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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유선을 이용한 의료정보시스템을 현재 최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로 대체

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무선 네트워크기반의 전송시스템과 기존의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와 연계하여 병원의 의학영상, 관련 임상정보, ADT(입․퇴원, 전과)를 시스템화하여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키워드: 의료정보(medical information), 팍스(PACS), 스마트폰(smart-phone)

I. 서론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의료영

상저장 및 전송시스템)를 이용한 의료정보시스템은 디지털로 저장

되어 있는 고해상도의 의료 영상과 함께 영상의 주체인 환자에 대

한 각종 의료 서비스 정보를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 내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PACS는 크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다[1,8]. 의료

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영상자료는 양과 질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

전하고 있다. 이는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의료적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촬영장비의 발달과 IT 시스템의 성능향상과 

더불어 더욱 더 가속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그리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2, 3, 4, 
5].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스마

트폰을 이용한 서비스로 대체하기 위한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무선 네트워크기반의 전송시스템과 

기존의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와 연계하여 병원의 

의학영상, 관련 임상정보, ADT(입․퇴원, 전과)를 시스템화하여 효

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10년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에 발표한 논문

을 확장한 것임

그림 2. 제안 시스템 H/W 구성도

Fig. 1. H/W System Architecture

II. 관련 연구

의료정보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자료인 의료 영상 정보를 통합

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PACS)와 환자의 각종 의료정보를 IT기

반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진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PACS는 각종 촬영 기기들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을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여 촬영과 동시에 의료 종사자가 IT 장비를 이용하

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 및 판독하는 시스템이다

[6]. 현재 중․대형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PACS는 환자들

의 이미지 자료의 양이 급증함에 따라 효과적인 자료의 전송뿐만 

아니라 저장장치, 백업, 자료의 유지관리 및 입․퇴원 등의 사무분

과 시스템과의 연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SI 기술 및 응용시스템을 이용하여 PACS 서비스의 

확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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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WebPACS 시스템 구조

Fig. 2. WebPACS System Architecture

III. 본론

제안하는 시스템은 디지털로 저장되어 있는 고해상도의 의료 

영상을 스마트폰과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 내 어느 곳에서든

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제안 시스템은 크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도

Fig. 3. Network System Architecture

이중에 하드웨어는 서버, 무선네트워크(현재는 WIFI를 사용), 
단말기(스마트폰, 타블렛 등)이 있고 소프트웨어는 영상을 획득, 
압축, 분배하는 서버 프로그램과 단말에서 영상을 조회하는 스마

트폰 Viewing Software 그리고 영상의 Index정보와 검사 및 환

자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Engine이 있다. 시스템적

인 면에서 제안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은 영상 획득부, 영상 저장

부, 영상 분배부, 영상 조회부로 나누어진다. 그림 3은 [8]에서 제

안한 시스템을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발전시킨 것을 포

함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로긴 및 초기 환자 리스트

Fig. 4. Login and Patient List

시스템에 접속하면 최초로 접하는 것이 로긴 화면이다. 로긴시

에 사용하는 ID는 기존의 의료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새롭게 가

입할 필요가 없다. 로긴이 완료되면 접속자의 ID를 이용하여 접근

이 가능한 환자 리스트를 보여주게 된다. 정보를 검색하고자 하는 

환자를 선택하면, 환자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는데, 그림 4가 그 예

이다. 그림 4에서는 환자의 CT 영상을 중심으로 선택한 것으로 

화면의 아랫부분에 CT영상이 작은 이미지 리스트의 형식으로 가

로방향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CT영상 및 확대 영상

Fig. 5. CT Images and Enlarged Image

그림 5에서는 선택한 영상을 중심으로 4개의 이미지를 보여주

고 있고, 그중에서 확대하기를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면 그림 5의 

우측과 같이 영상이 확대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후 영상의 확대나 

부분적 이동은 스마트 폰의 자체 기능을 이용하여 확대하거나 좌/
우, 상/하로 이동이 가능하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

용한 서비스로 대체하기 위한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무선 네트워크기반의 전송시스템과 기존의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와 연계하여 병원의 의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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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임상정보, ADT(입․퇴원, 전과)를 시스템화하여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 폰의 기계적 제약으로 인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환자의 정보는 극

도로 민감한 개인적 정보로 무선 네트워크의 특징상 보안에 매우 

민감한 단점이 있다. 현재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스마

트 폰 자체의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의 접근성을 제어하고 

있지만 향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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