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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고품질 멀티미디어 기반 실시간 원격 진료 시스템의 설계

질병에 걸렸을 때 보다 나은 진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망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망이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원하는 

형태의 진료와는 거리가 있는 진료 서비스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되어 온 것이 원격 진료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원격 진료

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 다. 원거리에 있는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기 위

해 방사선 상, ECG, SpO2, 혈압, 체온 등의 생체 신호, 환자의 현재 상태를 파

악할 수 있는 환자 동 상, 환자의 의무기록, 환자와 의사, 의사와 의사간의 의견

교환을 위한 상회의 데이터를 전송하 다. 데이터의 전송은 E1 라인을 이용하는 

이더넷 망과 인터넷 망을 이용하 다. 이더넷 망에서는 2Mbps의 E1 라인 3개를 

이용하여 6Mbps의 대역폭을 확보하여 환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하

다. 또한 데이터의 획득, 저장 및 전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DICOM 3.0, 

JPEG, MPEG 등 각 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표준안에 맞추어 설계하 다. 또한 이

동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데이터 획득 장치를 부착한 이동 

침대를 제작하 다. 

설계한 시스템의 평가를 위해 전용선과 인터넷 망에서 원격 진료 시스템을 실

험하 다. 각 모듈의 압축 방법과 우선 순위 조절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고화질 

비디오, 생체신호, 방사선 상, 상회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병원 응급실간의 테스트와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의 원격 진료 서비스를 통해 일

반 진료 및 응급 상황에서도 설계된 원격 진료 시스템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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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의료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 보다 나은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죽음으로부터 환자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 시

설의 편재 및 전문 인력의 편재로 지역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환자의 측면에서는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받게 된다. 이러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환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어 온 것이 원격 진료 시스템이다.

원격 진료 시스템은 통신망을 통해 환자의 데이터를 전송하여 원격지에 있는 

전문의로 하여금 환자를 진단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원격 진료 

시스템을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는 복합 정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체 신호, 방사선 

상, 의무 기록 등과 같은 기본적인 환자 데이터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켜 저

장해야 한다. 또한 획득된 환자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원격지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진료에 따라 환

자의 완쾌 여부는 물론 환자의 생사 여부가 결정되므로, 응급 환자를 위한 원격 

진료 시스템에서는 실시간 송수신이 매우 중요하다.

환자의 정확한 진료를 위해 획득 가능한 모든 데이터들을 획득하고 전송해주

어야 하지만, 전송망의 한계 및 데이터 처리 능력의 한계로 모든 데이터를 전송하

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초기의 원격 진료 시스템에서는 방사선 상 데이터만

을 전송하여 진단하는 형태로 구현되었다. 최대 64Kbps의 공중전화망(PSTN -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었으므로 방사선 

상 데이터 전송만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상 데이터의 양을 줄

이기 위해 상 압축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어 원격 진료 시스템에 응용되었다

[1-3]. 그 이후에는 ISDN(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을 기반으로 상회

의 시스템을 적용하여 상과 음성을 통해 원격 진료를 하고, 목적에 따라 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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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데이터나 방사선 상 데이터 등을 전송하는 형태의 원격 진료 시스템이 구

현되었다. 유럽에서는 ISDN과 위성을 이용하여 항해중인 선박을 위한 응급 진료 

시스템을 구현하 다. 그러나 PSTN에 비해 ISDN이 큰 대역폭을 제공하나 여전

히 다양한 환자 데이터를 전송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환자의 겉모습을 찍은 사진이

나, 환자의 음성, 비디오 클립 등의 데이터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실

시간으로 진료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4-6]. 

최근에는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하여 고화질의 상회의 및 실시간 방사선 

상 전송을 지원하는 원격 진료 시스템이 구현되었다.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하여 

방사선 상을 전송하고, 실시간 고화질 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을 진단

하는 방사선 상 진단 시스템의 형태로 주로 구성되었다[7-10]. 그러나 초고속 

통신망을 사용하기 위한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커서 연구 결과로만 그치고 있다. 

또한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 생체 신호 데이터를 전송/저장하거나

[11-13] 상회의나 화이트보드 기능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형태의 원격 의

료 시스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4-17]. 그러나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

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넓은 지역을 가지

고 있는 미국이나, 국경을 초월하여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현하는 유럽과 같은 지

역에서는 시스템의 이동성을 높여 의료진의 손길이 쉽게 닿지 않는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GSM(the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이동통신을 이용한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현하기도 하 다. GSM 이동통신 네트

워크를 이용하므로 응급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환자의 정보

를 정해진 병원으로 보내어 응급처치 방법을 지시받을 수 있다. GSM의 대역폭이 

9.6Kbps 정도로 매우 작은 대역폭만을 지원하므로, 다양한 환자 정보를 전송하여 

이용하기 보다는 주로 생체신호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찍은 정지 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이용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구현된 원격 진료 시스템은 정확한 환자 진료를 위해 다양한 데이

터를 통합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전송망에 따라 제한된 데이터만을 전송하여 환

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의에게 복합적인 정보를 줄 수 없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데이터 전송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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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등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전송한 후에 상회의 등을 통해 원격 

진료를 하는 형태로 제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의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

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환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원격 진료 시스템을 

설계하 다. 또한 구현된 원격 진료 시스템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이더넷(Ethernet) 

기반의 전용선과 ADSL(Asynchronous Digital Subscriber Loop)과 같은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하 다. 전문의에게 실시간으로 환자의 정보를 제공

해주기 위해 각각의 전송망에서 각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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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문의가 원격지의 환자를 진료를 위해서는 생체 신호 데이터, 방사선 상 데

이터, 의무기록 데이터, 음성 데이터, 내시경이나 환자의 겉모습을 촬 한 고화질 

비디오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들이 제공되어야 한다[18-21]. 그러므로 파형, 정

지 상, 동 상 등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데이터 - 멀티미디어 데이터 - 들을 실시

간으로 송수신하기 위해 데이터 종류에 따라 데이터를 획득하고, 압축하고 전송하

는 적절한 멀티미디어 처리 기술들이 요구된다. 여기서 멀티미디어 처리 기술이란, 

각각의 데이터는 고유의 표준안 및 압축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압축 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압축, 복원하고, 표준안에 따라 데이터를 해석하여 화면에 디스플레

이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전송대역폭을 요구한다. 통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는 실시간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원

하는 데이터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전송망을 사용하거나, 정해진 대역폭에 따

라 데이터의 전송량을 적절히 분배하여야 한다. 제한된 대역폭에서 다양한 데이터

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별로 우선순위(priority)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적절

한 전송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 1은 네트워크를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해 각 

멀티미디어 데이터 표준안에서 제시하는 전송 대역폭을 정리한 것이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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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방사선 상

X-ray, CR(Computed Radiography), CT(Computed Tomography),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등의 방사선 상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로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어 왔다. 

원격 진료 시스템에서도 초창기부터 진단을 위한 중요한 데이터로,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필름을 디지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의료 상 표

준안인 DICOM 3.0(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 3.0)이 제정

되고[22], 이를 이용한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가 

개발되면서 디지털 방사선 상 데이터의 사용이 확대되었다.

표 6. 미디어에 따른 대역폭 요구사항

Multimedia Stream Description Bit rate

System stream

Session connection,

Mouse Movement,

Synchronization

Negligible

Speech
Full duplex, G.72x audio

MPEG4

10∼128Kbps

2∼24Kbps

Diagnostic Audio
One-way,

CD-quality stereo
32∼768Kbps

Video Conference Two-way, H.261 64Kbps∼1.92Mbps

Diagnostic Video
One-way MPEG2,

MPEG4

3∼15Mbps

200∼700Kbps

Image Stream Consultation 5Kbps∼10Mbps

Biological Signal ECG(8bits, 500㎐ sample) 4Kbps/Ch



- 6 -

원격 진료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상 데이터의 획득은 PACS가 설치되

어 있는 병원의 경우에는 PACS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며, PACS가 설치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는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획득

한다. 또한 원격 진료 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방사선 상 데이터는 환자 정보와 

함께 PACS에 저장되어 계속적인 환자 진료를 위한 데이터로 사용한다. 이와 같

이 PAC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 상 표준안인 DICOM 3.0을 지원해야 한다.

2.1.1 의료 상 표준안 - DICOM 3.0

1993년 ACR-NEMA(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에서 제정한 DICOM 3.0[22]은 의료 상 표준안으로서 

의료 상의 생성, 전송, 저장의 모든 부분에 관계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PACS와 

연결된 방사선 상 장치는 DICOM 3.0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일 구조로 방사선 

상을 생성하며, DICOM 3.0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PACS와 통신하여 방사선 

상을 전송하여 저장하도록 한다. DICOM 3.0 파일은 방사선 상 데이터와 상

의 일반적인 포맷에 관련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환자의 기본 정보, 상의 촬 시

간, 촬  장비, 검사 이름, 담당 의사 등 한 장의 생성되기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

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와 연

결하여 더 많은 환자의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필요한 정보 및 데이터를 

HIS에 제공할 수도 있다.

DICOM은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일대일(Point-to-Point) 방식의 통신을 지원하도록 정

의하고 있으나, 현재 일반적으로 TCP/IP 기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PACS와의 통신을 위해DICOM에서 규정하는 TCP/IP를 위한 DICOM 상위 계층 

프로토콜(DICOM upper layer protocol)을 구현해야 한다. DICOM에서는 상위 계

층 프로토콜을 위해 7개의 PDU(Protocol Data Unit)을 정의하고 있으며, PDU를 

이용하여 PACS와 연결을 설정하고 PACS로부터 방사선 상 데이터를 읽어오거

나, PACS에 전송받은 방사선 상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림 1은 DICOM 3.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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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있는 통신규약을 도식화한 것이다.

TCP/IP를 기반으로 DICOM 파일을 교환하기 위해 우선 두 AE(Application 

Entity)간의 연결이 설정되어야 한다. DICOM에서는 장치간의 연결 및 연결 해제 

방법으로 A-ASSOCIATE PDU(Protocol Data Unit)을 정의하고 있다. 연결은 

A-ASSOCIATE-RQ/A-ASSOCIATE-AC PDU를 교환하여 설정되고, 연결을 해

지할 경우에는 A-RELEASE-AC/A-RELEASE-RP PDU를 교환한다. 두 AE의 

상위레벨에서의 데이터 교환은 P-DATA-TF PDU를 이용한다. 

실질적인 방사선 상 데이터는 메시지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DICOM에서

는 두 AE의 상황에 따라 몇 가지의 메시지를 정의하고 있다. PACS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C-STORE 메시지 방식을 이용한다. PACS로부터 데이터를 검

그림 1. DICOM 통신 규약. PACS에서 방사선 상을 

획득하고, 전송된 방사선 상 데이터를 PACS에 저장하

기 위해서는 TCP/IP를 위한 DICOM 상위 계층 프로토콜

을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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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는 경우에는 C-FIND 메시지를 사용하며, 검색된 결과에 따라 DICOM 파일

을 가져올 때는 C-GET 메시지를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 환자의 방사선 상을 

PACS로부터 획득하기 위해서는 C-FIND 메시지와 C-GET 메시지 방식을 이용

하며, 원격 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방사선 상을 PACS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C-STORE 메시지 방식을 이용한다. 그림 2는 PACS로부터 원격 진료 대상 환자

의 방사선 상 파일을 전송받기 위해 PACS에 연결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받기 

위한 메시지를 교환하는 순서도이다. 그림 3은 전송 받은 방사선 상을 PACS에 

저장하기 위한 메시지 교환 순서도이다.

