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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RFID를 이용한 환자를 인식하는 시스템에 해 제안한다. RFID를 이용한 환자인식 

시스템은 이미 구축된 자차트 시스템을 어느 진료 장소에서도 정확히 환자를 스스로 인식하여 기존

의 자차트와 연결함으로써 외래 진료시에도 자차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환자와 해당 환자의 자차트의 정보를 정확히 연결하여 잘못된 처방을 미연에 방지

하고 의사  의료 종사자가 기존의 차트 시스템을 진료 후 다시 자차트에 입력해야 하는 불필요성

을 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서 론

  최근 정보화 사회는 IT  멀티미디어 사회를 구

 하고 있다. 한 새로운 IT의 패러다임인 유비쿼

터스 컴퓨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다. 

이러한 신 개념의 패러다임은 인간이 그동안 이용해 

왔던 컴퓨 과는 차원이 다른 컴퓨  구 을 요구하

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 은 인간이 이용 가능한 

모든 사물에 통신기능을 내장한 컴퓨터를 포함하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컴퓨 이 이루어지는지 사용자

가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자

동으로 제공해주는 컴퓨 을 요구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 을 연구하기 해 병

원내의 병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이용한다. 재 

의료정보산업은 의약 분업을 거치고 의료 개방을 앞

둔 시 에서 서구의 수  높은 의료 서비스와 경쟁

하기 해 ․ 형 병원을 심으로 의료 정보의 

핵심인 의료정보시스템( 자차트)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다수의 자차트가 원무과와 진료

실의 의료 행 를 심으로 개발 되어 있어, 입원 

환자가 있는 병실  검사실에서 발생하는 의료 기

록은 자동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자차트의 도입 

이후에도 의료진이 입원 환자 회진 시 환자의 의료

기록은 종이차트로 확인하며, 한 환자의 진료 기

록은 먼  종이에 기록되고 추후에 PC 단말기를 통

해 재입력 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휴 성의 문제로써 종래의 자

차트 시스템은 일반 Desktop PC등에 설치되어 휴

성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한 진료에 필요한 최

소한의 차트만이 이용되므로 좀 더 자세한 환자의 

정보를 진료자리에서 얻기가 어렵다. 

  국내의 경우 모바일을 이용한 무선 자차트를 개

발하고 있지만, 병실  검사실의 환자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환자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기존의 자차트와 연

동하기 해 RFID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한다. 

RFID 기반 환자 자동 인식 시스템은 환자 인식 오

류를 감소시켜 환자 의무 기록의 신뢰도 향상과 처

방 달의 오류를 방지하며, 사용자(주로 의료진)의 

편의성 증 를 지원한다. 한 환자 자동 인식 시스

템 개발 시 기존의 자차트와의 연동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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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개발한다.

 2장에서는 반 인 하드웨어 시스템을 설명하

며, 3장에서는 PDA용 환자인식 자차트 로그램

에 해 제안한다. 4장에서는 2장, 3장에서 언 한 

하드웨어 시스템과 로그램을 기 으로 실험에 필

요한 시나리오를 개하고 테스트하며, 5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2. 시스템 구성

2.1 RFID 기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은 

무선 주 수 인식 기술로써 20세기 반에 개발되어 

1990년 말에 재고 리  공  체인 리등에서 

사용됨으로써 두각을 나타낸 기술이다. RFID는 주

수를 이용하여 개별 상품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RFID와 바코드를 비교하여 보면 바코드의 경우 

이  독기를 바코드에 직  시켜야 하지만, 

RFID는 안테나와 테그만 있으면 독기를 직  

하지 않아도 쉽게 상품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으

며 필요한 정보를 기록할 수도 있다. 

