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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증 질환 환자의 대부분은 치료 적기를 놓쳐 병을 키우게 된 경우가 많다. 높은 자각 증상이 나타나거나 강력한 

통증이 없는 경우 병원 방문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치은염의 경우 잇몸에서 출혈을 일으키며 치아 붕괴를 일

으키는 질환이지만 초기의 증상이 경미하다. 이 시점에서의 병원 치료는 매우 높은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치료시기

를 놓칠 경우 잇몸과 구강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음식을 섭취 할 수없는 상황까지 병증이 진행된다. 본 논문

에서는 환자의 치주 이미지를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치의료 기관에 구축된 환자 관리 시스템으로 정보

를 전송한다. 전송된 정보를 담당 의사가 판단하며 이에 대한 치료 적기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한다.

ABSTRACT 

A common characteristic of many patients whose illness is getting worse is that they miss the treatment red flag. When 
high subjective symptoms appear or there is no strong pain, this problem arises because it is reluctant to visit the hospital. 
Gingivitis causes bleeding from the gums in the early and mid-term, and shows mild symptoms of tooth collapse. When 
treatment is done at this point, it shows a very high effect. However, when you miss the timing of treatment you will 
have a situation where you can’t eat food by causing serious problems in the health of the gums and oral cavity. In this 
paper, the patient's periodontal image is photographed with a smartphone and transmitted in real time. This is done by 
the doctor in charge. Then, we propose a design of a patient management system that provides information on the current 
situation to the patient so as not to miss the timing of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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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학적 진보로 인해 환자의 치료 효과는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 [1, 2, 3]. 그러나 일부 환자들의 경우 치

료시기를 놓치고 심각한 상황까지 병증을 키우는 일이 

발생한다. 치료적기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질환이 

동반하는 여러 가지 자각증상이 크지 않아 의사의 판단 

이전에 환자 자신의 판단으로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자

각 증상이 전혀 없어 환자가 질환 인지를 못하는 경우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되는 IT 기술은 주로 환자 

관리 및 의료 보험 시스템과의 연계에 사용 되거나 병

원 내에서 환자의 치료 및 진단을 내리기 위한 시스템

에 사용 된다[4]. 치료를 위한 시스템은 병원 방문 이후

에나 활용되며 환자의 병원 방문 유도를 위한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병증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검진 및 병원 방문이 필수적이지만 앞서 언급

한 것처럼 환자의 질환에 대한 태도로 인해  관련 문제

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현재 최근 의료 환경의 발달에도 중증 질환으로 인한 

환자의 수의 감소가 높지 않은 것 또한 앞서 설명한 이

유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구현된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환자 관리 시스템이다. 본인 인지 구강 건강상

태와 치료 필요도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5]에서는 여

러 병원 진료 환경 중에서 환자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검진 및 예방을 수행하는 행동 패턴이 가장 취약한 영

역이 치의료 분야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 대상으로 한 환자는 다양한 병증 중 치주 및 구강 

질환을 가지는 환자로 정의한다. 
관리 시스템의 환자 client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환

경의 native app과 구강 내 촬영을 위한 임베디드 타입

으로 라즈베리파이와 카메라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는 구강의 상태를 촬영하여 병원의 관리 시스템에 

영상 정보를 전송한다. 
관리 시스템의 서버 측에서는 이 정보를 수집하여 담

당 전문의에게 제공하고 전송된 이미지를 통해 환자의 

현 상태를 판단한다.
이후 현재 상태 정보와 방문 안내 정보가 다시 환자 

client 시스템으로 서버 측의 예약 모듈을 통해 환자에

게 제공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치주질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연

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3장에서 구강 환자 관리 시스

템의 구조를 설명한다. 4장에서 구현된 결과를 설명하

며 이어오는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치주질환 환자의 병증 및 관리

치주질환은 잇몸에 국한되는 치은염과 뿌리를 둘러

싸고 있는 치조골에도 염증이 확산된 치주염으로 분류

되며, 치아 자체가 손상되는 질환이 아니라 치아를 지

지하고 있는 주위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 이다.
이 질환은 오랜 기간에 거쳐 진행되고, 진행 중에도 