DICOM 3.0 파일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들은 그룹과 엘리먼트(element)라는 단

계별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엘리먼트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기본정보를 

이야기하며, 관계있는 정보들을 정의하고 있는 엘리먼트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룹

으로 나타낸다. DICOM에서는 그룹과 엘리먼트 번호를 통해 방사선 검사에서 방

그림 2. PACS로부터 DICOM 3.0 파일을 획득하기 위한 메시지 순서

도.

A-ASSOCIATE-RQAA--ASSOCIATEASSOCIATE--RQRQ

A-ASSOCIATE-ACAA--ASSOCIATEASSOCIATE--ACAC

A-RELEASE-RQAA--RELEASERELEASE--RQRQ

A-RELEASE-RPAA--RELEASERELEASE--RPRP

C-FIND ResponseCC--FIND ResponseFIND Response

C-FIND RequestCC--FINDFIND RequestRequest

PP--DATADATA--TFTF

Telemedicine
Sender

PACS
C-GET RequestCC--GET RequestGET Request

C-GET ResponseCC--GET ResponseGET Response

C-STORE Sub-moduleCC--STORE SubSTORE Sub--modulemod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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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상이 생성되는 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데이터 사전(Data 

Dictionary)에 정의하고 있다. 방사선 상 장치들은 데이터 사전에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장치 고유의 그룹과 엘리먼트를 생성하여 데이터 

사전에 없는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DICOM 파일은 데이터 사전에 있는 개별 데이터들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파일에 들어있는 하나의 데이터는 그룹 번호, 엘리먼트 번호,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데이터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데이터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그

룹과 엘리먼트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타입을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각 데이터

들은 그룹 번호 별로 오름차순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각 그룹 내에서는 엘리먼트 

번호대로 오름차순으로 저장되어 있다. 방사선 상을 화면에 디스플레이하기 위

해 파일을 엘리먼트별로 읽어 들여 필요한 정보들을 획득하고, 그에 따라 방사선 

상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한다.

다음 그림 4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 형태의 DICOM 3.0 파일안의 데이터 구조

그림 3. 전송받은 방사선 상을 PACS에 저장하기 위한 메시지 순서도.

A-ASSOCIATE-RQAA--ASSOCIATEASSOCIATE--RQRQ

A-ASSOCIATE-ACAA--ASSOCIATEASSOCIATE--ACAC

A-RELEASE-RQAA--RELEASERELEASE--RQRQ

A-RELEASE-RPAA--RELEASERELEASE--RPRP

Data TransmitData TransmitData Transmit

C-STORE ResponseCC--STORE ResponseSTORE Response

C-STORE RequestCC--STORE RequestSTORE Request

PP--DATADATA--TFTF

Telemedicine
Receiver

P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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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림 5는 데이터 타입이 없는 형태의 DICOM 3.0 파일 안에 들어있는 데이

터의 구조이다. 

그림 4. 데이터 타입이 있는 DICOM 3.0 데이터 구조

그룹 번호
엘리먼트

번호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데이터

2byte 2byte 2byte 2byte

그림 5. 데이터 타입이 없는 DICOM 3.0 데이터 구조

그룹 번호
엘리먼트

번호
데이터 길이 데이터

2byte 2byte 4byte

2.1.2 데이터의 전송

원격 진료에서 방사선 상은 진료가 정해지고, 환자가 결정되면, 처음 혹은 중

간 단계에서 전송되게 된다. 전송해야 할 방사선 상 데이터양은 많으나, 비정기

적으로 한번 전송하는 데이터이므로 전체 시스템의 전송량에는 큰 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파일이 전송되는 동안 다른 데이터(생체신호, 동 상 등)를 전송하

기 위한 대역폭이 줄어들게 되므로, 전송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사선 

상을 위한 전송시간은 파일 크기와 전송 대역폭에 따라 수초에서 수분의 시간

이 필요하다.

초기의 원격진료 시스템에서부터 상 전송을 위한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초창기의 원격진료 시스템에서는 전체 상을 무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하여 압축하거나[1,23], ROI(Region of Interest)만을 구분하여 무손실

로 압축하고, 나머지 부분은 손실 압축을 하여 데이터의 전송 시간을 줄이거나, 단

계적 상 압축 방법을 이용하여 상을 압축하고, 압축된 단계별로 상을 전송

하여 낮은 단계의 상으로도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2]들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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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그러나 압축 기술 및 PC 기술의 낙후로 상을 압축하는데 걸리는 시

간이나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 최근 들어 대역폭의 확대

와 PC의 성능 및 압축 기술의 증가로 전송에 필요한 시간을 수분에서 수초까지 

줄 다.

방사선 상의 전송 순서에 따라 원격 진료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미리 계획에 잡혀 있는 원격 진료에서는 환자를 위한 모든 데

이터들이 환자 진료 이전에 준비된다. 방사선 상은 진료 이전에 촬 되어 디지

털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으며, 이를 원격지나, 원격 진료 시스템의 서버에 저장하

여 방사선 상을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인한 진료 지연을 최소화한다. 이

러한 경우에는 데이터의 용량이나, 파일의 개수가 많을수록 원격 진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나, 원격 진료를 진행하는 시간에는 향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응급 상황과 같은 실시간 원격 진료에서는 진료를 위한 환자 데이

터를 미리 준비할 수 없으므로, 방사선 상을 촬 한 후 필름이나 디지털 형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원격지로 전송한다. 필름으로 존재하는 방사선 상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켜 원격지나, 원격 진료 시스템의 서버

로 전송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상의 용량이 크므로 전송망에 따라 수초

에서 수백 초까지의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2.1.3 데이터 압축

방사선 상은 일반 정지 상에 비해 두 가지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로 일반 정지 상에 비해 매우 큰 용량을 가지고 있다. CT나 MRI의 한 장의 크

기는 비록 크지 않지만, 한 검사에 사용되는 장수가 많기 때문에 전송해야 할 용

량이 매우 크다. 두 번째는 일반 정지 상과 달리 의료 상은 환자의 상태를 검사

하는 자료임으로 손실없이 전송되어야 한다. 일반 정지 상의 경우 정지 상 압축 

표준안인 JPEG을 이용하여 손실 압축을 하여 10:1 정도까지 눈으로 확인되는 에

러 없이 데이터의 용량을 줄일 수 있으나, 의료 상의 경우에는 손실압축이 아닌 

에러가 없는 무손실 압축을 해야 하며, 무손실 압축의 경우 최대 3:1 정도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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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용량을 줄일 수 없다. DICOM 3.0에서는 JPEG 압축 파일을 방사선 상 

압축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손실 압축과 무손실 압축 방식 모두 사용이 가능

하다. 

데이터의 정확도를 위해 손실 압축을 최소화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데이터의 용량이 매우 크므로 방사선 상 압축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어

져 왔다. 최근 들어서는 웨이블릿을 이용하여 단계적 압축 방법들이 압축비도 높

고, 복원 화질도 좋아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24-26].

2.1.4 상 처리(Image Processing)

방사선 상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상 처리 기술을 적용한

다. 원격 진료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상 처리 방법으로는 크기 조절

(Zoom-in, Zoom-out), 회전(Rotate), 명암/밝기 조절(Contrast/Brightness Control), 

윈도우 레벨 조절(Window level control), 화면에 맞추기(Window Fitting), 히스토

그램 조절(Histogram Equalization) 등이 있다. 상 처리 기술을 구현할 때 고려

해야 할 사항은 원격 진료 시스템 양단의 동기(Synchronization)를 맞추어 줄 수 

있어야 한다.

2.2 생체 신호 데이터

신체 내부의 변화를 다양한 종류의 전극을 통해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파형으

로 나타낸 것이 생체 신호이다. 생체 신호는 환자의 계속적인 상태 변화를 파악하

기 위한 데이터로 사용되며, 심전도(Electrocardiogram : ECG), 뇌전도

(Electroencephalogram : EEG), 근전도(Electromyographic : EMG), 호흡

(Respiration), 혈압(Blood Pressure - BP), 혈중 산소 포화도(SpO2), 맥박수(Heart 

Rate : HR)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ECG를 중심으로 

호흡, 혈압, SpO2, 맥박 등의 신호를 이용하 다. 한번 촬 된 결과를 사용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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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상과 달리,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며, 원격 진료 시스템에서도 계

속적으로 원격지에 전송해주어 원격지의 전문의로 하여금 환자의 이상여부를 판

독하도록 한다. 

생체 신호 데이터는 생체 신호 계측기에서 나오는 아날로그 신호가 A/D 컨버

터(Analog-to-Digital Converter)를 통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PC로 입력된

다. 생체 신호는 종류에 따라 고유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다[27]. 

생체 신호 데이터는 획득되는 채널 수와 종류에 따른 고유 주파수 대역에 맞

춘 샘플링 레이트(sample rate)에 따라 필요한 전송 대역폭이 결정된다. ECG는 

12개의 리드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1채널에서 12채널까지 표시할 수 있

다. ECG가 0∼100㎐의 주파수 대역폭을 가지므로 200㎐ 이상으로 샘플링하면, 아

날로그 신호와 동일한 디지털 신호를 획득할 수 있다.

2.2.1. 데이터의 전송

원격 진료 시스템에서 심전도나 뇌전도 등의 생체 신호는 수분에서 수십 분까

지 연속적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또한 응급상황이나, 원격 진단을 위한 시스템에서

는 환자의 현재 상태를 신속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연속 데이터를 전

송해야 한다. 

생체신호 데이터는 방사선 상이나, 환자 동 상과 비교하여 데이터의 양이 

적다. 방사선 상의 경우, 계속적으로 전송을 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가능한 빠

른 시간 내에 전송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소 1Mbps이상의 전송 대역폭이 요구된

다. 동 상의 경우에도 상의 크기와 해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MPEG1 정

도의 화질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5Mbps의 전송대역폭이 요구된다. 

그에 비해 생체신호의 경우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전송대역폭이 요구되

어지나, 방사선 상이나, 동 상 전송을 위한 대역폭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대역

폭이 소요된다. 심전도에서 최대 12채널까지 데이터를 획득할 경우, 각 샘플 당 

16bits의 크기를 가지고 300㎐ 샘플링 주기로 12채널의 데이터를 획득하면, 데이터 

전송량은 56Kbps이다. 산소포화도, 혈압, 체온 등은 1초에 1∼2회의 데이터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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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면 되므로, 전체 전송량에는 향을 주지 않는다.

2.2.2 압축

정해진 대역폭 내에서 다른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 대역폭을 보장해주기 

위해 생체신호 데이터를 압축하여 데이터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생체신호의 

압축 방법은 압축 복원 후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하면 오진의 원인이 될 수 있으

므로, 손실 없는 압축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생체 신호의 압축 방법으로는 시간 역과 주파수 역 방법을 나눌 수 있다. 

시간 역방법으로는 turning point(TP), amplitude zone time epoch 

coding(AZTEC)[28], coordinate reduction time encoding system(CORTES),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DPCM) 등의 알고리듬이 있으며, 주파수 역

방법은 각종 변환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29], Walsh 변환[30], Karhunen-Loeve 변환[31], discrete cosine 변환

과 최근의 웨이블릿(Wavelet) 변환[32,33]을 이용한 방법들이 있다.

가. DPCM

PCM(Pulse Code Modulation)에서는 각각의 샘플을 독립적으로 양자화하여 부

호화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호는 연속되는 샘플들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연속한 샘플들 사이에서의 평균적인 신호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면 보다 적은 비트로도 충분히 전체 신

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한 알고리듬이 

DPCM(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이다. 따라서 DPCM은 샘플 자체에 양

자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양자화를 수행한다. 샘플 간

의 차이값은 샘플 자체의 크기보다 작은 양이 될 것이므로 보다 적은 bit를 할당

할 수 있다.

