현재의 파라미터별 수치 정보와 patienttype,
violation alarm,technicalalarm,전원 및 각종 설정 정보를 포함한 system
status,system error등의 이벤트 정보가 추가되어 datapacket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구성된 패킷은 externalUART driver를 통해 4㎳ 주기마다 모니터링 장비의 외

부 직렬 포트를 통해 출력되어 UMPC의 직렬 포트로 입력된다.생체 신호 모니터
링 장비와 UMPC 간의 직렬 통신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115,200bps 속도의
RS232C이고,8databit,1stopbit,noneparitycheck,noneflow control이다.
송수신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하드웨어 방식의 흐름 제어를 사용하려

했으나,흐름 제어용 신호 선에 간호사 호출 장치 릴레이 제어용 신호들이 이미
할당되어 있는 관계로 하드웨어 흐름 제어는 사용하지 않고,대신 앞서 설명한 것
과 같이 CMS패킷 내에 STX,ETX,packetcount,packetlength,CRC등의 안
전장치를 추가하여 신뢰도를 보강했다.
전송되는 생체 신호 데이터를 수신 받는 진료 기관 측에는 수신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으나,이를 송신하는 구급차 측
에서는 이와는 달리 생체 신호 데이터를 저장해 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제 운용과는 별개로 실험을 위해서는 송수신된 생체 신호 데이터를

상호 비교해야 할 표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신 패킷 데이터 또한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했다.송신 패킷 데이터의 수집은 송신측의 가능한 한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수집이 되어야만 오류 비교의 신뢰도가 높아지므로,UMPC에서
HSDPA 모뎀을 통해 TCP형식으로 인터넷망으로 송신된 데이터를 dump하여 별
도의 공간에 누적 저장하도록 하였다.
환자 생체 신호 모니터링 장비와 연결된 UMPC는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입력

된 동영상,내장된 마이크를 통해 입력된 음성 데이터를 모니터링 장비로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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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된 생체 신호 데이터와 함께 USB포트를 통해 연결된 고속 하향 패킷 접속 모
뎀을 이용하여 외부로 전송한다.또한 반대로 진료 기관 상황실로부터 송신되어
온 동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를 각각 화면에 디스플레이 또는 내장 스피커를
통해 재생한다.
실험에 사용된 UMPC의 기술적인 사양은 표 12에 기재하였다.

IIIttteeemmm SSSpppeeeccciiifffiiicccaaatttiiiooonnnsss
Model K801B

Manufacturer KOHJINSHA
CPU IntelProcessorA110/800㎒
RAM DDR2/1GB
HDD 120GB/5400rpm
Display 1024×600pixel/32bitcolor
Camera 1.3Mpixel

SoundInterface RealtekHighDefinitionAudio
1W speakerout

OS MSWindowsVistaPremium K
Size 218.0(W)×163.0(H)×25.4(D)㎜
Weight 993g

표 12.UMPC의 사양

양방향 동영상을 송수신,디스플레이 해주는 모듈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내에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합되어 있는 구조로 작성하였다.서버 부분은 내장 카메라
로부터 촬영되는 영상을 실시간 처리하고 외부에서 접속 시 해당 영상을 관찰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클라이언트 부분은 원격지에서 서버에 접속하
여 수신되는 영상을 디스플레이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결국 구급차와 진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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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일대일로 동영상 교환이 이루어진다면,각각의 PC에 동영상 전송용 서버
와 클라이언트가 하나씩 생성되게 된다.
실험에 사용된 UMPC의 사양은 일대일 동영상 교환만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

이었으나,PC의 사양이 보강되고 네트워크도 T3급 유선망과 같은 보다 고속의 환
경으로 갖추어 진다면,현재 상태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실
행시키는 것만으로 다자간 동영상 교환이 가능해진다.
동영상 처리 및 송수신 과정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동영상 처리 및 송수신 과정  

그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우선 동영상 송수신 서버에서 윈도우 디바이
스 드라이버를 통해 캡처 사이즈와 프레임율을 지정하여 카메라를 구동한다.구급
차 측 시스템의 경우는 내부에 장착된 카메라,진료 기관 측 시스템의 경우는 PC
본체에 연결된 USB 카메라이다.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화상은 VFW(VideoFor
Windows)미들웨어에 의해 윈도우 기반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Raw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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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리된다.
MFC에서는 JPG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준비해두지 않았기 때문

에 동영상 송수신 모듈의 영상 처리 엔진은 CxImage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구
현하였다.CxImage는 오픈 소스 형태로 제공되는 영상 처리용 라이브러리로,표
13에 나타낸 것과 같이 다양한 파일 포맷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 처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으므로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의 영상 처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23]
CxImage에 이미지 형식과 크기를 설정하여 입력 영상을 JPG 포맷으로 변환한

후,동영상 서버 애플리케이션은 외부에서 접속하여 영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포
트를 열어준다.
동영상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동영상 서버의 IP로 접속을 하여 영상을 수

신한다.수신된 영상은 서버의 영상 처리 과정의 역순으로,CxImage와 VFW를
거치면서 변환되어 화면에 디스플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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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ttteeemmm FFFeeeaaatttuuurrreeesss