  RFID 구성 요소는 데이터를 장할 수 있는 

RFID TAG와 RFID에 있는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Reader 그리고 간에서 데이터를 트랜스퍼하는 안

테나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RFID 하드웨어 구성도

2.2. 시스템 설계

  RFID를 이용한 시스템은 많은 분야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TAG의 고유번호등을 활용한 사물의 

인식에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스템도 이러한 

RFID의 기능을 통해 기존의 자차트를 이용하여 

환자를 구별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능은 의사의 외

래진료시 진료환자를 다른 환자와 혼동하는 문제에 

따른 치료의 부 성과 잘못된 처방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으며, 휴 용 기기를 이용하여 어느 곳에서

든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2.1. 시스템 객체의 역할

  환자인식 시스템의 객체로는 RFID TAG, RFID 

리더  안테나, PDA, 무선 네트워크 컨트롤러, 무

선 네트워크 AP, 데이터 베이스 서버가 있다. 

☉ RFID TAG
  환자를 인식하게 하는 가장 기본 인 장비로써 환

자의 의복에 부착되거나 신체에 부착된다. TAG는 

안테나의 신호에 자동으로 응답하며, 해당 TAG 고

유의 시리얼 번호를 송함으로써 하나의 객체를 이

루게 된다.[2]

☉ RFID 리더  안테나

  환자의 RFID TAG를 읽어 PDA에 송하는 역할

을 한다. 

☉ PDA
  휴 용 정보기기로써 의사의 외래진료시 자차트

를 열람하는 역할을 한다. 한 RFID 리더  안테

나의 모체로써 TAG에서 읽어들인 신호를 독하고 

무선 네트워크 컨트롤러에게 TAG의 시리얼 번호를 

달함으로써 자차트 데이터 베이스 서버에서 해

당 환자의 정보를 찾도록 한다.

☉ 무선 네트워크 컨트롤러
  PDA에 부착된 형태로 네트워크 연결을 한 무

선 환경을 구축한다. 

☉ 무선 네트워크 AP
  PDA에 부착된 무선 네트워크 컨트롤러의 신호를 

네트워크와 연결시킨다. 

☉ 데이터 베이스 서버
  자차트와 연동하는 서버로써 환자의 정보를 담

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송된 TAG의 시리얼 

번호를 통해 환자의 정보를 찾아 PDA로 송하고, 

PDA의 진료 정보를 장한다.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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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스템 구조

  본 연구를 한 테스트 베드는 하나의 병실을 기

으로 한다. 병실에는 무선 네트워크를 한 무선 

네트워크 AP를 설치하여 의사의 외래진료시 PDA

와 자차트 데이터 베이스 서버간의 무선 네트워크

를 지원한다. 시스템의 구조는 RFID 인식기, 데이터

베이스 서버, PDA용 로그램으로 구성한다. (그림 

3)

RFID 인식기
RFID 인식기

사용자 Interface사용자 Interface

사용자 입ㆍ출력기
사용자 입ㆍ출력기

데이터 베이스데이터 베이스

(그림 3) 로그램 구조도

  PDA는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MS의 

PocketPC(이하 PPC) 운 체제를 채택한 시스템을 

사용한다. 한 RFID 리더를 사용하기 한 CF 

Type의 확장 포트와 무선 네트워크를 해 무선랜

이 내장되거나 무선 네트워크 컨트롤러를 장착 할 

수 있는 확장 포트가 필요하다. 운 체제는 여러 가

지 기기들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Inside사의 RFID 리더  안테나를 사용하

기 해서는 Microsoft사의 PPC2002이상의 운 체

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해 Compaq

사의 ipaq3600 PDA에 PCMCIA 듀얼 확장팩을 사

용하여 무선 네트워크 컨트롤러와 RFID 리더를 부

착했다.