나. 웨이블릿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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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에 변환은 시간축의 신호를 주파수축의 신호로 나타내어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도록 하는 변환이다. 퓨리에 변환은 주파수축의 특성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으나, 공간상의 특성은 완전히 잃어버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웨이블릿 변환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공간상의 특성과 주파수상의 특성을 모두 유지하며, 신호

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34].

웨이블릿 변환은 필터 뱅크(filter-bank)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저주파 필터와 

고주파 필터로 각각 신호를 통과시키고 다운샘플링(downsampling)하고, 복원시에

는 업샘플링(upsampling)하고 필터를 통과시켜 원래의 신호를 만들어내게 된다. 

웨이블릿 변환에서는 어떠한 필터를 사용하는 가에 따라 정보의 집약이 달라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완전 재구성(perfect 

reconstruction)이 가능한 Haar 웨이블릿을 사용하 다.

2.3 의료 동 상

내시경 상, 초음파 상, 또는 수술 현미경 상 등은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되면서 비디오테이프로 녹화하여 보관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테이프를 복사

하여 다른 의사들에게 전달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의료 동 상 데이터는 이

러한 상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원격 진료 시스템에서는 위에

서 말한 동 상 자료 이외에 환자의 현재 모습도 필요한 동 상 데이터이다. 원격 

진단을 해야 할 경우, 방사선 상이나, 생체 신호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으나, 그에 따른 환자의 겉모습 역시 환자 상태 파악의 기

본적인 자료이다.

원격 진료에서 동 상 데이터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 비디오 캡쳐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장비를 사용한다. 

비디오 캡쳐 하드웨어를 통해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는 그 용량이 매우 크므로, 데

이터를 압축하여 보관하게 된다. 데이터의 압축 방법으로는 동 상 압축 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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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 등이 있다. 최근 들어 디지털 비디오카메라의 등장으로 인해 중간 단계의 

하드웨어 없이 직접 디지털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동 상 데이터를 아날로그 동 상과 차이를 느끼지 않고 보여주기 위

해서는 최소 초당 25frames를 디스플레이해야 하며, 상이 끊어지는 것을 감안하

더라도 최소 초당 10frames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어야 한다. 압축없이 640×480 해

상도의 16bits 칼라 상을 25frames/sec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100Mbps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며, 10frames/sec로 보여주기 위해서도 20Mbps 이상이 보장되어 한

다. 동 상 압축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양을 줄이지 않을 경우 전송 대역폭 

및 저장을 위한 비용이 매우 크므로 원격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데이터

를 압축해야 한다.

2.3.1 동 상 압축

동 상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고화질의 동 상 데이터의 

전송이 필수적이다. 동 상 데이터의 용량이 매우 크므로, 고해상도, 고화질을 만

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십에서 수백Mbps를 대역폭이 필요하나, 이것을 원격 진료 

시스템에 이용하는 것은 시스템의 설치 및 운 비가 매우 비싸므로 어렵기 때문

에, 동 상 압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 MPEG1

1988년부터 동 상 압축 표준을 위한 위원회가 조직되어 1991년 MPEG1이 제

정된 이후, MPEG2, MPEG4, MPEG7으로 이어지며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MPEG1은 CD-ROM기반의 1.5Mbps의 전송률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

으며, 현재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인코딩과 디코딩이 모두 가능하다. MPEG1의 

소스 입력 포맷은 NTSC 방식에서는 352×240의 30frames/sec, PAL 방식에서는 

352×288의 25frames/sec이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대역폭이 작으므로, 여러 멀티

미디어 데이터와 함께 전송해야하는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

나 입력 포맷이 352×240 크기 이상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그 이상의 고화질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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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35].

나. MPEG2

MPEG1은 1.5Mbps의 저장매체를 위한 동 상 압축 표준안이었으나, MPEG2

는 5∼10Mbps 이상의 높은 비트율에서 고화질을 실현하고 HDTV(High 

Definition TV)와 같은 방송 분야에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동 상 압

축 표준안이다. MPEG2는 2∼100Mbps 사이의 폭넓은 대역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을 정의하고 있는 프로파일(Profile)과 각 프

로파일에서 상크기, 초당 비트량, 초당 화면수 등의 변수들을 제한하는 레벨

(Level)에 따라 단계별로 원하는 화질 및 전송 대역폭을 제공한다. 또한 네트워크 

상에서의 비트율의 유연성을 제공해주기 위해 고정 비트율(CBR : Constant Bit 

Rate)과 가변 비트율(VBR : Variable Bit Rate)을 지원한다.

MPEG2의 실시간 인코딩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용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PC의 발달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로 소프트웨어만을 이용

한 실시간 인코딩이 가능하게 되었다[35,36].

⑴ 비트율 제어

부호화를 거친 데이터는 적절한 조합을 통해 복호기(Decoder)의 버퍼로 입력된

다. 부호기(Coder)에서 발생하는 비트의 불규칙한 특성에 따라 부호기의 입력 버

퍼는 넘침이나 고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픽처사이 또는 픽처 

내부의 화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트율을 조정해야 한다.

부호기에가 비트율을 제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양자화 스케일을 변경하는 것

이다. 버퍼의 충만도에 따라 양자화 스텝 크기를 가변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발

생 비트가 특정 기준치 이상이면 양자화 값을 증가하여 데이터를 줄이고, 기준 이

하로 데이터가 발생하면 양자화 사이즈를 감소시켜 복호기의 버퍼 상태를 일정하

게 조절하는 것이다. MPEG2에서는 3단계로 비트율을 제어한다. 첫 번째 단계는 

목표 비트 할당으로 다음 픽처가 부호화 될 때 비트의 총 수를 측정하는 단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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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번째 단계로는 비트율 제어 단계로 실제 발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상 

버퍼의 충만도를, 각각의 매크로 블록의 양자화 파라미터값을 참조로 설정한다. 마

지막 단계는 적용 양자화 단계로 발생 비트 수에 따라 양자화 값을 적용하는 단

계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다음 픽처의 목표 비트를 예측하면서 상

의 비트율을 조정한다.

⑵ 가상 버퍼

MPEG2의 부호기에서 사용하는 가상버퍼를 VBV(Video Buffering Verifier)라

고 한다. 이 버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호기가 인식하고 있는 버퍼

로 복호기의 실제 버퍼와 동일하게 동작한다.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버퍼 내에 

아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버퍼가 어느 정도 차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이 시간

을 VBV 지연이라고 한다. 복호기에서는 복호화를 처음 시작할 때 들어오는 프레

임 시퀀스를 계속 감시하다가 어떤 픽처의 시작 코드가 감지되면 시작코드의 마

지막 바이트가 지나간 다음 VBV 지연만큼 기다렸다가 한 픽처에 해당하는 비트

를 읽어가서 복호화한다. 픽처의 구분은 다음 픽처의 시작 코드를 이용하여 확인

하다. 

이러한 이유로 MPEG2를 이용하여 동 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때, 지연 시간

이 생기어 수신단에서 보는 동 상이 전송단에 비해 1초에서 수초까지 늦게 보이

게 된다. 지연시간이 길어지면, 상 전송은 안정적으로 진행되나 수초전의 환자 

모습을 보고 진료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부호화기의 

비트율 제어로 버퍼가 넘치거나 고갈되는 경우가 없지만, 지연 시간을 매우 짧게 

하는 저지연 모드(low delay mode)에서는 고갈이 발생하여 동 상이 끊기는 현상

이 발생하여 상 전송이 불안정해지므로, 적절한 지연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다. MPEG4

MPEG4는 MPEG2와 달리 대역폭이 낮은 전송환경에서의 동 상 전송을 목적

으로 개발된 표준안이다. 이를 위해 객체를 분리하여 전하는 객체 부호화 방식을 

채택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공간 내에 위치하는 사람과 건물 등 각 객체별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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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부호화함으로써, 부호화 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각 객체의 가공/편집이 가능

하다. 프로파일에 따라 5Kbps에서 150Mbps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단계에 따라 다양한 상 형식을 지원한다. PC의 성능에 따라 실시간 소프트

웨어로 고화질 의료 동 상의 전송이 가능하다[36]. 

2.4 의무 기록

의무기록은 환자의 기본적인 신상정보 및 과거 병력 등에 관한 기록을 제공하

는 데이터이다. 병원에 따라 병원정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HIS에 

접속하여 환자의 신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HIS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병원에

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의무기록지를 데이터화하고, 정지 상과 같은 방

법으로 저장하고 전송한다.

병원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HL7(Health-Level 7)에 따른 게이트웨

이가 필요하다. 현재 구축된 각 병원의 HIS는 통일된 포맷에 맞추어 구현되기 보

다는 각 병원별로 자체 포맷에 맞추어서 구현되어 있다. 각 병원의 HIS와 연계하

기 위해서는 그 병원의 HIS 접근 방식에 맞추어야 데이터를 획득이 가능하다. 그

러므로 현재 병원 정보 시스템의 표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HL7에 따라 각 병원

의 HIS에 접근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여 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2.4.1. 데이터의 전송

HIS를 통해 환자의 정보를 획득할 경우, 디지털로 된 문자 데이터로 환자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문자 데이터는 수십에서 수백 Bytes의 크기로 전체 시스

템의 데이터 전송 대역폭에는 전혀 향을 주지 않는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의무기록을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스캔하여 전송

하는 방법이 있다. 의무기록지는 고해상도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손실 압축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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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압축을 해도 환자 정보 획득에는 큰 향을 주지 않으므로, 디지털 카메라의 

해상도를 1024×768로 하여 압축하여 데이터를 입력 받는다. 데이터의 용량은 수십

Kbytes로 전체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대역폭에는 큰 향을 주지 않는다. 

2.5 상회의

ISDN망이 사용되면서 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원격 진료 시스템에 관한 연

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상회의 시스템은 상과 음성을 동시에 전송해주

어 원거리에 있는 의사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환자 진료에 대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해준다. 초기에는 상 데이터를 통해 환자의 모습을 보내고, 음성을 통

해 진단 및 자문을 구하는 형태의 원격 진료 시스템이 구성되었으나, 최근에는 

MPEG을 기반으로 하는 동 상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상회의는 음성 데이터와 상 데이터로 나누어진다. 상 데이터는 압축해서 

전송하는데, 동 상 압축 표준안인 MPEG을 사용하지 않고, 상회의 표준안인 

H.261을 사용하여 상을 압축, 전송한다. 음성 데이터는 상회의 표준안인 

G.711을 사용하여 압축하여 전송한다. 상회의 시스템의 표준안으로는 1:1 방식

의 표준안인 H.320과 멀티 사용자를 위한 표준안인 H.323이 있다. H.261과 G.711

은 H.320을 구성하는 상과 음성 데이터의 표준안이다[37]. 

상회의 시스템은 의사들의 대화를 통한 환자 진료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

므로, 상 데이터에 비해 음성 데이터의 중요도가 매우 높으며, 전송망의 상태에 

따라 상 데이터는 전송하지 않고, 음성 데이터만을 전송해도 무관하다.

2.5.1 데이터 압축

상회의 표준안인 H.320은 N-ISDN(협대역 전송매체) 이상의 대역폭을 가진 

전송 매체에서 동작하기 위한 상회의 표준안으로 음성, 상, 데이터 전송 및 에

러 처리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N-ISDN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128Kbp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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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대역폭을 가진다. H.320을 구성하는 상 전송 표준안은 H.261을 따르고 있

으며, 음성 전송 표준안은 G.711에 따라 설계되었다. 