ImageFormats

BMP,ICO,CUR,PCX,TGA,SKA,WBMP,GIF,
AnimatedGIF,TIF,MultipageTIF,JPG,PNG,JPC,
JP2,J2K,PGX,PNM,RAS,JBG,WMF,RAW,

CRW,NEF,CR2,DNG,ORF,ARW,ERF,3FR,DCR,
X3F,MEF,RAF,MRW,PEF,SR2

Filters

Contour,Edge,Dilate,Erode,Median,Noise,Jitter,
RedEyeRemove,Colorize,Gamma,Saturate,

GaussianBlur,TextBlur,SelectiveBlur,Unsharp
Mask,Filter,Lut,Gamma,Light,Negative,Dither,
Grayscale,Histogram Stretch,Equalize,Normalize,
Threshold,OptimalThreshold,AdaptiveThreshold

Transformations IncreaseBPP,DecreaseBPP,Crop,Expand,
Thumbnail,Resample,Rotate,Skew,Mirror,Flip

표 13.CxImage의 기능

음성 송수신 모듈의 경우는 동영상 송수신 모듈과 달리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각각 별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분리시킨 구조를 도입하였는데,그 이유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동시에 두 개의 디바이스를 지원하여 음성
통신을 구현하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되어 문제 발견 시 애플리케이션의 수정이
용이하지 않고 확장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양방향 음성 통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음성 송신용 서버 애플리케이션과 음성 수신용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
션을 각각 실행시켜야 한다.[24]
음성 처리 및 송수신 과정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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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음성 처리 및 송수신 과정

음성 처리 및 송수신 과정은 앞서 설명한 동영상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우선
음성 송수신 서버에서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MCI(MediaControlInterface)
를 통해 마이크 수신 음성을 처리한다.
음성 처리를 위한 코덱은 동영상 송수신 모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

형태로 제공되는 speex코덱을 사용하였다.MP3나 OGG코덱와 같은 128kbps이
상의 비교적 높은 bitrate의 오디오 처리를 위한 코덱들과는 달리,speex코덱은
8∼32kbps범위의 낮은 bitrate의 음성을 압축하기위해 설계되어졌기 때문에 음
악이나 고음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솔루션이라 할 수 있다.[25]
Speex코덱에 음성 처리 해상도와 샘플링 정도를 설정하여 데이터를 받아들인

후,음성 서버 애플리케이션은 포트를 열어주고,음성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음성 서버의 IP로 접속을 하여 음성을 수신한다.수신된 음성은 서버의 음성 처리
과정의 역순으로,speex를 통해 다시 변환되어 스피커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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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된 고속 하향 패킷 접속 모뎀은 CHU-628S ( 제조사:(주)
C-motech,제조국:대한민국,2007년 출시)으로 Qualcomm사의 MSM6280메인
칩셋을 기반으로 PM6650 PowermanagementIC를 탑재하고,RF 칩셋으로는
RFR6525다운 컨버터와 RTR6275트랜스미터를 사용했으며,수신 감도 향상을 위
한 다중 안테나를 장착한 제품이다.[26]고속 하향 패킷 접속 모뎀의 기술적인 세
부 사양은 표 14와 같다.[27]

IIIttteeemmm SSSpppeeeccciiifffiiicccaaatttiiiooonnnsss

DataSpeed Downloadupto3.6Mbps
Uploadupto384kbps

MainChipset Qualcomm MSM6280

Maximum RFOutputPower 2100㎒ -PowerClass3

ReceiverSensitivity 2100㎒ -107㏈m(BER=0.1%)이하

NominalOperationVoltage 5V

PowerConsumption Typical:300㎃ 이하
Maximum :500㎃ 이하

Antenna Chiptypeprimaryantenna(Internal)
Chiptypesecondaryantenna(internal)

Standards

3GPPRelease5compliant
3GPPTS31.101(UICC)
3GPPTS31.102(USIM)

3GPPTS34.121

Dimension 31.9(W)x87.8(H)x9.0(D)㎜

Weight 23g

표 14.HSDPA 모뎀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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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진진진료료료 기기기관관관 측측측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설설설계계계
진료 기관의 상황실에 설치되는 시스템은 2대의 PC를 기반으로 한다.진료 기

관 측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진료 기관 측 시스템 구성도

그림에서 보듯 진료 기관 측의 기본 시스템은 바이패스 서버와 이에 접근,제어
할 수 있는 메인 스테이션이고,외부에서 연결하는 하위의 서브 스테이션들은 다
수 추가할 수 있는데,실험에서는 서브 스테이션은 구현하지 않았다.
진료 기관 측 시스템의 동작에 대해 설명하면,우선 고속 하향 패킷 접속 모뎀

을 통해 인터넷을 거쳐 수신되는 환자의 생체 신호 데이터는 바이패스 서버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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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된다.이 바이패스 서버는 게이트웨이 역할과 함께 버퍼링 기능도 담당한다.
바이패스 서버는 리눅스(LINUX)를 OS로 탑재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여러 대의 PC중 바이패스 서버를 제외한 다른 모든 PC

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우 XP또는 윈도우 비스타를 OS로 사용하고 있다.
특별히 바이패스 서버에 한하여 리눅스를 OS로 선택한 이유는 네트워크를 통해
입출력 되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통신전용으로 셋업을 하고 특별한
GUI(GraphicUserInterface)없이 콘솔 기반으로만 구성하여 부하를 줄이는데 목
적이 있다.
그림 11은 바이패스 서버의 동작 화면이다.