(그림 4) 테스트용 무선 장비

3. PDA용 환자인식 자차트 로그램

  기존의 자차트를 확장하여 외래진료 등 이동  

사용이 가능하게 하기 해 자차트의 양식을 따르

는 PDA용 응용 로그램을 개발하 다. 이 응용 로

그램은 기존의 자차트의 정보를 PDA 화면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의 추가나 수정을 가능

하게 하며, RFID리더를 컨트롤 하는 역할도 수행한

다. (그림 5)

RFID Identified ModuleRFID Identified Module

RFID Tag Serial No.
전자차트 데이터 베이스

(기 설계)

전자차트 데이터 베이스
(기 설계)

Interface ModuleInterface Module

User Output
Processing Module

User Output
Processing Module

User Input
Processing Module

User Input
Processing Module

History Processing
Module

History Processing
Module

Data Analysis
Module

Data Analysis
Module

(그림 5) 로그램 세부 개요도

  PDA용 응용 로그램은 총 2가지의 큰 기능을 가

지고 있으며, 의사용 기능과 간호사용 기능이다. 의

사와 간호사는 각자 입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설계 하 으며, 로그인

시의 사용자 정보를 통해 의사용 인터페이스와 간호

사용 인터페이스를 각기 분리하여 호출하게 된다.

  의사와 간호사의 별도의 다른 입력에 따른 정보는 

각각 공유되고 공통된 환자 정보를 보여주게 되며, 

의사의 외래 진료  간호사의 처방을 해 입력된 

정보의 분석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6) 의사용 테스트 응용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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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상태 

변화를 그래 로 처리하여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은 

의사의 외래 진료시 여러장의 차트를 가지고 다닐 

필요성을 여주며, 원하는 기간내의 환자의 상태 

변화를 이해하기 쉬운 그래  이미지로 표 함으로

써 환자의 진료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림 7) 환자 인식 시스템의 GUI 진료기록

4. 테스트 시나리오

  시나리오 테스트는 의사의 외래 진료상황을 구

한다.  연구사항은 RFID TAG의 인식과 인식된 

환자의 정보를 PDA에 표기해 주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근하면 의사의 PDA에 부착된 RFID 리

더가 환자의 RFID TAG를 인식하게 된다. 이때 

RFID 리더는 RFID TAG의 고유 시리얼 번호를 읽

어들여 PDA의 응용 로그램에 달한다. 응용 로

그램은 달 받은 시리얼 번호를 독하여 TAG 고

유의 시리얼 번호를 무선 네트워크 컨트롤러를 통해 

자차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달하여 해당 환자

의 정보를 요청한다. 자차트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해당되는 환자의 정보를 의사의 PDA에 달한다. 

의사는 진료  필요한 내용을 PDA를 통해 입력하

여 실시간으로 자차트 데이터 베이스 서버에 해당 

내용이 용되도록 한다.

(그림 8) 테스트 룸의 구조

  이러한 주요 시나리오는 이 의 외래진료시에 이

루어지던 몇가지 과정을 생략하게 된다는 장 을 가

진다. 의사의 외래진료 비를 비롯하여, 환자를 확

인하는 과정, 확인된 환자를 비된 재래식 차트에

서 찾는 과정과 진료를 끝낸 후 자차트에 재 입력

하는 과정등이다.

 

  본 시나리오를 통해 테스트 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의 장 들에 한 사항들로 의사의 진료 비 시간

단축과 외래진료 시간단축등 의사의 행 에 한 사

항, 그리고 환자의 인식 정확도, 정보 호출 시간 등 

시스템에 한 사항들이 될 것이다.

5. 결 론

  RFID를 이용한 환자 인식 시스템은 의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정확한 환자의 인식과 외래진료에

서도 자차트를 이용함으로써 자차트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환자의 오진료에 따른 부작용을 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차후 900MHz의 안테나 도입과 

ActiveTAG의 가격이 렴해 진다면, 상황인식개념

이 추가된 더욱 능동 인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 PDA의 지속 인 발 은 더 많은 기능

을 휴 용 시스템에 용함으로써 의사의 업무를 도

와주고 환자진료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진료를 보조

해  수 있는 분석된 자료를 제공해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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