H.261은 상회의에서 상 압축 전송을 위한 표준안으로 ISDN 이상의 전송

매체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64Kbps에서 1920Kbps의 전송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 

압축 및 복원을 위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초당 10frames 또

는 29.97frames, 칼라나 흑백을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되어있다. 해상도는 176×144

의 QCIF(Quadrant CIF) 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선택사항으로 352×288의 

CIF(Common Intermediate Format)를 지원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다.

G.711은 상회의에서 음성 압축 전송을 위한 표준안으로, 전화 대화 코딩을 

위한 표준 방식으로 8bit PCM(Pulse Coding Modulation)을 정의한다. PCM은 작

은 시간 지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상 데이터와의 동기(synchronization)를 맞추

어 주어야 한다.

2.6 문자 데이터

채팅창을 이용한 문자 데이터 교환은 데이터의 양이 매우 작으므로, 전송망의 

상태에 관계없이 쉽게 양단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송망의 여유가 많지 않은 원격진료 시스템에서는 채팅창을 이용한 문자 데이터 

교환을 사용하고 있다. 화상회의 시스템이 가능한 경우에는 굳이 이러한 문자 데

이터의 교환은 큰 의미가 없으나, 음성데이터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자 

데이터의 교환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특히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상회의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에 비해 매우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2.7 동기화

원격 진료 시스템의 사용 방식에 따라 동기화 방식(Synchronous service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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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기화 방식(asynchronous service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동기화 방식은 환자

의 직접적인 진료 보다는 자문, 또는 교육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의 획득 및 전송

을 위주로 하는 원격 진료 시스템 방식에 해당한다. 환자 데이터의 획득, 전송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단의 상태를 동일하게 유지시켜줄 필요가 없다. 현재 

웹 기반의 원격 진료 시스템 중에서 시간에 따라 생체 신호를 저장하도록 하는 

방식[30]이 비동기화 방식에 속한다.

동기화 방식은 진료 등의 목적으로 원격지 양단의 상태를 동일하게 유지시켜

주는 원격 진료 시스템의 방식이다. 동기화를 통해 원격시스템 양단간의 상태 및 

데이터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환자 진료의 정확성을 높여주며, 진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응급 상황이나, 실시간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동기화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2.8 우선순위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에 비해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각 데이터의 

전송률이 낮아지게 된다. 정지 상과 같이 한정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

체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시간이 길어지며, 실시간 동 상이나 생체 신호와 같

이 정해진 시간내에 데이터를 수신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내에 수신 가능한 데

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는 손실되거나, 전송단과 수신단의 시간차이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순위 조정(priority 

control)이 있다.

우선순위 조정은 데이터를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한 후, 전송방

식이나 전송후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단계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는 방식이다. 즉,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는 우선적으로 전송하여 처리하고, 중요도가 낮은 데이터는 

대역폭의 여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는 필요

한 만큼의 전송 대역폭을 확보해주고, 남은 대역폭으로 중요도가 낮은 데이터의 

전송 대역폭을 할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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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방사선 상 데이터, 생체 신호 데이터, 고화질 비디오 데이터, 

상회의의 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 메시지 데이터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표2와 

같이 그 중요도를 구분할 수 있다. 

2.9 ActiveX 컨트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모든 기능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후의 유지보수도 매우 힘들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을 

따로 개발하고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기능별로 유지보

수도 쉬우며, 필요에 따라 일부 기능만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위해 재사용할 수 있

다. 이렇게 각 기능별로 따로 구현한 것을 컴포넌트라고 하며, 이것이 

COM(Component Object Model)의 기초이다.  ActiveX 컨트롤은 인터넷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컨트롤로 COM(Component Object Model)을 기반으

로 설계한 것이다[38,39].

표 7. 데이터 종류에 따른 중요도

데이터 타입 우선순위 실시간 비고

생체 신호 High Yes 12bit resolution, 300㎐

방사선 상 Low No DICOM 3.0 파일 또는 JPEG

의무 기록 Low No BMP 또는 JPEG

고화질 비디오 Medium Yes 640×480 해상도, 25frames/sec

상회의 상 Low Yes 320×240 해상도

상회의 음성 High Yes 듣는데 지장이 없어야 함

메시지 Very Hig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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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X 컨트롤 내부의 기능을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인터페이스(Interface)

를 정의하고 있다. ActiveX 컨트롤에서는 모든 COM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인 

IUnknown 인터페이스와 자기 등록(self-registering) 기능을 지원해준다. 이외의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만을 지원하면 되므로 컨트롤의 크기를 최소

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ctiveX 컨트롤이 사용된 웹 페이지를 만날 경

우, 웹 페이지에 들어있는 ActiveX 컨트롤을 전송받아 자신의 PC에 등록하고 사

용하게 되므로 컨트롤의 크기가 작을수록 느린 네트워크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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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스템 설계

생체신호, 방사선 상, 고화질 의료 동 상, 상회의 상 및 음성으로 구성

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원격지의 전문의에게 환자의 복합적인 정

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 진료 시스템을 설계하 다. 환자에게 보다 나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 다.

첫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많은 원격 진료 시스템이 연구되고 구현되었으나, 하나 또는 둘 정도

의 데이터에 의존하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대부분이었다. 환자

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편적인 정보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둘째, 원격 진료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실시간 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응급환자

와 같이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주어야 한다. 응급환자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실시간으로 떨어져 있는 환자

와 의사간의 거리감을 줄여줄 수 있으며, 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셋째, 병원 정보 시스템이나 PACS와 같은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한번의 진료로 환자의 질병이 완쾌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대부분의 질병

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원격 진료에서 사용된 데

이터 및 환자 정보들을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나 PACS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HIS나 PACS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원격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시스템 하드웨어는 가능한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원격 진료의 목적은 

병원과 병원 사이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병원에 내원하기 

힘든 환자에게도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한 장소에 고

정된 원격 진료 시스템으로는 원격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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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진료를 위한 네트워크로는 이더넷 기반의 전용선과 ADSL 또는 케이블라

인 기반의 인터넷망을 이용하도록 하 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원활히 전송하기 

위해서는 ATM급의 초고속 통신망(155Mbps)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장비 설치

비 및 유지, 이용을 위한 비용이 매우 크므로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적

합하지 않았다. PSTN이나 N-ISDN은 64Kbps∼128Kbps의 대역폭으로 다양한 멀

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3]. 현재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는 

원격 진료 시스템에는 T1 또는 E1급의 전용선망이 가장 적합하다. 인터넷 망을 

이미 가정으로도 널리 보급되어 있으므로,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설계된 원격 진료 시스템은 Windows 2000을 OS(Operating System)로 하여 

Microsoft의 DirectX 8.0과 인터넷 기반 프로그램을 위해 ActiveX Control을 기반

으로 구현되었다. Windows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사용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툴은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Visual C++ 6.0을 사용하 다.

설계된 원격 진료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

다. 하드웨어 부분은 환자로부터 진료에 필요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획득

하기 위한 장비들과 획득된 데이터를 저장, 전송, 디스플레이하는 장비들을 담당한

다.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비들을 선정하고, 필요한 장비로부터 데

이터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 방법을 설계하 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PC를 

통해 생성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획득하고, 획득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

며, 사용자로 하여금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각각의 인터페

이스를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를 제어하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압축하고 전송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한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설계한 원격 진료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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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스템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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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하드웨어 설계

원격 진료 시스템을 위한 하드웨어로는 환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장치들과 획득된 장비를 처리하여 전송하는 장비로 나누어진다. 

3.1.1 데이터 획득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환자 진료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원격 진

료에서는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획득 장치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만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 수단이다. 그러므

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중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장치들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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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상 데이터는 각 방사선 상 장치로부터 촬 된 것을 필름이나, 디지

털 데이터 형태로 PACS로부터 획득한다. 필름으로 된 상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PC의 USB(Universal Serial Bus)를 통해 획

득하 다. PACS에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는 DICOM 3.0 규약에 맞추어 PACS로

부터 전송받도록 하 다.

생체 신호는 국내 기업인 BioSys사에서 제작된 환자 감시 장치로부터 데이터

를 획득하 다. 환자 감시 장치를 통해 획득되는 데이터로는 ECG, 산소 포화도, 

체온, 혈압, 심박수 등이 있다. 이중에서 ECG 데이터는 12bit, 300㎐로 샘플링되었

으며, 호흡과 산소 포화도(파형 데이터)는 75㎐의 샘플링 주기로 샘플링되었다. 체

온, 혈압, 심박수, 산소 포화도(문자 데이터)는 1초에 한번씩만 데이터 값을 획득하

여 PC로 전송된다. 

또한 원격 진료 시스템의 이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무선 ECG 장치를 사용하

다. 무선 ECG 장치는 유선 환자 감시 장치와 같이 다양한 생체 신호 데이터를 

생성하지 못하는 단점은 있으나, PC와 약간의 거리가 있더라도 환자로부터 데이

터를 획득하여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의료 동 상 데이터로는 환자의 겉모습을 전송해 줄 수 있는 고화질 카메라를 

이용하 다. 고화질 카메라로부터 나오는 비디오 신호를 비디오 캡쳐 카드를 이용

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어 PC로 전송하 다. 또한 PC의 직렬 포트를 이용하여 

카메라 제어 신호를 전송하여 카메라의 회전, 확대, 축소를 제어하 다. 또한 환자

가 있는 쪽의 비전문의사가 움직이면서 환자를 관찰하고 그 데이터를 전송하여 

동일한 시점에서 전문의가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4㎓의 무선 상 

전송장치를 사용하 다. 고화질 카메라 이외에 비디오를 이용하여 테이프에 녹화

된 상을 전송하거나, 초음파 상 장치에서 비디오 신호를 획득하여 전송할 수 

있다.

상회의 데이터는 음성과 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획득한다. 상은 웹 카메

라를 이용하여 획득하 다. 웹 카메라는 고화질 카메라에 비해 해상도는 떨어지나, 

별도의 캡쳐 장비 없이 PC의 USB 포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고화질 카메라를 이용하여 의료 동 상을 획득하고 전송하므로,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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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상 데이터의 해상도는 문제되지 않는다. 음성은 PC의 사운드 카드와 마이

크를 통해 획득하고, 스피커를 이용하여 듣게 하 다.

PC는 생체 신호, 방사선 상, 의료 동 상 등 획득된 데이터를 입력받아 전송

하고, 획득된 데이터와 전송된 데이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루어야 하는 데이터가 많으므로 PC의 성능이 중요하다. 송신부를 구성하기 위

한 PC는 PentiumⅢ 1㎓, RAM 512Mbytes, HDD 40Gbytes, ATI 비디오 캡쳐 겸

용 그랙픽 카드, 100M Ethernet LAN card, 사운드 카드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

다. 수신부의 PC는 송신부와 비슷하게 PentiumⅢ 1㎓, RAM 512Mbytes, HDD 

40Gbytes, 비디오 카드, 100M Ethernet LAN card, 사운드 카드로 구성되며, 송신

부와 달리 비디오 입력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디오 캡쳐 기능은 필요가 

없다. 

그림 7과 그림 8은 위에서 설계한 각 데이터들을 송신부와 수신부별로 구분하

여 그린 구성도이다. 송신부에서는 생체 신호, 의료 동 상, 방사선 상, 상회의 

데이터 획득 장치들이 필요로 하며, 수신부에서는 상회의 데이터 획득 장치만이 

필요로 한다. 모든 데이터의 송수신 및 디스플레이는 PC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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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원격 진료 시스템의 송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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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원격 진료 시스템의 수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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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네트워크

네트워크 구성은 Ethernet 기반의 전용망과 인터넷 망을 이용한 구성의 두 방

법으로 나뉜다. 전용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서버의 형태로 시스템이 

구현되며,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웹 서버를 이용한 시스템이 구현된다.