그림 11.바이패스 서버 동작 화면

메인 스테이션은 서버 컨트롤러,데이터베이스 뷰어,CMS(Central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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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영상 송수신 모듈,음성 송수신 모듈,환자 또는 구급차 위치 파악용 맵,
병상 현황 파악용 터미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서버 컨트롤러는 바이패스 서버를 제어하여 데이터의 흐름을 원하는 형태로 조

절하고 서버의 접속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바이패스 서버에 접근하여 데이터
의 흐름을 변화시키거나 서버 설정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메인 스테이션
의 서버 컨트롤러만이 가진다.서브 스테이션들은 바이패스 서버에 접속은 가능하
지만,집중되는 데이터를 열람만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메인 스테이션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며 실시간으

로 환자의 생체 신호 데이터를 저장,관리할 수 있다.데이터베이스는 MDB로 작
성되어 필요시 데이터의 즉시 저장,열람,이동이 용이하다.
이렇게 저장된 생체 신호 데이터들은 별도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 뷰어를 이용

하여 메인 스테이션 내에서 과거의 기록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그러나 서브
스테이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뷰어를 설치하더라도 메인 스테이션 내에 접근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열람할 수는 없고,메인 스테이션의 조작자가 파일 형태로
제공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데이터베이스 뷰어의 실행 화면은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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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데이터베이스 뷰어 실행 화면

바이패스 서버와 메인 스테이션의 구성 요소들은 접속을 하는 주체에 따라 내
부적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맺게 되며,그 관계와 데이터의 흐름은 그
림 13에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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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환자 생체 신호 데이터의 흐름도

현재 국내 응급 의료 시스템에 비교해 볼 때,각 권역별 응급 의료 센터가 메인
스테이션 역할을 하고,소방 방재청 또는 병원 등이 서브 스테이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응급 환자 이송 개시와 함께 바이패스 서버로 환자의 생체 신호 데이터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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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시작하면,권역 응급 의료 센터 관제실에서 서버 컨트롤러로 바이 패스 서버
를 제어하여 의료 지도를 진행할 전문 의료진이 위치한 병원,또는 응급 환자를
수용할 병원으로 데이터를 보내도록 데이터 전송 방향을 설정한다.
환자의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열람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관제실로 요청

할 경우,생체 신호 데이터는 서버 컨트롤러 조작을 통해 해당 기관으로도 전송될
수 있다.
메인스테이션의 양방향 동영상 처리 모듈과 양방향 음성 처리 모듈은 앞 절에

서 설명한바 있는 구급차 측 시스템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한다.
마지막으로 환자 또는 구급차 위치 파악용 맵,병상 현황 파악용 터미널의 구성

은 현재 응급 의료 센터에서 활용중인 응급 의료 전용망에 접속을 하는 것으로
완료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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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실실실험험험 및및및 결결결과과과 고고고찰찰찰

444...111실실실험험험 방방방법법법
구축된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의 실험 방법은 시스템의 활용성 측면과 시

스템의 신뢰성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444...111...111시시시스스스템템템 준준준비비비 작작작업업업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구축된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을 단계별로 동작

시키고 설정을 하여 전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준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진료 기관 측 시스템을 가동 시키고 조작자를 배치한다.가장 먼저 바이패

스 서버를 가동하고,이어서 메인 스테이션의 CMS를 구동하고,동영상 송수신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버를 실행시켜 PC에 연결된 USB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영
상이 화면에 나타나는지 확인한다.또한 음성 송수신용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시키고 PC에 연결된 마이크의 음량을 조절한다.
이어서 구급차 측 시스템을 가동 시킨다.환자 생체 신호 모니터링 장비의 전원

을 켜고,센서 커넥터에 ECG,SpO2,NIBP,Temperature등 각 파라미터별 시뮬
레이터를 연결하고 적절한 값으로 설정한다.이후 모니터링 장비와 UMPC를 연결
하고,모니터링 장비의 설정 메뉴를 통해 UMPC로 생체 신호 데이터가 출력될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둔다.
UMPC에서는 부팅 완료 후 직렬 포트를 열어 모니터링 장비의 생체 신호 데이

터가 수신됨을 확인하고,메인 스테이션과 마찬가지로 동영상 송수신용 애플리케
이션의 서버를 실행하여 영상이 나타남을 확인하며,음성 전송용 서버 애플리케이
션을 실행 후 마이크 감도를 조절한다.
위의 모든 준비가 완료 되었으면 UMPC에 장착된 고속 하향 패킷 접속 모뎀을

구동하여 인터넷 망에 연결을 하고,네트워크 속도 측정용 소프트웨어도 실행 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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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측 UMPC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진료 기관 측 CMS화면에 시뮬레이터
에서 발생시키는 파형과 수치가 표시되는지 여부와 시뮬레이터 설정 값과 동일한
값인지 여부도 확인하고,설정한 차량 번호도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다음에는 구급차 측 시스템과 진료 기관 측 시스템에서 각각의 동영상 송수신

용 클라이언트와 음성 송수신용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고,상대방 서버의 IP주소와
포트 번호를 입력하여 접속을 시도한다.
접속이 되면 상대방 측 카메라에서 촬영되는 동영상이 자신의 화면에 나타남을

확인하고,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상대방과 음성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점검한다.
위의 절차가 끝나면 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이 완료된 것이다.

