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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객체 지향 실시간 통신 분산 로그래  구조를 구체 으로 나타내기 해 시간 구동과 메시지 구동

(TMO : Time-triggered Message-triggered Object Model)에 한 구조를 일반 인 형태의 구조로 모델링 하

으며, 이러한 모델링은 분산된 실시간 통신 객체와 비실시간 객체를 포함하여야 하고, 메시지 구동과 시간

구동을 모든 객체 구조 형태에 용함으로서 실시간 통신 로그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TMO 구조를 이용하여 실시간 통신 시뮬 이션 로그래 을 하기 해 환자 모니터 원격진료 

시스템 응용 환경에 용하 다. Central Monitor로부터 송되어진 환자의 생체정보 Raw Data가 HIS의 데

이터 수신 모듈을 통해 사용가능한 데이터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져 있다.

ABSTRACT

The TMO may contain two types of methods, time-triggered methods(also called the spontaneous methods of SpMs) which are 

clearly separated from the conventional service methods (SvMs). The SpM executions are triggered upon design time whereas the 

SvM executions are triggered by service request message from clients. 

In this paper, we describes the application environment as the patient monitor telemedicine system  with TMO structure. Vital 

sign information web viewer systems is also the standard protocol for medical image and transfer. In order to embrace new 

technologies as telemedicine service, it is important to develope the standard protocol between different systems in the hospital, as 

well as the communication with external hospit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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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실시간 통신 시스템에서는 계산 결과의 논리  정

확성과 결과가 산출되는 시간의 정확성을 요구한다

[1]. 만일 시스템이 시간 제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

면, 시스템 실패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며, 한 실

시간 통신시스템은 어떠한 기능을 정확히 수행할 뿐 

아니라 외부의 비동기 인 사건에 하여 주어진 시

간 안에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2]. 실시

간 객체 모델의 표 인 로는 Kane Kim에 의해 



한국 자통신학회논문지 제3권 제4호

248

제안된 TMO 모델(Time-triggered Message-trigg-

ered Object Model)로서 객체 모델을 실시간 시스템

의 모델링에 합하도록 확장한 것으로써 시간에 의

해 구동되는 시간구동(Time-Triggered) 메소드와 메

시지에 의해 구동되는 메시지 구동(Message- Trig-

gered) 메소드를 제공한다[3][4][5]. TMO 모델에서 제

공되는 시간 구동 메소드와 메시지 구동 메소드에 의

해 실시간 시스템이 갖는 시간 인 특성과 이벤트를 

쉽게 추상화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

라, 시 서비스 능력(timely service capability)을 설

계 단계에서부터 보장할 수 있다.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실시간 객체 모델의 TMO 구조를 토 로 의료정

보 시스템의 표 화된 로토콜 HL7(Health Level 7)

로토콜을 이용하여 환자실의 Central Monitor에 

나타난 환자의 생체정보를 실시간 으로 HIS 서버에 

송되어진 Numeric data와 waveform data를 웹서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환자모니터 원격진료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간의 실제 인 시

뮬 이션 과정은 시간 구동 메소드의 연속 인 동작

을 토 로 실행되는 객체 멤버들의 상태에 한 설명

을 구체 으로 표 하기 해 멀티 벨의 로세스 

명세 차를 통해 표 하 다. 

II. TMO 구조와 엔진

2.1 TMO 구조

시간 구동 개념을 토 로 객체 지향 실시간 통신 

분산 로그래  구조를 구체 으로 나타내기 해 

시간 구동과 메시지 구동에 한 구조를 일반 인 형

태의 구조로 모델링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모델

링은 분산된 실시간 통신 객체와 비실시간 객체를 포

함하여야 하고, 메시지 구동과 시간구동을 모든 객체 

구조 형태에 용함으로서 실시간 통신 로그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1은 Kane Kim에 의

해 제안된 TMO(Time-triggered and Message-tri-

ggered Object)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간 구동과 

메시지 구동 방식을 실시간 통신 객체 지향 방식에 

용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4개의 역으로 구성되

어 있다[2][3][4]. 