크게 증상이 없어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치주 조직

의 파괴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증상이 발현되어 치과를 

찾아오게 되는 병으로, 주로 30~40세 이후 충치보다 빈

번하게 치아를 상실케 하는 중요 원인 질환이다[6].
치주질환의 치료는 치주질환의 질환 발병의 원인제

거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PMTC, 스케일링, 프라

그 제거 등 다양한 치료를 통해 치주 질환 발병 원인을 

제거한다. PMTC는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물리적 

기구를 이용해서 대상자의 구강 내 모든 치면 에서 치

면 세균막을 제거하는 관리 기법으로 치은연하 1-3mm
에 해당하는 치면도 포함하여 제거해야 하는 최근의 치

주질환 관리 및 예방 기법이다[7].
그러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

자의 내원 및 진료가 필수로 이루어져야한다. 앞서 언

급한데로 치주 질환은 큰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

자는 내원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치과 전문의들은 잇몸의 단순 영상

만으로도 치주질환 및 구강질환의 병증 정도를 판단 할 

수 있다.
구강 환자가 병원 내원의 필요성을 당장 가지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구강 상황을 촬영하여 병원에 제

공하고 이를 전문의가 판단할 수 있으면 병원 내원의 

필요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촬

영모듈을 활용하여 짧은 시간 내에 환자의 구강 내 정

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환자 자신이 직접 구강 촬영을 수행하고 병원으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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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현재의 구강 내 상

태에 대한 전문의에 판단을 전달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치료적기를 놓치지 않고 적은 비

용을 통해 병증을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받게 된다.
이어오는 3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설명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환자용 안드로이드 client 
시스템과 환자관리 서버, 임베디드 타입의 촬영 모듈에 

대하여 설명한다. 

Ⅲ. 구강 환자 관리 시스템

3.1. 구강 환자 관리 시스템 구조

Fig. 1 Patient Management System Structure

제안 된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세 가지 구조를 갖는

다. 첫 번째 환자 관리 시스템, 두 번째 안드로이드 

native app 응용 프로그램 타입의 환자용 client 시스템, 
세 번째 임베디드 타입의 구강 내 촬영 시스템이다. 

환자 관리 시스템은 환자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 및 

환자 예약 관리, 환자 치료 정보 관리, 관리 웹 및 고객 

관리 알고리즘 모듈로 구성된다. 
환자용 client 시스템은 촬영 모듈, 일정 관리, 원격 

진료, 병원 예약 등과 같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강 내 촬영 시스템과 연동된다. 
구강 내 촬영 시스템은 cmos 센서와 LED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luetooth 및 WiFi 통신 모듈을 가지

고 있으며 구강 내 촬영을 위해 cmos 센서부 전송 및 영

상 수집 모듈은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구성된다. 

3.2. 환자 관리 시스템

환자 관리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환자 사용 client
에서 전송된 정보를 토대로 병원의 의사와 치위생사, 

행정팀이 공유할 수 있는 타입의 server용 시스템이다. 

Fig. 2 Patient Management System execution screen

의사들은 전송된 이미지 정보를 통해 현재 환자의 상

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입력한 

환자 정보의 상태에 따라 GCM 모듈을 호출하여 환자

에게 notification 하거나 검진 정보를 환자 관리 DB에 

저장한다. 저장된 정보는 향후 환자의 상태 변화를 볼 

수 있도록 날짜별로 테이블에 저장되며 이를 토대로 치

과에서는 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Fig. 3 Patient Management System Database ERD

환자 관리시스템은 그림 3의 일정 관리 테이블을 통

하여 내원 일자 및 검진 일자를 관리 할 수 있으며 누적 

가중치를 통해 환자 client 의 전송 정보에 따라 치과 관

리자에게 사용자에게 notification 해야 할 대상 환자 정

보를 제공한다.
환자가 촬영 정보를 제공하고 난 이후 의사는 1~5레

벨 단위로 현재 상태를 판단하고 이를 DB에 저장한다. 
이후 환자 관리 시스템은 DB에 미리 구축되어 있는 임

상 및 사례정보를 활용하여 각 레벨이후 병증의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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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계산하고 이를 시스템에 고지한다. 따라서 환

자가 별도의 검진 정보를 보내지 않더라도 시스템에서 

현재 상태를 예측하여 대상 환자들의 내원 및 검진 정

보 전송을 위한 notification을 실행한다.

3.3. 환자용 client 시스템

환자 client 시스템은 환자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현

재 구강 정보를 촬영하여 환자 관리 시스템 server로 제

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환자용 client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3.3.1. 안드로이드 타입의 native app
환자용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타입의 native app으로 

구현되었다. 사용자의 수 및 외부 모듈과의 연동성과 

통신에 있어서 ios에 비해 제약이 적은 안드로이드환경

을 선택하였으며 삼성전자의 SM-N950NZKASKO 디
바이스를 대상으로 구현하였다. 사용된 OS 버전은 8.0 
oreo 버전이며 이전 버전인 7.0, 7.1 Nougat 버전과 호환

된다.
환자용 app은 환자의 일정 관리, 병증 관리, 내원 관

리 등 app과 관리 server 간에 통신을 활용한 관리 기능

들이 대부분이다. 그림 4와 같이 로그인 이후 여러 가지 

기능들에 접근이 가능하다. 