444...111...222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활활활용용용성성성 실실실험험험 방방방법법법
시스템의 활용성 실험은 실제 현장 적용 가능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

로,구축된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이 연구 목적에서 설정한 기능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구현하며,본 연구를 통해 설계된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을 이용
하여 수집된 데이터가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모든 데이터들의 내용을 정상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를 실험하였다.이를 위하여 구급차 측 시스템을 차량에 설치하고,
실제 구급차와 동일한 조건에서 주행하면서 생체 신호 데이터를 전송하고,양방향
동영상,양방향 음성을 진료 기관 측과 주고받는다.
주행 실험간 상호 수신되어 오는 동영상의 해상도와 화질,프레임율을 분석하고

캡처하여 환부를 관찰하거나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증한다.그
리고 수신되는 음성 데이터의 음질과 지연 시간을 측정하여 구급 대원과 전문 의
료인간의 음성 통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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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11...333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신신신뢰뢰뢰성성성 실실실험험험 방방방법법법
구축된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여 정상

적으로 동작하더라도,통신 여건이나 예측 못한 외부의 간섭,설계의 결함,불합리
한 운영 방식 등에 의해 그 기능을 상실한다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된다.이러한
이유로 가혹한 조건에서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했을 때 데이터의 오류나 왜곡,통
신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고 그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신뢰성 실험을 수행했다.
검증 방법은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행한 응급형 생체계측 단말기 및

어시스턴트 평가 기술 개발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이 보고서에는 응급형 생체계
측 단말기의 운용 환경 조건에 대하여 국내외 규격에서 요구하는 필수 요구 사항
과 평가 기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9]
신뢰성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체 신호 데이터 패킷의 검증으로,

UMPC에 누적 저장된 생체 신호 송신 패킷 데이터와 메인 스테이션에 누적 저장
된 수신 패킷 데이터를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여 패킷의 오류
여부와 손실 정도를 계산한다.[30]
동영상과 음성 데이터의 경우는 송신과 수신 데이터를 동일한 시각에 맞춰 정

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관계로,접속 후 매 3분마다 조작자가 동영
상의 전송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음성 통화의 유지 여부도 육성으로 확인하
여 결과를 기록한다.
위의 검증 절차를 산악 지형,터널,고속 주행 등 가혹한 통신 조건에서 2시간

이상 수행해야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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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실실실험험험 결결결과과과

444...222...111주주주행행행 실실실험험험
구축된 구급차 측 시스템의 동작 화면을 그림 14에 나타내었다.환자 생체 신호

모니터링 장비가 우측에 추가된 외부 포트를 통해 생체 신호 데이터를 UMPC로
전송을 하고 있고,UMPC의 화면에서 좌측 부분에 동영상 송수신 애플리케이션,
우측 부분에 음성 송수신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있다.

그림 14.구급차 측 시스템 동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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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진료 기관 측 시스템 중 메인 스테이션의 동작 화면이다.좌측에 위
치한 화면은 환자의 생체 신호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CMS화면이고,8개 구
급차로부터 전송되어 오는 16개 파형까지 표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우측에 위치한 화면은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각각 양방향 동영상 전송

애플리케이션,양방향 음성 전송 애플리케이션,맵 표시 화면,시스템 리소스 측정
화면이다.

그림 15.진료 기관 측 시스템 동작 화면

시스템의 검증은 응급 환자 이송이 이루어지는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수행되어
야 한다는 전제하에,표 15에 열거된 환경의 도로에서 주행 실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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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분분분 내내내용용용

누적 주행 거리 334㎞

누적 주행 시간 5시간 51분

평균 주행 속도 57.1㎞/h

최고 주행 속도 129㎞/h

최고 주행 고도 1069m

터널 통과 9개소

표 15.주행 실험 환경

주행 실험은 강원도 문막을 출발하여 원주,둔내를 경유하여 속사까지 이동한
후,춘천과 홍천을 경유하여 다시 문막까지 되돌아오는 경로를 선택했고,전 구간
고속도로는 전혀 이용하지 않고,순수하게 국도만을 택했으며,대부분이 산간 지역
이었다.
총 5시간 51분 동안 334㎞의 거리를 평균 시속 57.1㎞로 주행했고,최고 주행 속

도는 시속 129㎞,최고 주행 고도는 1089m 이었으며,9개의 터널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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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주행 실험 이동 경로

주행 실험 결과 통신 품질은 매우 우수하여 그림 16의 지도에 표시한 1번 지점
에서 단 한 차례 통신이 두절되었고,환자 모니터링 장비에서 연결해제 경보가 발
생한 즉시 재접속을 시도하여 연결에 성공했다.
1번 지점은 속사와 서석의 중간에 위치한 산악 지형으로 시스템 가동 후 2시간