그림 1. 실시간 통신 TMO 구조
Fig. 1 Structure of Real-time communication TMO

먼 , ODSS(Object-Data-Store section) 역은 객

체 데이터의 장 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시간 

통신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한 객체들의 데이터 

멤버들로 이루어져 있다. ODSS 역의 데이터 멤버는 

외부 클라이언트로부터 송신되거나 수신된 메시지 결

과를 통해 갱신되며, 한 외부 클라이언트로부터 서

비스 요구를 호출한 후 호출된 객체의 수행결과로부

터 생성된 메시지는 다른 노드 객체의 SpM(Service 

Spontaneous Method) 역 는 SvM(Service Mes-

sage Method) 역으로 통신이 가능하다.

SpM(Service Spontaneous Method section) 역은 

시간 구동 메소드로서 자동 인 시간 측정을 한 메

소드 역을 의미하며, 외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객체 

노드의 통신에 의해 자동 으로 실행되는 시간을 측

정하는 역이다.

SvM(Service-Message Mothod section) 역은 서

비스 구동 메소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ODSS 역에 

속해있는 객체 멤버들의 갱신 상태에 련된 정보를 

다른 객체 노드 SpM 메소드 역이나 SvM 메소드 

역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분산된 객체 노드간의 시

간 구동 메소드와 메시지 구동 메소드가 동시에 실행

되는 동시성을 만족시키면서 설정된 데드라인 시간 

이내에 서비스 메시지 송수신의 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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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Environment Access-Capability section) 역

은 다른 객체와의 효율 인 호출 경로를 설정해주거

나 는 입출력 장치와의 인터페이스 설정 역을 나

타낸다.

2.2 TMO 엔진과 로그래

재 부분의 응용 로그램 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우나 리 스에서 TMO 기반의 응용 로그

램 효과 으로 개발  처리하기 해서는 미들웨어 

형태의 TMO 처리 엔진이 가장 하다. 따라서 이

를 해서 개발된 TMO 처리엔진으로는 TMOSM 

(TMO Support Middleware), WTMOSM (Windows 

TMO System) 그리고 TMOSM/Linux 등이 있다.

TMOSM은 UCI에서 실시한 객체 모델인 TMO의 

주요 기능을 C++객체로 구 한 처리엔진[5][6]이다.

그림 2. TMOSM 구조
Fig. 2 The Structure TMOSM

TMOSM은 그림 2는 같은 내부 처리구조를 갖는

다. 이러한 구조는 TMO 메소드의 최악의 수행 시간 

분석을 상 으로 쉽게 할 수 있다는 장 을 제공한

다. TMOSM은 application thread, middleware thread 

그리고 super-micro thread 등의 3가지 형태의 쓰

드로 구성되며, TMO 응용 로그램의 SpM 는 

SvM 메소드 각각은 application thread에 할당하게 되

고, middleware thread는 주기 인 성격을 갖는 쓰

드로써 TMOSM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

다. 그리고 super-micro thread는 WTST(Watchdog 

Timer & Scheduler Thread)로 불리기도 하는데, 가

장 높은 우선순 를 가지고 동작하기 때문에 TM-

OSM 내의 다른 모든 쓰 드의 활성화  스 링을 

리한다.

WTMOS는 TMO로 설계된 분산 멀티미디어 서비

스나 실시간 시뮬 이션과 같은 연성 실시간 응용

로그램을 지원하기 한 객체 지향 기반의 도우 

랫폼이다. 이것은 도우 쓰 드에 매칭된 TMO 메소

들의 마감시간(deadline)을 검사해서 우선순 를 부여

하고 메소드들이 정시에 호출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TMO 객체 모형으로 설계된 

시스템에 해서 시간의 시성을 보장하기 해 

WTMOS는 다음과 같은 구  환경을 제공한다[6]. 