⑴ 전용망

T1이나 E1 등의 전용선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정해진 속도까지 

전송속도를 보장해주어 안정적인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T1은 1.544Mbps

를, E1은 2.048Mbps의 속도를 제공한다. 원격 진료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중 가장 큰 전송 대역폭을 요구하는 것은 고화질 비디오 데이

터로 MPEG2로 압축하여 평균 2∼3Mbps의 전송속도를 요구한다. 고화질 데이터

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들의 경우, 1Mbps이내의 전송 대역폭만을 필요로 하므

로, 전체 시스템은 평균 3∼4Mbps의 대역폭을 지원해주는 전용선을 사용해야 한

다. 이 전송 대역폭을 맞추어주기 위해서는 T1 라인 3개나 E1 라인 2개 이상을 

사용한다. 평균 3∼4Mbps의 대역이므로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데이터의 송수신

을 보장해주기 위해 E1 라인 3개를 이용한 6Mbps의 전송대역폭을 사용하 다. 

⑵ 인터넷 망

최근 들어 각 가정까지 들어가 있는 ADSL 및 케이블 모뎀으로 어느 곳에서나 

쉽게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하여 원격 진료

를 위한 웹 서버를 구현하고, 구현된 웹 서버를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교환하

는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ADSL의 이론적 최대 속도는 

0.64Mbps(uplink)/6.8Mbps(downlink)이며, 케이블 모뎀의 전송 속도 범위는

256Kbps∼10Mbps이다[40,41]. 그러나 전용선 망과 달리 인터넷 망은 대역폭을 보

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에 필요한 대역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정적인 송

수신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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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이동 침대

원격 진료 시스템의 이동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이동가능한 침대(Mobile 

Bed)를 설계하 다. 환자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병원용 침대에 데이터 획득에 

필요한 모든 장치들을 설치하고, 데이터 획득 및 전송을 담당하는 PC를 함께 설

치하 다. 모니터와 생체 신호 측정을 위한 환자 감시 장치는 사용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침대 윗부분에 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설치하 고, PC 및 배터리는 

침대 밑에 설치하 다. 또한 환자의 겉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폴대를 세우고 그 위

에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하여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 누워 있는 환자의 가슴 윗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또한 무선 상 전송장치를 함께 두어 폴대에 

고정된 카메라가 아닌, 이동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의사가 원하는 부분을 고화질 

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동 침대에 설치된 PC를 비롯한 각종 장치의 전원 공급은 배터리를 이용하

다. 또한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원이 DC이므로, 이를 220V의 AC로 전환하기 위

해 인버터를 함께 설치하 다. 인버터의 전력은 침대에 설치되는 장치들의 최대 

전력을 고려하 다. PC는 300W, 생체 신호 측정 장치인 환자 감시 장치는 300W, 

고화질 카메라는 12W, LCD 모니터는 25W의 전력을 소모하므로, 400W 이상의 

출력을 내는 인버터를 선택하 다.

PC로 획득된 데이터를 전송은 무선 랜(Wireless LAN)을 이용하도록 설계하

다. 현재 무선 랜의 표준은 11Mbps의 전송속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무실 환경

내에서 80m까지 전송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병실이나, 응급실을 위주로 이동 

침대를 사용할 경우, 전송 가능 범위 이내에서 동작하게 되며, 측정하는 데이터의 

총 전송량도 11Mbps 이내이다. 유선 랜과 연결부분에 AP(Access Point)를 설치

하고, PC에 무선 랜을 장착하여 실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9는 설계에 따라 제작된 이동 침대의 정면과 측면 모습이다. 침대 밑쪽에 

PC와 배터리, 인버터를 두었으며, 침대 위쪽에 모니터와 환자 감시 장치,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하여 의사가 사용하기 쉽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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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이동 침대의 전면과 측면 사진. 침대 밑쪽에 PC와 배터리, 인버터를 

두었으며, 침대 위쪽에 모니터와 환자 감시 장치,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하여 의사

가 사용하기 쉽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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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프트웨어 설계

하드웨어를 통해 획득된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압축, 저장, 전송 등

의 작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원격 진료 시스템은 Windows 기반으로 동작하

는 것을 전제로 하 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별로 데이터 획득, 압축, 전송, 디스플

레이를 하나의 모듈로 설계하 으며, 이러한 모듈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과 익스플로러에서 동작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설계하 다.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은 각 모듈을 

클래스 개념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며, 웹 프로그램은 각 모듈을 ActiveX 컨트

롤 개념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 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각 모듈은 Microsoft사에서 제공하는 DirectX 8.0을 지원하

도록 설계되었다. 데이터의 처리는 DirectShow에서 제시하는 필터 개념을 이용하

여 설계하 으며, 네트워크 전송은 DirectPlay를 이용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

하 다. 각 모듈은 Microsoft사의 Visual C++ 6.0을 이용하여 프로그램하 다[42]. 

그림 10과 그림 11은 송신부와 수신부의 소프트웨어 다이어그램(Diagram)이다. 

송신부에서는 데이터 획득이 필요하므로 수신부에 비해 다이어그램이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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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송신부의 소프트웨어 다이어그램. Windows 2000에서 동작하도

록 되어있으며, DirectX 8.0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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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수신부의 소프트웨어 다이어그램. 데이터를 획득하는 부분이 존

재하지 않으므로 송신부보다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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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모듈 설계

각 모듈은 데이터 획득, 데이터 처리 및 전송, 데이터 디스플레이로 나눌 수 있

다. 데이터의 획득은 각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

진다. 데이터 크기를 줄여 전송 대역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데이터 전송은 DirectX 8.0 중 DirectPlay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 으며, 데이터 디스플레이는 DirectX 8.0 중 DirectShow

와 DirectDraw를 이용하 다.

⑴ 방사선 상

방사선 상 모듈은 PACS에서 받아온 DICOM 3.0 기반의 파일이나,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캡쳐한 JPEG 기반의 파일에 관계없이 송신부에서는 데이터를 읽

어 들여 화면에 디스플레이하고 수신부로 전송하고, 수신부에서는 전송받은 파일

을 저장하고,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역할을 한다. PACS에서부터 DICOM 3.0 팡

리을 전송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DICOM 3.0 통신 규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메시지 교환 방식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 디스플레이하기 위

해 DICOM 3.0 파일 라이브러리와 JPEG 파일 라이브러리를 구현하 다. DICOM 

3.0 파일의 경우에는 상 데이터 이외에 환자의 기본 정보 및 방사선 상에 관

계된 정보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환자의 정보를 

상 데이터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그림 12. 방사선 상 데이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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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생체 신호

생체 신호 모듈에서의 데이터 흐름은 그림 13과 같다. 데이터의 입력은 RS232 

방식을 이용하 다. 데이터 처리는 환자 감시 장치(가디언)를 위주로 설계하 다.  

가디언에서는 ECG, 산소포화도, 호흡 파형, 체온, 혈압, 맥박수 등의 데이터를 생

성하여 RS232를 통해 전송한다. ECG와 호흡파형, 산소포화도 파형 데이터와 산소

포화도(문자 데이터), 체온, 혈압, 맥박수를 구분하여 전송하고, 화면에 나타낸다.

ECG 및 파형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는 압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데이터 전송 

대역폭을 줄 다. 생체 신호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손실 압축 알

고리즘 또는 최소한의 손실 압축 알고리즘을 적용하 으며, 압축 및 복원을 실시

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하 다. 압축 알고리즘으로는 시간축에서 

DPCM과 허프만 코딩을 이용한 방법과 Wavelet 변환 이후 DPCM과 허프만 코딩

을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하 다.

그림 13. 생체 신호 데이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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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고화질 비디오 모듈

고화질 비디오 모듈에서의 데이터 흐름은 그림 14와 같다. 비디오 캡쳐 카드를 

통해 캡쳐되어 들어온 비디오 데이터를 MPEG으로 압축하여 데이터양을 감시켜 

전송한다. 비디오 캡쳐는 ATI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캡쳐 겸용 그래픽카드를 이용

하 다. 데이터 압축 방법은 MPEG2와 MPEG4 두 가지를 사용하 다. MEPG2는 

고대역폭에서 고해상도의 동 상을 제공해주며, MPEG4는 저대역폭에서도 고해상

도의 동 상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더넷 기반의 전용선에서는 

MPEG2를 이용하여 고해상도의 동 상을 제공하도록 하 으며, 대역폭이 작은 인

터넷 망에서는 MPEG4를 이용하여 고해상도의 동 상을 제공하도록 하 다.

고화질 비디오 모듈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은 DirectShow에서 정의하는 필터

에 의해 구성되었다. 비디오 캡쳐, 압축, 전송, 수신, 복원, 화면 디스플레이의 6단

계로 구분되는 모듈은 각 단계별로 1∼2개의 필터로 구성되어 주어진 역할을 담

그림 14. 고화질 비디오 모듈의 데이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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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게 된다. 비디오 캡쳐부는 캡쳐 보드에서 제공하는 캡쳐 필터를 사용하 다. 

압축부는 MPEG2와 MEPG4에 따라 다른 필터를 사용하 다. MPEG2는 리고스

(Ligos)사에서 제공하는 MPEG2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MPEG2 압축 필터를 제

작하 다. 또한 대역폭에 따라 압축율과 화질을 조정하도록 하 으며, VBV 지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고화질 비디오 상의 끊기는 현상을 최소화하도

록 하 다. MPEG4 압축 필터는 Microsoft사에서 제공하는 MPEG4 필터를 사용

하 다.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고화질 동 상을 송수신을 담당하는 네트워

크 전송 및 수신부에서는 DirectPlay를 기반으로 스트리밍(streaming)이 가능한 

네트워크 송수신 필터를 제작하여 사용하 다. 송신 필터는 압축된 상을 받아들

여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수신 필터는 전송된 압축 상을 복원 필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수신 필터에서는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VBV 지연 시

간을 조절하는 메시지를 송신부로 전달하여 데이터의 끊김이나 버퍼의 오버플로

우(overflow)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 다. 복원부는 MPEG2와 MPEG4에 해당

되는 복원필터를 사용하 다.

소니 사에서 제공하는 VC-C4 고화질 카메라는 PC를 이용하여 카메라의 동작

을 제어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준다. 이것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카메라

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비디오 수신부에서 카메라의 확대, 축소, 회

전 등 원하는 동작에 관계되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면, 비디오 송신부에서는 

받은 메시지에 따라 적절한 카메라 움직임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생성하고 카메라

로 전송하여 움직이도록 하 다. 전송되는 고화질 비디오의 딜레이가 길 경우에는 

카메라의 동작을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화면이 끊기지 않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딜레이를 주도록 하 다.

⑷ 상회의

상회의 모듈은 상부와 음성부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상부는 USB로 연결된 웹 카메라에서 상 데이터를 획득하여 상회의의 

상 압축 알고리즘 표준인 H.261로 압축하여 전송하고, 이를 수신하여 H.261로 



- 40 -

복원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한다. 각 단계는 DirectShow에서 제공하는 필터로 구

성하 다. 송수신에 사용되는 필터는 DirectPlay를 기반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제

작하 다. 

음성부는 사운드 카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획득하여, 상회의의 음성 압축 

알고리즘 표준인 G.711을 이용하여 압축하고 전송하며, 이를 수신하여 음성 신호

로 복원해서 스피커를 통해 내보낸다. 역시 각 단계는 DirectShow 필터로 구성하

며, 송수신에 사용되는 필터는 상부와 동일한 필터를 사용하 다.