45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고속 하향 패킷 접속 모뎀은 휴대 전화의 안테나 아이
콘과 동일하게 송수신율을 그 감도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여 보고하는 기능이 내
장되어 있는데,통신 두절 시점에서 이 기능을 통해 송수신 감도를 확인한 결과
최하위 단계를 나타내고 있었던 사실로 볼 때,통신 두절의 원인은 일시적인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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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회선 불량으로 추정된다.재접속 후 해당 지점을 다시 주행 했을 때,동일한 두
절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444...222...222동동동영영영상상상 데데데이이이터터터 전전전송송송 실실실험험험
주행 실험간 송신 영상의 해상도와 프레임율을 변화 시키며 실험한 결과를 표

16와 표 17에 정리했다.실험 초기에는 동영상의 프레임율을 측정해주는 분석 소
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했으나,이 분석 소프트웨어 때문에 UMPC측 시스템에
과중한 부하가 걸리면서 전체적인 전송 속도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한 관계로,
동영상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영상의 refreshperiod를 측정하여 프레임
율을 역으로 계산해내는 방식으로 대체하였다.Refreshperiod는 10msec단위로
측정되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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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eeesssooollluuutttiiiooonnn
(((pppiiixxxeeelll)))

CCCooolllooorrr
(((bbbiiittt)))

구구구급급급차차차 측측측
송송송신신신프프프레레레임임임
(((fffpppsss)))

진진진료료료기기기관관관측측측
rrreeefffrrreeessshhh
pppeeerrriiioooddd
(((mmmssseeeccc)))

진진진료료료기기기관관관측측측
수수수신신신프프프레레레임임임
(((fffpppsss)))

영영영상상상 판판판독독독
가가가능능능 여여여부부부

320×240 24 30 510 1.96 가능

320×240 24 10 500 2.00 가능

320×240 24 4 490 2.04 가능

320×240 24 2 490 2.04 가능

160×120 24 30 150 6.67 가능

160×120 24 10 140 7.14 가능

160×120 24 4 260 3.84 가능

160×120 24 2 470 2.13 가능

80×60 24 30 90 11.11 불가능

80×60 24 10 110 9.09 불가능

80×60 24 4 260 3.84 불가능

80×60 24 2 460 2.17 불가능

표 16.전송 영상의 해상도와 프레임율의 관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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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eeesssooollluuutttiiiooonnn
(((pppiiixxxeeelll)))

CCCooolllooorrr
(((bbbiiittt)))

진진진료료료기기기관관관측측측
송송송신신신프프프레레레임임임
(((fffpppsss)))

구구구급급급차차차 측측측
rrreeefffrrreeessshhh
pppeeerrriiioooddd
(((mmmssseeeccc)))

구구구급급급차차차 측측측
수수수신신신프프프레레레임임임
(((fffpppsss)))

영영영상상상 판판판독독독
가가가능능능 여여여부부부

320×240 24 30 500 2.00 가능

320×240 24 10 490 2.04 가능

320×240 24 4 490 2.04 가능

320×240 24 2 480 2.08 가능

160×120 24 30 150 6.67 가능

160×120 24 10 140 7.14 가능

160×120 24 4 260 3.84 가능

160×120 24 2 460 2.17 가능

80×60 24 30 70 14.28 불가능

80×60 24 10 100 10.00 불가능

80×60 24 4 250 4.00 불가능

80×60 24 2 450 2.22 불가능

표 17.전송 영상의 해상도와 프레임율의 관계 II

실험 결과,가로 320픽셀,세로 240픽셀의 24비트 컬러 화상을 초당 2프레임씩
전송하는 것이 전송 속도 대비 영상 품질 면에서 응급 의료 정보 전송용으로 가
장 적합했다.프레임율이 낮기 때문에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영상은 구현하지 못했
으나 그 화질과 연속성은 환자의 상처부위를 관찰하거나 현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해상도를 가로 160픽셀,세로 120픽셀로 변화시켰을 경우,화질은 저하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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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판독은 가능했으며,프레임율은 약 7fps까지 상승하여 초당 재생되는 화상
이 증가했다.이렇게 상황에 따라 화질을 조절하면 원하는 수준의 영상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게 된다.
해상도를 가로 80픽셀,세로 60픽셀로 조정하면 프레임율은 약 14fps까지 상

승하여 영상의 전환은 매끄러웠으나,해상도가 낮은 관계로 영상 판독이 불가능했
다.
320×240해상도 설정 시,서버 애플리케이션에서 초당 4프레임 이상을 송신해

도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초당 약 2프레임만을 재생되는 현상은 동영상
의 전송 우선순위가 가장 낮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즉,서버 애플리케이션에서 설정하는 프레임율은 카메라에서 촬영되어 정지 화

상 단위로 압축되는 속도를 의미하므로,고속 하향 패킷 접속 모뎀을 통해 패킷으
로 송신되는 단계 또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서 패킷을 수집 처리하여 디스
플레이 하는 단계에서 데이터 용량에 비해 송수신 속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중간
에 생성된 화상들은 모두 무시된다.이것은 동영상의 실시간 성능 확보를 위해 의
도적으로 작성한 기능이다.
동영상 재생 중에는 송신 영상과 수신 영상의 비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그 이

유는 내부적으로 완전하게 동일한 이미지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시점을 각 동영상
송수신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정확히 맞춰내어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촬영 중에 동영상 송수신 서버의 프레임율을 0으로 변경,영상을 정지시

