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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산망에서 QoS보장을 위한 DDS 미들웨어 기반 멀티미디어 P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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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팍스시스템은 의료 영상을 디지탈화한 시스템이다. PACS데이터는 초창기 CR(Computed
Radiography)의 경우 10MB내외의 데이터를 발생하였으나 의료장비의 발전으로 인해
DB(Digital Radiography)는 20MB이상의 데이터를 발생하였다. 또 CT(Computed
Tomography)의 경우 0.5MB데이터를 100Slice내외의 데이터를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Cardiac
/PET 등의 CT는 Multi Frame을 지원하며 300~5000Slice이상의 데이터를 발생하게 됨에 따라
네트워크에 상당한 트래픽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또한, 스마트 폰,
태블릿 pc등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용자들은 실시간 또는 멀티미디어와 같은 데이터 표현 방식으
로 팍스 데이터를 보길 원할 것이며, 팍스 시스템 또한 그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인터넷 서비스의 모토인 best effort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
다. 이러한 데이터 전송방식은 진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팍스 데이터의 전송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멀티미디어 팍스 데이터
를 다수의 사용자들이 전송받기 원하면 지연시간으로 인해 원활한 진료진행을 방해 받을 수 있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개발자들은 QoS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여러 계층에서 QoS
를 보장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였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서 QoS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형
태의 연구들을 조사하고, 분산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DDS 미들웨어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병원
네트워크에서 적용 방안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병원 네트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서론

IT 병원네트워크는 다양한 진료용 어플리케이션과 모바일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트래픽을

처리해야한다. 특히,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와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증

가는 병원네트워크의 구조를 변경시켜야 할 만큼 큰 문제

를 발생시키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모바일 디바이

스의 등장으로 실시간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 또한 병

원네트워크에서 처리해야하는 중요한 데이터로 고려되고

있다. 병원 진료의 특성상 특정 부서에서 이러한 멀티미디

어기반의 PACS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IEEE 802.3기

반의 Ethernet은 모든 데이터 패킷을 최선형(best effort)

방식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평상시 용량이 충분한 스위치

를 사용하더라도 특정시간에 PACS데이터로 인해 데이터

전달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

송되는 트래픽은 크게 실시간 트래픽( real-time traffic)과

비 실시간 트래픽(non real-time traffic)으로 구분한다. 실

시간 트래픽의 예로는 멀티미디어 전송, 실시간 게임 등

다양한 트래픽들이 있다. 최근에는 실시간 화상회의,

VOD(Video-on Demand), 원격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활

용되어 실시간 멀티미디어 트래픽 전송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PACS데이터와 같은 고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끊김없이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특정 데이터에

의존적인 QoS(Quality of Service) 제공을 위한 연구가 필

수적이다. 그러나 상업성을 추구하는 병원의 경우 네트워

크 구조를 물리적으로 변경하기에는 추가적인 시설비용의

투자 문제뿐만 아니라 진료공백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한

다. 그래서 병원 네트워크에서 QoS를 제공하면서 물리적

인 시설투자가 적게 요구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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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네트워크의 트래픽 분석

병원에 실제 사용되는 네트워크의 트래픽의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백병원 의료 정보실의 협조를 통해 실제 네트

워크 트래픽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시간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원활히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시작시간인

오전 10시부터 1시간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했다. 트래

픽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분단위 평균 트래픽을 조사했

으며 PACS데이터에 의한 트래픽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일반병실과 방사선과를 지원하는 스위치를 구분하여 조사

하였다. 스위치단에서 수집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PACS데

이터 이외의 데이터를 필터링하지는 못했지만 특성만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은 일반병동의

스위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단위로 평균을 하여 나타

내었다. 의료정보 및 일반적인 인터넷 데이터로 분석되며

평균 4Mbps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일반 병동의 분당 평균 트래픽양

그림 2는 비교적 많은 양의 영상정보가 전달되는 방사선

과의 분단위 평균 트래픽량을 나타낸다. 평균 65bps의 트

래픽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트래픽 사

용 분포는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들 모두

에서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큐잉기법을 사용

하여 스케줄링하지 않으면 방사선과와 진료실 전체 사용

그림 2. 방사선과의 분당 평균 트래픽양

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 할 수 있다. 본 데이

터 분석에는 PACS와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외에 다수

의 다른 정보들 예를들어 동영상 멀티미디어 데이터 등이

포함될 수도 있음으로 특징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전송구조 설계

그림 3. QoS 요구사항 정의에 따른

계층적 QoS전략

그림 3은 병원 네트워크에서 QoS를 지원하기 위한 요구사

항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계층적 전략을 나타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응용계층의 QoS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

킷설계와 그에 따른 패킷의 TOS필드를 변경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4. 결론

본 논문은 병원 네트워크에서 PACS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 네트워크 구조 설계를 기본으로 한다. 대용량의

PACS데이터는 네트워크 부하를 증가시킬수 있는데 이것

을 해결하기 위한 QoS설계는 병원네트워크의 전반적인 네

트워크 분하의 분산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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