그림 15는 상회의 모듈의 데이터 흐름도이다. 상회의 모듈은 원격 진료 양

단의 의사가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데이터들과는 달리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 다. 아래의 모듈은 단방향으로 가는 데이터의 흐름도이며, 

이러한 모듈을 두 번 사용하여서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 다.

그림 15. 상회의 모듈의 데이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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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공유 작업 및 메시지 전송

원격진료시의 의사들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송신부와 수신부의 상태를 동일

하게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양단의 동기를 맞추는 작업은 메시지의 교환

으로 구현하 다. 송신부나 수신부에서 창의 활성화, 방사선 파일 열기, 창 닫기, 

마우스의 위치 등의 상태가 변경되면, 각각에 맞는 메시지를 생성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 다. 메시지를 전송받은 쪽에서는 메시지에 따라 적당한 동작을 하기 

위한 윈도우 메시지를 발생시켜 창의 활성화, 파일 열기, 창 닫기 등의 기능을 수

행하 다.

그림 16. 메시지 전송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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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우선순위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다르게 설정하여 전송하 다. 시스템 메시

지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주었으며, 생체신호, 상회의의 음성 데이터에 그 다음 

수준의 중요도를 주었다. 고화질 비디오는 그 다음 수준의 중요도를 주었으며, 방

사선 상, 의무기록, 상회의의 상 데이터에 가장 낮은 수준의 중요도를 주었

다. 이것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송 방식을 다르게 하 다. 대역폭에 따라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부터 전송하도록 하 다. 생체신호, 고화질 비디오, 상회의의 상 

데이터등과 같이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에서는 대역폭이 작을 경우, 중

요도가 낮은 데이터부터 데이터를 버리도록 하 다. 방사선 상과 의무기록은 실

시간으로 전송해야하는 데이터가 아니므로, 대역폭이 작을 경우, 최소한의 대역폭

으로만 전송하도록 하여 전송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나나 데이터의 손실은 없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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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우선순위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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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적으로 전송. 100Kbps 내의 대역폭만으로 충분히 전송이 가능함.

⒞ 우선적으로 전송. 가장 많은 대역폭을 사용함.

⒟ 전송 시간에 관계없이 전송. 단, 상데이터이므로 정확한 전송은 보

장해(Guaranteed)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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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Not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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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네트워크 송수신 필터

데이터의 송수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Microsoft사에서 제공하는 DirectX 8.0

에 있는 DirectPlay를 이용하 다[38]. DirectPlay는 사용자에게 전송망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모뎀, 직

렬 포트를 통한 연결, TCP/IP 기반의 연결 등 연결 방식을 선택하고 상대방의 주

소를 알려주어 연결이 된 이후, 사용자는 정해진 버퍼에 데이터를 넣어 전송하도

록 하고, 데이터가 수신되면 정해진 버퍼에서 읽어 들이기만 하면 된다. 하위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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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대한 동작은 DirectPlay에서 관리하게 된다.

DirectPlay에서는 셋팅에 따라 전송되는 데이터의 오류를 보정해줄 수 있다. 즉 

수신부에서 받은 데이터가 송신부에서 보내진 데이터와 동일함을 보장해준다. 이

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오류없는 전송을 보장해야 하는 생체 신호와 방사선 상 

데이터를 전송한다. 또한 셋팅을 변경하여 오류 여부에 관계없이 빠른 데이터 전

송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데이터의 용량이 매우 큰 고화질 비디오 데이터와 오류

에 민감하지 않은 화상회의 데이터의 경우 이러한 셋팅으로 전송하여 상의 딜

레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림 18은 원격 진료 시스템에서 사용된 네트워크 필터의 데이터 흐름도이다. 

각각의 데이터 전송시 데이터의 혼잡을 막기 위해 각 데이터별로 연결을 설정할 

때, 고유의 아이디를 부여한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통로로는 반드시 한 

종류의 데이터만이 지나가도록 되어있어 데이터가 혼잡해지는 일을 방지한다. 또

한 데이터 별로 다른 특성에 맞추어 연결 통로를 셋팅하여 최대의 효율을 얻도록 

전송할 수 있다.

그림 18. 본 논문에서 사용한 DirectPlay Network Filter의 내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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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ActiveX 컨트롤

인터넷을 통한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를 획득하고 송수신

하는 모듈을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ActiveX 컨트롤로 설계하 다. 데이터의 

획득 및 송수신은 컨트롤 내에서 모두 담당하므로 외부와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

지 않다. 다만 송신부와 수신부의 연결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는 내부에서 알 수 

없으므로, 연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받는 인터페이스만을 구성하 다. 그림 19는 

인터넷에서 원격 진료 시스템의 연결을 설정 방법을 도식화한 것이다. ActiveX 컨

트롤에 연결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 으며, 웹 페이지에서 이

러한 ActiveX 컨트롤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JavaScript 언어

를 이용하여 구현하 다.

그림 19. 인터넷 기반 원격 진료 시스템의 연결 설정. ActiveX 컨트롤에서는 

외부의 정보를 입력받기 위해 인터페이스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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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통합 시스템 구현

소프트웨어의 각 모듈은 DirectPlay와 DirectShow를 기반으로 Visual C++를 

이용하여 구현하 으며, 전용선에서 동작하기 위한 응응 프로그램으로 통합하 고, 

인터넷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ctiveX 컨트롤을 제작하고, 각각의 컨트

롤을 하나의 웹  페이지에서 통합하여 볼 수 있도록 하 다. 각 모듈의 동작은 전

용선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이나 ActiveX 컨트롤에서 동일하게 동작하지만, 각 모

듈을 제어하고 필요한 메시지들을 교환하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전용선 기반

의 응용 프로그램의 각 모듈은 데이터 송수신만을 담당하고, 그 외의 발생하는 이

벤트는 메인 프레임에서 처리한다. 인터넷 기반 프로그램에서는 웹 브라우저가 다

양한 이벤트를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송수신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이벤트

의 처리도 각 모듈에서 담당한다. 웹 브라우저는 전체 화면을 구성해주고, 연결 설

정 정보만을 ActiveX 컨트롤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20은 전용선 기반 

응용 프로그램과 웹 기반의 ActiveX 컨트롤의 동작 다이어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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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원격 진료 시스템 다이어그램

⒜ 전용선 기반의 시스템. 메인 프레임에서 메시지를 담당하고, 각 모듈은 데이

터 전송만을 담당한다.

⒝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 정보만을 얻어오고, 각 모듈

에서 데이터 전송 및 이벤트 처리를 담당한다.

여기서, H.V.는 고화질 비디오, V.C.는 상회의, B.S.는 생체신호, R은 방사선 

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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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및 결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현하 다. 소프트웨어는  

전용선에서 동작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과 ActiveX 컨트롤을 이용한 인터넷 기

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 다. 송신부의 하드웨어는 설계한 이동 침대를 이용하여 

환자감시장치, 고화질 카메라, 웹 카메라 등의 데이터 획득 장치들로 구성하 으

며, 수신부는 웹 카메라와 스피커, 마이크만을 장착한 PC로 구성하 다.

그림 21과 그림 22는 이더넷 기반의 전용선을 위해 구현된 원격 진료 시스템

의 모습이다. 그림 21은 송신부의 화면이며, 그림 22는 수신부의 화면이다. 그림 

23은 인터넷에서 동작하기 위해 구현한 원격 진료 시스템의 모습이다.

그림 21. 전용선 기반의 원격 진료 시스템의 송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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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전용선 기반의 원격 진료 시스템의 수신부

그림 23. 인터넷 망에서의 원격 진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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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실험

설계한 원격 진료 시스템의 성능 및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모듈별 

또는 모듈을 통합하여 몇 가지 실험을 하 다.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양을 최소화

하고 제한된 대역폭에서 의사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

을 확인하기 위해 생체 신호 압축과 우선순위 조절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테스트

하 다. 또한 설계된 시스템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 침대를 이용한 시스템

을 구성하고 실험하 다. 또한 모듈별로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무선 ECG 장치와 

무선 고화질 비디오 전송 장치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및 장치의 효용성을 

실험하 다. 

4.1.1 생체 신호 압축

시간 역에서의 DPCM을 이용한 압축 방법과 웨이블릿 변환 이후 DPCM을 

적용한 압축 방법을 비교하 다. 환자 감시 장치로부터 1초에 들어오는 1140bytes

의 데이터 중, 90bytes의 문자 데이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1050bytes의 파형 데이

터만을 압축하여 비교하 다. 1초마다 들어오는 1050bytes씩 나누어서 압축을 하

여 그 압축율을 나타낸 것이 그림 24이다. DPCM만을 사용한 압축 방법에 비해 

웨이브릿 변환후 DPCM을 이용하여 압축한 방법이 2%정도 높은 압축효율을 나타

내었다. 즉, 웨이블릿 변환이 신호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좀 더 집중적으로 모아주

는 역할을 하 음을 알 수 있었다. 1차 웨이블릿 변환이후 저주파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웨이블릿 변환을 실시한 2차 웨이블릿 변환 후 DPCM을 이용한 압축 결과

는 1차 웨이블릿 변환만을 시행하고 압축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한번에 처리하는 데이터의 길이가 많지 않으므로, 1번의 웨이블릿 변환으로 신호

안에 있는 정보를 충분히 모아줄 수 있다. 

또한 압축율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ECG 파형이 규칙적으로 QRS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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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형이 나타날 때는 데이터의 변화가 심하므

로 압축율이 낮게 나오며, 파형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데이터의 변화가 크지 않으

므로 압축율이 높게 나왔다.

그림 25는 각 압축 방법에 따라 압축한 후 복원된 신호와 원래 신호를 파형으

로 표현한 것이다. 가장 위의 것이 DPCM을 이용하여 압축한 후 복원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1차 웨이블릿 변환 후 DPCM을 사용한 것이며, 아래의 것은 2차 웨

이블릿 변환 후 DPCM을 사용한 것이다. 2차 웨이블릿 후 DPCM을 적용한 것의 

복원 신호에서 에러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웨이블릿 변환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산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1차 웨이블릿 변환에서는 

그 차이가 미세하여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2차 웨이블릿 변환에서는 그 에러

값이 눈에 띄일 정도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24 압축 방법에 따른 압축율 비교. 점선으로 나타난 것은 평균 압축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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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무선 ECG

무선 모듈은 각 장치와 PC간의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하여 시스템의 이동성

그림 25. 원 신호 및 압축,복원후 신호의 모습

(가장 위의 것은 DPCM, 가운데 것은 1차 웨이블릿 변환, 아래 

것은 2차 웨이블릿 변환)



- 52 -

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생체 신호 모듈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무선 ECG 장치

를 이용하여, 환자 감시 장치에서 나오는 ECG 신호와 거리에 따라 무선 ECG 장

비에서 나오는 ECG 신호를 비교하 다. 무선 ECG 전송장치는 Mortara 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16bit 해상도(resolution), 채널당 500㎐로 샘플링하여 12 채널의 

ECG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한다. 무선 ECG 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거리

에 따른 ECG 신호를 비교하 다. 그림 26은  ECG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준 것이

다.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 1∼20m이내의 거리에서는 신호의 손실없이 데이터를 

획득하 다. 병실이나, 응급실, 진료실과 같이 환자를 다루는 실내 공간에서는 공

간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없으므로, 무선 모듈의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그러나 공간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서는 에러가 발생하 다. 또한 

다른 전자 장비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간섭으로 인해 전송되는 신호에 노이즈

가 나타나기도 하 다. 그림 27은 전자파의 간섭으로 인한 신호의 노이즈 현상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6. 무선 ECG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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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우선순위 조절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의 전송순서를 다르게 하 을 때와 중요도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와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데이터에 우

선순위를 주고 그에 따라 전송했을 때와 우선순위를 모두 동일하게 주고 전송했

을 때, 고화질 비디오, 상회의, 생체 신호 데이터의 전송율을 비교하 다. 또한 

방사선 상 전송 시간을 비교하 다. 생체 신호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주었으며, 고화질 비디오를 그 다음 레벨의 우선순위로 설정하 다. 상회의의 

상 및 방사선 상을 최하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 다. 다만, 방사선 상은 데이

터의 손실이 없어야 하므로, 전송 데이터의 손실없이 전송을 보장하 다.