켜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동일한 정지된 동일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는 실험 환경
을 조성한 후 비교를 진행하였다.
그림 17은 모두 메인 스테이션에 수신된 정지 화상을 캡처한 사진으로,상단부

터 순서대로 320×240해상도,160×120해상도,80×60해상도에서 각각 캡처
한 화면이다.320×240해상도에서는 손가락 마디,표면 조직의 혈관 등 신체 부
위를 상세하게 관찰 할 수 있고,160×120해상도로 설정한 상태에서도 신체 부
위의 관찰은 가능하지만 320×240해상도에 비해 화면이 전체적으로 거칠고 형
태가 가는 부분은 세밀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80×60해상
도에서는 전체적인 윤곽 파악만 가능할 뿐 입자가 굵어 환부의 관찰은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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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
전송 영상의 화질 판정은 객관적인 평가 척도로서 신호 대 잡음비(SNR)측정이

사용되지만,본 연구를 통해 설계된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은 정지 화상이
아닌 실시간 동영상을 송수신하는 관계로 주행 중에 동일한 피사체를 동일한 조
건에서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신호 대 잡음비의 측정이 적절히 수행되지 못
하므로,최종적으로 사람이 판정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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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40pixel

160×120pixel

80×60pixel

그림 17.진료 기관 측 수신 동영상 해상도 비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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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333음음음성성성 데데데이이이터터터 전전전송송송 실실실험험험
주행 실험간 음성 데이터의 전송은 PCM 음성 표준인 8비트 해상도,초당 8000

샘플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 18과 같이 해상도와 samplingrate를 변화시켜가며 실
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음성 데이터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원활한 음성 전달이 가능했으며,

해상도와 샘플 개수 차이에 의한 음질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이렇게 해상도와
samplingrate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실험 대상이 0∼20000㎐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음악 또는 자연계의 소리가 아니라 300∼3400㎐의 주파수 대역
에 한정되는 인간의 음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상도와 samplingrate의 차이에 의한 음성 데이터의 용량 차이는 명확히

존재하지만 동영상 데이터와 같은 프레임 손실이 없이 원활하게 전송이 되는 이
유는 동영상 데이터에 비해 음성 데이터의 용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된다.
모든 항목에 대해 송신과 수신의 지연 시간은 1초 이내로 구급 대원과 의료진

간에 전화 통화 하듯이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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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eeesssooollluuutttiiiooonnn
(((bbbiiittt)))

SSSaaammmpppllliiinnngggRRRaaattteee
(((pppeeerrrssseeeccc))) 음음음성성성 통통통화화화 가가가능능능 여여여부부부

16 16000 가능

16 8000 가능

16 4000 가능

8 16000 가능

8 8000 가능

8 4000 가능

표 18.전송 음성 데이터의 품질

444...222...444생생생체체체 신신신호호호 데데데이이이터터터의의의 손손손실실실률률률
주행 실험이 종료된 후 UMPC에 저장된 송신 누적 패킷과 메인 스테이션에 저

장된 수신 누적 패킷을 비교해보았다.
장시간 누적 저장된 패킷은 1byte의 16진수가 연속으로 나열된 Raw 데이터 형

태로 저장되었다.소스 코드 또는 패킷 비교 분석 소프트웨어인 AraxisMerge를
이용하여 두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총 송신 패킷 81.25MB중에서 11.43KB의 패킷
데이터가 누락된 채 수신 패킷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고,손실률은
0.013%였다.
패킷 비교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송수신 데이터 비교 화면은 그림 18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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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누적 저장된 송수신 데이터의 비교 화면

수신 패킷 데이터의 누락된 부분을 송신 패킷 데이터와 정밀 대조 분석한 결과,
16byte로 구성된 단위 패킷 내에서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왜곡된 경우는 없었고,
하나 또는 몇 개 단위의 패킷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손실된 경우만 발견되었다.또
한 패킷이 손실된 지점과 주행 실험간 통신이 두절된 시점이 일치했다.
이것은 통신 회선의 불량이나 시스템 부하 증가 등의 이유로 전송이 완료되지

못한 패킷들이 버퍼 내에 계속 누적이 되었다가 새로 입력되는 패킷 데이터에 의
해 밀려나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데이터의 개별적인 왜곡이나 국지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속 하향 패킷 접속 통신과 TCP프로토콜이 매우 안정
적이고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생체 신호 데이터 패킷이 적재되는 버퍼는 시스템의 많은 부분에 존재한다.환

자 모니터링 장비내의 파형 처리 부분과 RS232C 입출력 처리 부분에 각각의 버
퍼가 준비되어 있고,UMPC에서 고속 하향 패킷 접속 모뎀을 통해 외부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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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송신하는 부분에도 버퍼가 있다.또한 진료 기관 측의 바이패스 서버에도 입력
버퍼가 있고,메인 스테이션의 CMS파형 처리 부분에도 버퍼가 존재한다.
각 구분의 버퍼 내용을 모두 추출하여 비교를 하면 패킷 손실의 지점과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겠지만 시스템 구조상 가동 중에 버퍼의 접근이 불가능
한 부분도 있고 시스템의 자원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결과만을 토대로 추
측을 하였다.
먼저 환자 생체 신호 모니터링 장비로부터 UMPC까지 생체 신호 패킷 데이터