III. 생체정보 수신모듈 TMO 로세서

그림 3은 TMO 구조를 이용하여 환자모니터 원격

진료 시스템의 Main-TMO를 나타낸 것으로서 응용 

환경을 이루고 있는 환자모니터 원격진료 시스템 객

체 멤버에 해 TMO 구조를 용하여 ODSS 역, 

SpM 역, SvM 역간의 상태를 나타냄과 동시에 

실시간 생체정보 송 시스템 객체 메소드들 간의 동

작 상태를 나타낸다. ODSS, SpM, SvM 역객체 데

이터 맴버들은 환자모니터 원격진료 시스템에서 발생

되고 있는 생체정보를 객체 데이터 장 역 내에 

객체 멤버에 한 정보를 나타내기 해 사용된다. 

Main-TMO

Central Monitor
(DS-7600)

Create TCP/IP Connection
Create Gate0

RegisterTMO
RegisterSpM(AAC1)

ODSS

Data Structure

Data Buffer

SpM

Call method-TMOSL
(OnewaySR)

AAC1

Acquisition of data
(DS-7600 )

AAC2

Call SvM
(Gate1-NoneBlocking)

SvM

Call method-TMOSL
activate_AAC:AAC1,AAC2

그림 3. 환자모니터 원격진료 시스템의 Main-TMO
Fig. 3 Main-TMO of Patient Monitor Telemedici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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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환자모니터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성하고 Main-TMO의 ODSSS 역의 

Data Buffer 객체 데이터 멤버는 SpM 역의 AAC1

을 통해 DS-7600의 센트럴 모니터로부터 TCP/IP 소

켓을 이용하여 환자와 련된 모든 생체정보를 데드

라인 시간 이내에 획득하여 실시간으로 생체정보 데

이터를 장한다. SpM 역에서 AAC1은 획득되어진 

생체정보를 일정한 주기로 ODSS 역의 Data Buffer

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AAC2는 Parsing-TMO의 

SvM을 호출함으로서 DS-7600으로부터 수신된 생체

정보를 Parsing 수신 모듈로 Patient Info, Numeric 

Data, Wave Data의 row data를 송한다. 한 환자

모니터 원격진료 시스템 Main-TMO의 Aquition of 

Data의 SpM은 DS-7600의 센트럴 모니터로부터 생체

정보를 수신하기 해 계속해서 동작하고 각각 그들

의 실행을 AAC1에서 주어진 데드라인 시간이내에 순

간 으로 완료한다. 그러므로 SpM 역은 DS-7600의 

센트럴 모니터에서 실시간 으로 변화되고 있는 의 

환자 생체정보와 련된 객체 멤버의 상태 변화를 계

속 으로 나타내고, 이는 환자모니터 원격진료 시스템 

환경 구성 요소인 ODSS 세그먼트 부분의 Parsing 

Receiving Module, Patient Info, Numeric Mesure 

Data, Wave Data, Vital sign Database 객체 멤버 데

이터에게 SpM 역을 참조하여 주기 으로 계속해서 

갱신하여 송된다. 이와 같이 Main-TMO에서 나타

내고 있는 다  SpM 역은 환자 모니터 원격진료 

응용 환경 구성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병렬 인 특

성을 지속 으로 나타내기 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동시에 동작될 수 있다.

TMO 구조를 이용한 환자 모니터 원격진료 시스템

의 Main-TMO 실시간 로그래 코딩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CMainPro::CMainPro (TCHAR* TMO_external_name,
                 TCHAR* SvM_external_name,
                 AAC &aac_spec, 

TCHAR* ParsingTMO_name,
TCHAR* ParsingSvM_name, 
tms gate_start_time, 
tms TMO_start_time):
m_ParsingGate(ParsingTMO_name, 
ParsingSvM_ name, gate_start_time),

                   m _ L o c a l G a t e ( T M O _ e x t e r n a l _ n a m e , 
SvM_external_name, gate_start_time)