전송율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전송 대역폭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그림 27. 간섭에 의해 에러가 생긴 무선 ECG 신호. 전자파의 간섭으로 인

해 노이즈가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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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험하 다. 실험실 상황에서의 100Mbps Fast Ethernet과 E1 라인 3개를 이용

한 6Mbps Ethernet,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케이블라인을 사용하 다. 케이블라인

의 경우 1∼1.5 Mbps내외의 다운로드(download) 속도의 600∼800Kbps 업로드

(upload) 속도를 제공하 다.

우선 실험실 상황의 100Mbps Fast Ethernet에서는 우선순위 조절에 따른 데이

터 전송방법과 우선순위 조절을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 전송방법의 차이가 발생하

지 않았다. 고화질 비디오, 상회의, 생체 신호 등 모든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충

분한 대역폭이 지원되므로 우선순위 조절과 관계없이 데이터의 전송이 이루어졌

다.

6Mbps의 전용선에서도 우선순위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생

체 신호 데이터는 데이터의 양이 8Kbps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전송율의 변화

가 없었다. 고화질 비디오 역시 전송율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방사선 

상을 전송하 을 때, 대역폭의 변화가 발생하 다. 방사선 상을 전송하기 위한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화질 비디오의 대역폭이 감소하 다. 우선순위에 관

계없이 전송을 했을 때, 고화질 비디오 데이터의 전송 대역폭이 0.06Mbps 정도 

줄어들어 방사선 상 전송을 위한 대역폭으로 사용되었다. 우선순위에 따라 전송

하 을 때 역시 고화질 비디오의 대역폭이 감소하 으나, 우선순위 전송에 비해 

절반정도인 0.04Mbps의 대역폭만이 감소하 다. 

인터넷 망에서는 전용선보다 더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우선순위 조절을 하

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화질 비디오는 1.2∼1.7Mbps의 대역폭을 사용하 으며, 

상회의의 상은 100∼150Kbps정도의 대역폭을, 생체신호는 8Kbps 정도의 대역폭

을 사용하 다. 우선순위 조절을 사용하 을 경우, 고화질 비디오는 1.2∼1.8Mbps

로 대역폭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나타났으나, 평균 대역폭에서는 약 0.08Mbps 정

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우선순위 조절에 따라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화

질 비디오의 대역폭이 증가한 것이다. 방사선 상을 전송할 때 고화질 비디오 데

이터의 대역폭의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선순위 조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균 전송율이 0.3Mbps나 감소하 으나, 우선순위 조절에서는 평균 전

송율이 0.16Mbps감소로 조절하지 않았을 때의 절반 정도의 감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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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상의 전송 시간을 비교하면, 전용선에서 우선순위 조절을 하지 않았

을 때, 9Mbytes의 방사선 상을 전송하는데 5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1.9Mbytes의 방사선 상을 전송하는데 11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방사선 

상을 전송하는데 평균 1.4Mbps의 대역폭을 사용하 다. 우선순위 조절을 했을 때

는 각각 1분 30초와 25초의 시간이 소요되어 평균 0.7Mbps의 대역폭을 사용하

그림 28. 고화질 비디오 데이터의 전송율

실험실(100Mbps)의 평균 전송율 : 1.82Mbps

실험실(100Mbps, 우선순위)의 평균 전송율 : 1.83Mbps

전용선(6Mbps)의 평균 전송율 : 1.75Mbps, 1.69Mbps(파일전송시)

전용선(6Mbps, 우선순위)의 평균 전송율 : 1.79Mbps, 1.75Mbps(파일전송시)

인터넷(2Mbps)의 평균 전송율 : 1.57Mbps, 1.27Mbps(파일전송시)

인터넷(2Mbps, 우선순위)의 평균 전송율 : 1.65Mbps, 1.49Mbps(파일전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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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선 상의 우선순위가 낮으므로 전송율이 떨어짐을 확인하 다. 인터넷 

망을 통한 방사선 상 전송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순위 조절을 하

지 않을 경우, 2분 25초와 30초로 500Kbps 정도의 대역폭을 사용하 으나, 우선순

위 조절을 했을 경우, 3분 10초와 40초로 300Kbps으로 사용하는 대역폭이 줄어들

었다. 그림 28은 전송망 및 전송방식 변화에 따른 고화질 비디오 데이터의 전송율 

변화 및 평균 전송율을 나타낸 것이다.

상회의의 상 데이터는 고화질 비디오 데이터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으므로, 

우선순위 조절 시에 대역폭이 감소하 다. 100Mbps로 전송 대역폭이 충분한 상황

그림 29. 상회의 상 데이터의 전송율

실험실(100Mbps)의 평균 전송율 : 147.2Kbps

실험실(100Mbps, 우선순위)의 평균 전송율 : 145.6Kbps

전용선(6Mbps)의 평균 전송율 : 144.4Kbps

전용선(6Mbps, 우선순위)의 평균 전송율 : 95.6Kbps

인터넷(2Mbps)의 평균 전송율 : 115.2Kbps

인터넷(2Mbps, 우선순위)의 평균 전송율 : 81.6K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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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데이터 전송율이 변화하지 않았으나, 전용선과 인터넷 망

에서는 평균 전송율이 각각 50Kbps, 35Kbps 정도 낮아짐을 확인하 다. 그림 29

는 전송망 및 전송방식 변화에 따른 상회의의 상 데이터의 전송율 변화 및 

평균 전송율을 나타낸 것이다.

4.1.4 전송 지연 시간

네트워크에 따라 데이터의 전송 시간을 비교하 다. 실험실 내의 100Mbps fast 

Ethernet과 전용선 기반의 6Mbps의 Ethernet, 그리고 2Mbps 정도의 ADSL에서 

고화질 비디오와 상회의 상 데이터의 전송 지연 시간 및 프레임 수를 측정하

다. 전송 지연 시간은 송신부에서 수신부와 연결이 되었을 때 자신의 시스템 시

간을 전송하고 수신부는 자신의 시스템 시간과 전송받은 송신부의 시스템 시간을 

비교하여 저장한다. 송신부에서 비디오 신호를 전송할 때, 송신부의 시스템 시간을 

헤더에 함께 전송하면, 수신부에서는 미리 계산되어 있는 송신부의 시스템 시간과 

현재 전달받은 송신부 시스템 시간, 그리고, 현재 자신의 시스템 시간을 이용하여 

전송 지연 시간을 계산해낸다. 프레임 수는 랜더 필터에서 초당 디스플레이하는 

표 8. 네트워크에 따른 전송 지연 시간 및 평균 프레임 수

Network Line MPEG1 MPEG2 MPEG4 상회의 상

Internal LAN

(100Mbps)

30.3 frame/sec

0.85 sec

29.4 frame/sec

0.45 sec

30.6 frame/sec

0.75 sec

10 frame/sec

0.75 sec

전용선

(6Mbps)

30.3 frame/sec

1.06 sec

29.4 frame/sec

0.65 sec

30.6 frame/sec

0.79 sec

7.8 frame/sec

0.85 sec

ADSL

(2Mbps)

25.0 frame/sec

1.23 sec

15.2 frame/sec

0.90 sec

29.5 frame/sec

1.07 sec

4.8 frame/sec

1.02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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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의 평균수로 계산하 다. 표 3은 각 네트워크에 따른 전송 지연 시간과 평

균 프레임 수를 정리한 것이다. 

ADSL에서의 전송 지연 시간이 실험실 LAN이나 전용선보다 길게 나타났다. 

실험실에서는 데이터가 전송되기 위해 거쳐야할 거리가 가까우며 허브나 하나의 

게이트웨이 이상을 거칠 필요가 없다. 그에 비해 실험에 사용한 전용선은 두개의 

전화국을 거치면서 최소한 4개의 라우터를 통과하여 데이터가 전송되므로 전송 

시간이 길어진다. ADSL의 경우에는 공용 인터넷 망에 접속하기 위해 모뎀과 게

이트웨이를 거쳐야하며, 공용 인터넷 망에서 수신부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라우터와 게이트웨이를 거쳐야 하므로, 가장 많은 전송 지연 시간을 필요로 한다. 

동일한 전송망에서 각 데이터 별로 전송 지연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각 데

이터의 포맷에 따라 인코딩 및 디코딩에 필요한 버퍼의 크기의 차이가 나기 때문

에 생긴 현상이다.

4.1.5 카메라 테스트

원격 진료 시스템의 이동성을 높여주기 위해 2.5㎓ 무선 상전송 장치를 이용

한 이동용 카메라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거리에 따른 카메라의 화질과 유선카

메라의 화질을 비교하 다. 무선 카메라는 머리에 쓴 상태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

도록 헬멧 형식의 틀에 부착시켰다. 유선 카메라에서 나오는 화질과 1m이내와 

5m, 10m 거리에서 각각 화질을 비교하 으며, 10m 거리에서 장애물에 의해 직선

으로 무선 상 송수신 장치가 전파를 받을 수 없는 곳에서의 화질을 비교하 다.

1m이내에서는 유선 카메라와 무선 카메라의 화질의 차이가 없었다. 5m 거리에

서는 화질의 차이는 눈에 발견되지 않았으나, 중간중간 발생하는 전송 노이즈로 

인하여 화면이 고르지 못한 현상들이 발생했다. 10m 거리에서는 5m 거리에서 발

견되었던 노이즈가 발생해서 더욱 화면이 고르지 못하 으며, 이로 인해 화질이 

좋지 않았다. 장애물로 인해 직선거리를 방해받은 상황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

으며, 이로 인해 환자를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 다.

화질과 함께 이동용 카메라의 문제점은 카메라의 이동에 따라 화면이 매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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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흔들렸다는 것이다. 헬멧에 고정되어 머리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화면이 

생성되므로, 관찰자와 동일한 입장에서 화면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관찰자의 조그마한 행동에도 카메라가 이동하게 되므로,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도록 하 다. 원격지의 전문

의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4.1.6 이동 침대

배터리의 예상 사용시간과 실제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비교하 으며, 이동 침

대를 사용하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확인하 다. 이동 침대에 설치된 장비들 중 

외부 전원이 필요한 것들로는 PC, LCD 모니터, 환자 감시 장치, 그리고 고화질 

카메라가 있다. 각 장비들의 필요전력의 합은 400W 정도로 400W 이상의 출력을 

내는 인버터와 인버터에 4시간 정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충전기를 설치하고, 

이동 침대를 이용한 원격 진료 시스템을 운용하 다. 예상 사용시간은 4시간이었

으나, 평균 1시간 정도 사용 후 충전기의 전류가 소모되어 인버터의 출력전압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PC가 수시로 종료 및 재부팅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운용할 수 없었다.