Fig. 4 Patient client app Login page

로그인 이후 기본적으로 환자가 예약한 정보가 그림 

5와 같이 app 화면의 최상단에 나타나며 예약 정보가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 server의 환자 가중치 정보와 유

사한 환자 개인 관리 모듈에서 최종 사용 패턴을 분석

하여 환자에게 수행할 기능들을 제시한다.

(a) No treatment information        (b) Check medical information
Fig. 5 Patient client app Start Screen

구현한 app의 핵심 기능은 검진요청 및 server에서 

제공된 GCM을 활용한 notification 수집에 있으며 후자

의 경우 환자 개개인별 app에서 수집된 정보를 환자들

에게 알림으로 제공한다.
검진요청은 그림 6과 같이 환자가 사용하는 client 단

말의 촬영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이미 저장되어 있는 구

강 내 이미지, 그리고 3.3.2 절에서 설명할 구강 내 촬영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이미지 파일을 활용하여 요청 하

게 된다.

Fig. 6 Request for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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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촬영 이미지를 선택하여 server로 제공하면 이

에 따른 내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관리 정보 등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간단한 notification이 제공되며 환자는 이

를 통해 그림 7과 같이 내원을 희망하는 일자와 시간을 

선택하여 server로 재전송 한다.
기존에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자 관리 시스템과

의 연동을 통해 환자가 선택한 일정과 예약 가능일정을 

비교하여 환자에게 최종 내원 일정을 통보한다.

Fig. 7 Check-up schedule

이와 같이 환자들은 client app을 활용하여 병원에 내

원하지 않더라도 질환에 대한 기본 적인 정보를 제공받

고 관리함으로써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게 된다.

3.3.2. 구강 내 촬영 시스템

구강 내 촬영시스템은 client app으로 촬영하기 힘든 

구강 안을 촬영하기 위해 구현된 촬영 모듈이다. 

Fig. 8 Oral imaging module

그림 8과 같이 cmos 센서와 led 조명 그리고 스트리

밍 데이터 전송을 위한 라즈베리파이 보드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블루투스와 WiFi 모듈을 통해 촬영 이미

지를 전송한다.
구강 내 촬영 모듈을 위해 설계 과정에서 표 1과 같이 

cmos 센서의 해상도 정보와 전송 속도를 분석하였으며 

가장 안정적으로 이미지 전송을 수행할 수 있는 5MP 
(Mega Pixel)의 1280*720의 해상도를 선택하였다.

Table. 1 Transfer rate analysis per pixel of cmos

Pixel resolution
Transmission speed(ms)

max min avg

8MP 2560*1440 5257 3120 3567

5MP

2560*1440 3528 2687 2870

1920*1080 2676 2094 2269

1280*720 1631 1327 1442

촬영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서는 촬영부의 

스트리밍 영상에 대한 수신 모듈의 표현 과정 사이의 

동기화가 필요하다. 또한 스트리밍 과정에서 특정 화면을 
촬영하기 위해 코드 사이의 데이터 동기화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환경에서 전송 프레임이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신측에서 버퍼링이 발생하여 black 
screen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반대로 30프레임 이상 

전송할 경우 수신측 화면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레임은 30으로 고정하고 버

퍼링이 발생 하지 않도록 30프레임이 도달하면 수신측 

버퍼를 flush 하여 black screen 발생을 억제하였다.
그리고 스트리밍 과정에서 촬영을 수행하기 위해 라

즈베리 파이의 스트리밍 지원 API인 C# 코드를 촬영이 

수행될 동안 일시정지 하고 촬영 API인 파이썬 타입의 

코드를 호출하여 정지 영상을 촬영하였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화면의 오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지 영상 화면으로 client app 화면을 대체 하여 환자로 

하여금 영상의 끊김 발생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 하

였다.
이를 활용하여 환자들은 자신의 구강 내의 이미지를 

환자용 client app을 통해 직접 확인하면서 환부를 조절

하여 촬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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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구강 내 질환은 동반하는 증상을 환자가 인지할 정도

가 된다면 병의 진행 정도가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으로 사용자가 현재 구강 정보를 

촬영하여 관리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이를 분석하여 치

료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람

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시스템 내

부에서 일정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검진 및 

치료 정보를 토대로 병증의 진행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모듈 또한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많은 환자들이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스

템을 도입한 치의료 기관은 환자들의 관리를 더욱 효과

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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