 {
SvM_RegistParam svm_spec;
svm_spec.GETB = 20 * 1000;
_tcscpy(svm_spec.name, SvM_external_name);
svm_spec.build_regist_info_ODSS(m_MainODSS.GetId(), RW);
RegisterSvM((PFSvMBody)MainSvM, &svm_spec);
TMOSLprintf(_T("<MainSvM_Regist Successfully>\n"));
SpM_RegistParam spm_spec;
spm_spec.build_regist_info_AAC(aac_spec);
spm_spec.build_regist_info_ODSS(m_MainODSS.GetId(), RW);
RegisterSpM((PFSpMBody)MainSpM, &spm_spec);
TMOSLprintf(_T("<MainSpM_Regist Successfully>\n"));
TMO_RegistParam tmo_spec;
_tcscpy(tmo_spec.global_name, TMO_external_name);
tmo_spec.start_time = TMO_start_time;
RegisterTMO(&tmo_spec);
TMOSLprintf(_T("<MainTMO_Regist Successfully>\n"));

}

그림 4는 TMO 구조를 이용하여 환자모니터 원격

진료 시스템의 Parsing- TMO를 나타낸 것으로서 

DS-7600의 센트럴 모니터로부터 환자생체 정보를 획

득한 Main-TMO의 SpM 역에서 Parsing-TMO의 

SvM 역을 호출하여 송한다. Parsing-TMO의 

Parsing-TMO

Create Gate1

Register TMO
RegisterSpM(AAC1)
RegisterSvM

ODSS

Data Structure

Patient Buffer
Measure Buffer

Wave Buffer

SvM

Raw Data Grouping
(PatientInfo, MeasureData , WaveData)

Call method-TMOSL
(activate_AAC:AAC1)

or
(PullSpMfromIdleMode )

SpM

AAC1

Call SvM
(Gate2-NoneBlocking)

Call SvM
(Gate3-NoneBlocking)

Call SvM
(Gate4-NoneBlocking)

Call method-TMOSL
(deactivate_AAC:AAC1) 

or
(PushSpMinIdleMode )

그림 4 환자 모니터 원격진료 시스템의 
Parsing- TMO

Fig. 4 Parsing-TMO Patient Monitor
 Telemedicine System

ODSS 역은 환자의 정보를 나타내는 Patient Info 

Buffer, 환자 생체정보의 수치데이타를 나타내는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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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 Measure Data Buffer, 생체정보의 형을 나타내

는 Wave Data Buffer로 객체 데이터 맴버로 이루어짐

을 알 수 있다. Parsing_TMO ODSS 역의 Patient 

Info, Numeric Measure Data buffer, Wave Buffer의 

객체 데이터 맴버는 Main-TMO의 SpM을 통해 Pa-

rsing-TMO의 SvM을 호출함으로서 DS-7600 센트럴 

모니터의 생체정보 row 데이터를 송하여 ODSS 객체 

데이터 맴버를 주기 으로 갱신한다. 수신된 생체정보

의 이진 정보 row 데이터를 Parsign 수신 모듈을 통해 

베드 사이트의 환자 모니터 생체정보를 DS-7600 센트

럴 모니터로 송신한 정보를 응용환경에 맞게 설정하기 

해 싱 수신 모듈 알고리즘을 용한다. 

TMO 구조를 이용한 환자 모니터 원격진료 시스템

의 Parsing-TMO 실시간 로그래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로그래 내에 나타낸 

CParsingPro 클래스는 환자의 정보를 나타내는 

Patient TMO, 환자의 생체정보를 수치데이타로 표

하는 Measure Data TMO  생체정보 형을 나타

내는 Wave Data TMO로 정의하 다. 이러한 TMO

에 근하기 해서 Parsign-TMO내의 SpM을 통해 

Patient Info, Measure, Wave의 SvM을 호출함으로서 

각각의 분산된 노드에서 TMO를 수행함으로서 센트

럴 모니터로부터 송신된 환자의 생체정보에 한 객

체에 해 주기 으로 계속해서 갱신된 데이터를 

송한다. Main-TMO로부터 송신된 생체정보의 row 데

이터는 Parsing-TMO의 SvM을 통해 ODSS 역의 

객체 데이터 맴버 스토리지에 장한다. 