4.2 임상 평가

표 4는 전용선 기반 원격 진료 시스템과 인터넷 기반 원격 진료 시스템이 실

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의 상황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각 단계에서 필요한 시간을 기록하 다. 전용선 Ⅰ과 전용선 Ⅱ는 세세

브란스 병원 응급실과 세란 병원 응급실을 전용선을 이용하여 연결하고 가상 상

황을 설정하고 실험하 다. 전용선 Ⅲ은 월드컵 상암 경기장과 세브란스 병원 회

의실을 전용선으로 연결하고, 경기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환자에 대처하기 위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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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실시하 다. 인터넷 Ⅰ은 실험실과 ADSL이 연결된 또다른 실험실을 이용하

여 실험하 다.

전용선 Ⅰ에서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로, 전문의는 고화질 비디오를 통

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처치를 지시하 다. 응

급의사가 환자 처치 방법에 미숙하 으나, 전문의의 계속적인 지도하에 정확히 환

자를 처치하여 호흡을 안정시켰다. 전용선 Ⅱ에서는 심장 이상을 호소하는 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가슴 방사선 사진과 ECG를 전송하고, 고화질 비디오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전문의가 적절한 치료 방법을 응급의사에게 지시

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 다. 처치 이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후송을 지시하 다.

각 테스트를 위해 시스템을 셋팅하기 위해 45∼50초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

다. 이 시간은 송신부와 수신부에서 원격 진료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연결을 설

정한 후 생체 신호, 고화질 비디오, 상회의 등 모든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빠른 시간내에 환자의 진료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1분 이내의 셋팅 시간이면 원격 진료를 통해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의 실험을 통해 원격 진료 시스템을 통해 전문의와 응급의사간의 공조가 

표 9. 원격 진료 시스템 모의 실험 결과

실험 셋팅 시간 진료 시간
상 전송

(8Mbytes)
진료 만족도

전용선 Ⅰ 50 sec 3 min 40 sec 42 sec 높음

전용선 Ⅱ 45 sec 4 min 3 sec 40 sec 높음

전용선 Ⅲ 45 sec 4 min 15 sec 45 sec 보통

인터넷 Ⅰ 1 min 15 sec 3 min 40 sec 2 min 5 sec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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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루어졌으며, 빠른 시간내에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 응급환자의 생

명을 보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또한 전송되는 고화질 비디오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환자의 의무기록 및 차트로 된 ECG의 분석

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전용선 Ⅲ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세브란스 병원을 연결하 다. 연결 셋팅 및 

상 전송 시간은 위의 두 실험과 동일한 시간이 소모하 다. 다만 생체 신호 파

형이 환자 감시 장치의 모니터와 같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고 1초에 한 번 전송

하는 데이터를 동시에 그려주므로 끊기듯이 움직이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모니터

그림 30. 호흡곤란 환자를 위한 원격 진료(전용선 Ⅰ)

⒜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장비(송신부) ⒝ 원격 진료 화면(수신부)

⒞,⒟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처치 모습

Camera

Patient 
Monitor

CSU

Router

Camera

Patient 
Monitor

CSU

Router

Full-quality 
video

Video 
Conferencing

Biological 
Signal (ECG)

Biological 
Data

Radiological 
Image File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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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익숙한 의사들이 판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 다.

인터넷 Ⅰ(그림 23 참조)은 실험실에서 수신부를 ADSL에 연결하여 전용선 Ⅱ

와 같은 시나리오로 실험하 다. 전용선에서의 원격 진료 시스템에 비해 긴 셋팅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웹 페이지에서 ActiveX 컨트롤을 실행시키는 것이 전

용선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

에 생긴 결과이다. 또한 인터넷의 대역폭이 전용선보다 낮으므로 방사선 상을 

전송하기 위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 다. 또한 전송할 수 있는 고화질 비디오

의 대역폭이 작으므로(그림 28 참조) 고화질 비디오의 화질이 전용선에 비해 떨어

지며, 1분에 2∼3회, 1초 정도씩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떨어

그림 31. 심장 이상 환자에 대한 원격 진료 실험(전용선 Ⅱ)

⒜ 환자의 모습과 ECG를 확인. ⒝ 고화질 동 상을 통해 ECG 차트를 확인.

⒞ 방사선 상을 전송받음. ⒟ 전송받은 방사선 상을 통해 환자를 진단.

Tele-pointerTele-pointer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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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각각의 임상 실험을 통해 시스템의 사용자인 의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평가

를 확인하 다.

① 고화질 비디오의 화질은 환자를 진료하기에 충분하 으며, 특히 확대 성능

이 좋은 카메라로 인해 환자를 미세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② 고화질 카메라의 화면이 수초정도 딜레이가 있으나, 실시간으로 계속적인 

화면이 전송되므로 환자를 진료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③ 생체 신호 화면과 환자 감시 장치의 모니터 화면의 진행속도가 차이가 나

그림 32. 월드컵 경기장과 세브란스 병원과의 원격 진료 실험(전용선 Ⅲ)

a) 전용선 라우터(6Mbps 제공) b) 수신부 하드웨어

c) 모니터를 통한 원격 진료 시스템 디스플레이

d) 빔 프로젝터를 통한 원격 진료 시스템 디스플레이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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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모니터에 익숙한 사용자가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④ 상회의의 상은 환자 진료의 목적이 아니라 의사간의 얼굴을 보며 대화

를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없어도 무관하다. 그러나 상회의의 음성은 환자 진

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⑤ 상회의의 음성 신호에서 1초 이내의 딜레이가 있으나, 의사들간의 대화에

는 문제가 없었다.

⑥ 하나 또는 두 가지의 제한된 데이터를 위주로 하는 원격 진료 시스템에 비

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에서 관리하므로, 사용자

에게 간단한 조작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⑦ 응급 상황에 적용하면, 시간이 생명인 응급환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응급

진료에 대한 도움을 숙련된 응급의학의사에게서 받을 수 있어 소위 '예방가능

한 사망(preventable death)'및 진료의 오류(error)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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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PC를 기반으로 생체 신호, 고화질 동 상, 방사선 상, 상회

의 데이터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고품질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는 원격 진

료 시스템을 설계하 다. 원격 진료 시스템을 위해 이더넷 기반의 전용선을 이용

하여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국내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설계된 시스템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모듈의 압축율 및 송수신에 필요

한 대역폭 등을 실험하 다. 또한 전체 시스템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상 시

나리오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원격 진료를 실시하 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 다.

어느 하나의 데이터만을 중심으로 구현되었던 과거의 원격 진료 시스템과 달

리 다양한 데이터들을 지원하는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현하 다. 고화질 동 상, 

생체 신호, 방사선 상, 상회의의 음성 및 상, 시스템 메시지 등 다양한 데이

터의 획득 및 송수신을 PC를 통해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관리하고 제어함으

로써 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

제한된 전송 대역폭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각 데이터의 압

축은 물론, 데이터의 효과적인 전송방법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 다. 생체 신호의 

압축 및 복원시 파형 데이터의 손실이 없어야하므로 무손실압축 또는 무손실압축

에 가까운 압축방법(near-lossless compression)들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압축방법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DPCM에 비해 압축율이 높아 

생체신호 압축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MPEG2와 MPEG4를 이용하여 고화질 동 상을 압축하고 전송하 는데, 전송 

대역폭이 좁은 인터넷에서 MPEG4를 이용하여 고화질 동 상을 전송할 수 있음

을 확인하 다. 전송대역폭이 넓은 전용선에서는 MPEG2와 MPEG4 모두 고화질 

동 상 전송이 가능하 으나, MPEG2를 이용하는 것이 MPEG4에 비해 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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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또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상 전송이 필요하며 이것은 전송 대역폭에 따라 프레임수나 비트수를 제어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또한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전송방법을 다르게 함으로써 

제한된 대역폭에서의 데이터 전송의 효율을 높 다. 생체 신호나 고화질 동 상 

등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에 전송 대역폭을 보장해줌으로써 인터넷과 같이 대역

폭이 보장되지 않는 네트워크에서도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음을 확

인하 다.

이동 침대는 원격 진료 시스템의 진료 범위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 다. 배터

리와 무선 랜을 이용하여 실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여 원하는 위치에서 쉽게 진

료를 할 수 있었으며, 전용선보다 무선 랜의 전송 대역폭이 넓으므로, 데이터의 전

송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동 침대의 크기가 크고, 많은 장비들을 함께 움직

여야 하며, 배터리 및 충전지의 무게가 매우 무거워서 이동에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각 장비들의 무선 모듈을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전송을 

위한 PC를 실내의 한 부분에 고정시키고, 고화질 동 상, 생체 신호 등을 장비로

부터 무선으로 데이터를 획득하면, 보다 간편하고 이동이 용이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시스템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고화질 동 상과 

ECG 모듈을 테스트하 다. 이동 침대는 전원의 공급 문제나 침대의 크기, 장비들

의 무게 등으로 인해 이동의 제한이 있다. 그에 비해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

는 획득 장치는 크기가 작으며, 소형 배터리 등으로 전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

므로 가볍고 이동이 간편하다. PC는 병실 또는 진료실의 한 곳에 고정시키고, 이

러한 무선 장비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장비들

을 무선 송신부와 수신부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혹은 다른 장비들로부터 나오

는 전파의 간섭들로 인해 노이즈가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고화질 동 상

에서는 약간의 왜곡이 생기나 환자의 겉모습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ECG 신호는 파형이 왜곡이 생기므로 진단하는데 문제가 있다. 생체 신호의 무선 

전송에서는 무선 전송으로 인한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한



- 67 -

다. 또한 ECG를 제외한 다른 생체 신호들을 전송해주는 무선 장비는 아직까지 개

발이 되어있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원격 진료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설계된 원격 진료 시스템의 가상 실험을 통해 진료 현장의 의사가 시술 경험

은 적지만 즉시 시행해야만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을 동 상을 통해 숙련된 

전문의가 바로 곁에서 함께 도와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즉, 미숙한 의사가 혼자서 시술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여러 번 시도하

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빠르고 시간, 또는 적은 횟수 이내에 

시술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에게 주어질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응급상황에서도 불안정한 상태의 환자를 불필요한 장거리 이송의 위험에 빠뜨

리지 않고 원격 진료 시스템을 통해 응급의학 전문의사에게서 적절한 응급진료를 

받고, 그 이후 적절한 병원으로 후송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혹 도착한 응급실의 

능력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치료가능한 수준의 병원으로 빠르게 후송을 

지시할 수 있어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예방가능한 죽음(preventable death)’ 또는 

진료의 오류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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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of High-quality Multimedia based Real-time 

Telemedicine System

                                                  Kim, Kwang Min

                                                  Graduate program in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hope of all patients is to be provided the best medical services, but is 

not realized because of the limits of finance, time and space. The telemedicine 

provided an efficient mean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distance and time.

In this paper, the real-time telemedicine system based on multimedia data 

was designed. In order to describe patients to medical specialists, the system 

included multimedia data: ECG, BP, respiration, SpO2, temperature, systolic 

pressure, diastolic pressure, heart rate, radiological images, patient record, 

full-quality video, and the video conferencing. The prototype system designed 

in this paper effectively integrated multimedia components in a single 

computer, as well as compromise the compression, interface, medical imaging 

standards and modular software architectures. The mobile bed was 

manufactured to improve the movement of the system.

Two experiments had been conducted to evaluate the technical func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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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linical usability. Using the data compression and priority control, the 

telemedicine system transmitted multimedia data in real-time at the internet 

and the ethernet network. Inter-hospital experiments and Sang-Am World-Cup 

Stadium experiments demonstrate the feasibility to be effectively use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Telemedicine, Multimedia data, Realtime Transmission, 

Ethernet, Internet, Biological signal, DICOM 3.0, M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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