가 전달되는 과정은 그 신뢰도가 매우 높아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극히 낮다.
그 이유는 CMS패킷 내에 STX,ETX,PacketLength,CRC와 같은 유효성 검증
장치를 비롯하여 여러 개의 단위 패킷이 전송될 경우에도 PacketCount를 통해
재전송을 요청하는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게다가 115200bps의 속도로 약
28000bps의 데이터만을 전송하기 때문에 통신 회선의 부하도 과중하지 않고 재전
송을 통해 오류를 보정할 시간도 충분하다.
결국 데이터 손실은 고속 하향 패킷 접속 모뎀에서 외부로 무선 송신되는 부분

에 생체 신호 데이터,동영상 데이터,음성 데이터의 세 가지 데이터가 한꺼번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병목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생체 신호 데이터 패킷의 우선순위는 전송되는 응급 의

료 정보 중에서 가장 높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이와 같이 패킷이 손실되는
경우에는 동영상이나 음성 데이터도 손실률이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단,동영상
이나 음성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그 일부분이 손실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외부에서 인지하는 품질에는 큰 영향이 없다.

444...333향향향후후후 과과과제제제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고속 하향 패킷 접속 통신을 이용한 응급 의료 정보 전

송 시스템을 실제 응급 의료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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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의 확대 적용에 앞서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 부분은 표준화된 프로토콜의 제정이다.
현재 각 지역 응급 의료 정보 센터마다 통신망은 공통적으로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을 사용하고 있더라도,구급차에 설치된 의료 장비와 진료 기관 또는 상황실
에 설치된 서버 간에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은 제각기 달라 지역 간 또는 개발
업체 간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고 있다.급기야는 상이한 프
로토콜을 번역 해주는 중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환자 발생 현장에서부터 가장 근거리의 진료 기관에서 초동 조치 후,환자의 상

태와 치료 가능여부에 따라 타 지역에 위치한 상위 진료 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도 다수 존재하는데,이러한 경우에 지역 간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이 상호
호환되지 않는다면 이송간 누적된 환자 데이터가 소실되므로,표준 프로토콜의 제
정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위에서 언급한 표준 프로토콜은 기존 진료 기관에 이미 설치,운용중
인 EMR(ElectronicMedicalRecord)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해야 한다.
응급 의료 접수부터 출동,환자 이송,진료 기관 도착 후 의료진의 소견과 진료

결과의 저장까지 일련의 제반 업무들을 EMR에 포함시켜 전산화한다면 환자 이력
이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므로,동일 환자의 질병이 재발했을 경우 신뢰도 높은 응
급조치와 적절한 약물 투여 등이 이루어져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높
아진다.아울러 의료 관련 인력들의 업무 부담을 줄임으로 인해 보다 많은 환자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세 번째로,의료 정보 무선 전송 시스템은 응급 의료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의 이송은 응급 상황이 아닌 타 진료 기관으로의 단순 이

송 시에도 빈번히 이루어진다.이러한 진료 기관간의 단순 이송 시에도 구급차 내
전문 의료인의 동승이 법제화 되어 있지만,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준수하기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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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많다.
따라서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의 설치를 응급 의료 센터 소속뿐만이 아닌 전

운행 구급차로 확대를 하고,전문 의료인이 구급차 내 환자의 상태를 외부에서도
상세히 관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병원 내 진료와
구급차 동승을 분주하게 병행해야 하는 전문 의료인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환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네 번째로 응급 의료 정보 전송에 고속 하향 패킷 접속 통신망을 사용할 경우
동반되는 큰 장점중의 하나가 현재 접속 중인 기지국 정보를 통해 50m∼5㎞ 단위
의 비교적 상세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05년 ‘119이동전화 위치 정보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 소방 방재청은 응급 상

황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하에 이동 통신사로부터 위치 정보를 제공받는 시스템
을 구축했다.물론 이동 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개인 정보 보호 준수 의무에 의해
구급차에 설치된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일시에 공개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겠지만,
이미 응급 의료의 주체인 소방 방재청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위치 정
보 확인의 대상을 개인용 휴대 전화가 아닌 구급차용 단말기로 한정하는 이상,위
치 정보 수신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응급 의료 정보 전송용 단말기의 위치 정보 수신이 가능해 진다면,관제 센터에

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구급차를 현장으로 출동 시키고,교통 체증 구간을 피해
최단 시간에 진료 기관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유도하고,구급차의 진료 기관
도착 시간을 예측하여 진료 기관 측에서 환자 도착과 동시에 수술 또는 치료가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는 태세도 갖출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로 구급차에 설치된 의료 장비 측에 외부에서의 제어 권을 추가 할당
하여,의료진이 원격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필요하다.예를 들면,진
료 기관에 위치한 의료진이 환자를 모니터링중인 구급차 내 장비의 심전도 채널
을 본인이 관찰하기 원하는 채널로 전환할 수 있다면 더욱 원활한 진료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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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응급 환자는 돌발 사고나 급성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거동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또한 많고,따라서 구급 대원이 구급차
에서 하차하여 환자가 위치한 지점까지 장비와 함께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
하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의료용 측정 장비와 전송용 장비가 분리된 형태보다는

한 대의 장비에 생체 측정부와 송·수신 부를 통합,단일화 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
적이며,구급차 내에 고정 장착하는 형태보다는 이동이 용이한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응급 의료에 필수적인 제세동 장비까지
일체화할 수 있다면 더욱 간편해진다.
나아가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해 사용된 UMPC에 내장된 카메라나 마이크 등을

구급 대원이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대체한다면,보다 신속한 응급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응급 이송중 환자의 부상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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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제 3.5세대 무선 이동 통신인 고속 하향 패킷 접속 통신을 이용
하여 응급 환자 이송중 환자의 생체 신호 데이터와 함께 응급 현장의 동영상 데
이터와 음성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송해주는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
템을 구축했다.구축된 시스템은 활용성과 신뢰성에 대한 실험을 거쳐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시스템이 진료 기관 도착 전 단계의 의료 지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고속 하향 패킷 접속 통신이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용도
로 적합함을 검증했다.
실험 결과,12종류의 파형 데이터와 20종류의 수치 데이터,113종류의 이벤트 데

이터를 전송 가능하여 응급 의료 지도를 위해 필요한 풍부한 환자 생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고,320×240픽셀,24비트 컬러 영상을 초당 2프레임씩 양방향
전송하여 응급 환자의 상처 부위를 파악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할 수 있었고,8비
트,초당 8000샘플의 음성 데이터를 양방향 전송하여 구급차에 탑승한 구급 대원
과 진료 기관에 위치한 전문 의료진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제공할 수 있었
다.또한 시스템을 가동 시킨 채 강원도 산간 지역 국도를 총 5시간 51분간 334㎞
의 거리를 주행 실험한 결과,1회의 통신 두절이 발생했으며,장시간동안 누적 저
장된 송수신 패킷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패킷 데이터의 손실률은 0.013%였다.위
의 실험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고속 하향 패킷 접속을 이용한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은 진료 기관 도

착 전 단계의 의료 지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2.고속 하향 패킷 접속 통신은 그 전송 속도와 전송량,통신 품질에 있어서 응

급 의료 정보 전송 용도로 적합하다.
3.고속 하향 패킷 접속을 이용한 응급 의료 정보 전송 시스템은 향후 프로토콜

표준 제정,EMR 연동 기능 및 기지국 정보를 이용한 구급차 위치 파악 기능 추
가,구급대원 착용형 장비 개발 등 부가적인 시스템까지 가세하면 응급 의료 환경
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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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ung
Dept.ofBiomedical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In an emergency situation,quick and effectivepre-hospitalcaremustbe
administeredinordertosavepatients’lifeandpermitthem tolivenormally
followingtheirmedicaltreatment.Forthisreason,itisnecessarytodevelopa
system whichcantransmitpatientvitalsignsandreal-timeaudio/videodata
toamedicalinstitutionduringemergencypatienttransportation.
The patientdata transmission system which relies on a localwireless

networkisnotsuitableforlongdistancetransmissionofmedicalinformation
becausethissystem canonlyfunctioninsideamedicalfacility.A system that
usesCDMA(CodeDivisionMultipleAccess),a2ndgenerationcommunication
system,doesnothaveenoughbandwidthtotransmitpatientvitalsignsand
audio/videodataatthesametime.Inaddition,thequalityofthetransmitted
dataistoopoortodeliveraccurateinformationtomedicalprofessionalsatthe
hospital.Moreover,theCDMA system canbeblockedinsomeradio-shaded
areas.
Inthisresearch,afull-duplextransmissionsystem hasbeendesignedand

developed.Itisabletosendrealtimemedicalinformation(i.e.patientvital
signs,real-timepatientvideo/audiodata)usingHSDPA(High-SpeedDow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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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etAccess),a3.5thgenerationmobilecommunicationsystem.Transmission
testswereconducted in an environmentsimulating thatoftheinsideofa
movingambulance,transportinganemergencypatient.Thesetestsdetermined
thatthesystem can,tocomedegree,assistinpre-hospitalcare.Thecapability
oftheHSDPA system totransmitemergency medicalinformationhasbeen
verifiedbycomparingtheprolongedcumulativedata,calculatingpacketloss,
andmeasuringtransmissionspeedandcommunicationqualityinradio-shaded
areas.
Testresultsshow thatthesystem iscapableoftransmitting vitalsignal

data,including 12 waveform data,20 numeric data and 113 events.This
providesenoughinformationneededformedicalguidance,readingtheaffected
partofthepatient,andforwarding320×420pixelimagesat2fps.Full-duplex
voicetransmissionat8bit/64kbpsisenoughtopermitreliablecommunication
betwee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hospital professionals.After
driving334kilometersat57.1kilometersperhourinthemountainousareaof
Gangwon province for5.85 hours,the communication was interrupted only
once.A totalof11.43kilobyteswerelostoutof81.25megabytes.Therefore,
thepacketlosswas0.013%.
Inconclusion,themedicaltransmissionsystem usingHSDPA performswell

in data transmission speed and communication quality during emergency
medicaltransportation.It is also expected to further improve emergency
medicalconditionsifsupplementary systemssuch asthestandard protocol
establishment,EMR likeability,ambulance location check,and specialized
medicalequipmentforambulatoryuseareprovidedwit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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