Ⅳ. 생체정보 뷰어 시스템

그림 5는 Patient Monitro(DS-7100)에서 생성된 환

자의 생체정보를 Central Patient Monitor (DS-7600)

에서 수신하며, 수신된 생체정보를 HIS 시스템으로  

HL7 로토콜을 이용하여 송되며, 송된 생체정보 

데이타를 다시 웹 서버를 통해 Patient Monitor (DS- 

7100)에서 생성된 동일한 생체정보의 Numeric 데이타

를 Client User에 나타내고 있다. Client User, 즉 의

료진은 실시간 으로 환자의 생체정보를 인터넷을 통

해 모니터링함으로서 병원 내․외부의 범 한 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병원내부의 시스템 연동의

그림 5. 생체정보 Numeric 데이타 Client User 화면
Fig. 5 Vital Sign Web Viewer Numeric data Client 

User Display

편이성과 상이한 시스템간의 연동이 가능하다. 한 

표 방식으로 연동함으로서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의 

구성과 시스템 간의 유지 보수  확장성을 보장 받

을 수 있다. 

그림 6. 생체정보 웹뷰어 시스템 Wave Graph(ECG1) 
User 인터페이스

Fig. 6 Wave graph(ECG1) interface display of vital 
sign information web viewer system 

그림 6은 환자의 생체정보를 웹을 통해 실시간 검

색할 수 있도록 구성된 웹 뷰어 시스템에서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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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 라는 기능의 선택으로 제공되는 화면으로 환

자의 환자의 ECG1에 해당하는 형 정보를 제공하기 

한 화면이다. Trend Graph와 마찬가지로, Central 

Monitor의 Mac주소로 분류되는 환자의 구분을 선택

하고 검색 환자의 환자명이나 환자ID 선택으로 Wave 

Graph 검색이 가능하고, 검색을 하고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Wave Graph는 5분 

단 로 검색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화면에서 확장되어 

있는 컨트롤은 검색을 시작하는 분을 선택하기 함

이다.

그림 7은 “옵션” 메뉴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화면으

로 Trend Graph의 항목과 색상에 용되는 기능이다. 

이 기능에서 선택된 항목과 색상은 이 화면의 용 

버튼을 름과 동시에 웹 뷰어 시스템의 메인 화면의 

Trend Graph에 선택된 항목과 그 항목의 색상으로 

용된다.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총 27개의 항목이

다. 하지만, Central Monitor로부터 획득되어 의미 있

는 데이터로써 웹 뷰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항목은 

HR, VPC, ST1, ST2에 제한 이다. 이 부분은 향후 

추가 인 개발과 확장이 가능하리라 기 하고 있다.

그림 7. 생체정보 웹뷰어 시스템 옵션 인터페이스 
화면

Fig. 7 Option interface display of vital sign information 
web viewer system  

Ⅴ. 결 론

TMO 구조를 이용한 각각의 객체 노드는 실시간 

통신 특성 요소인 시간 구동 메소드와 서비스 메시지 

구동 서비스가 기본 제약 사항을 따르지 않고 동시성

을 만족하면서 각각의 객체 노드에 유연하게 용되

었다. 분산된 노드의 객체를 동시에 공유함으로서 발

생되는 시간 구동 메소드와 메시지 구동 메소드의 충

돌을 서비스 메시지 메소드에 한 시간 도우 간격

을 충분히 크게 함으로서 방지할 수 있다. 실시간 통

신을 필요로 하는 분산된 객체 노드에 TMO 구조를 

이용하여 객체 노드간의 실시간 통신 메소드를 SpM 

역과 SvM 역으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용함으로

서 실시간 통신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소요되는 개

발 기간을 일 수 있으며, 한 TMO 구조에서 이용

되는 시간 구동  메시지 구동 메소드는 충분한 실

시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데드라인을 보장

함으로서 실시간으로 환자 모니터 원격진료 시스템의 

생체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 다. 

Central Monitor로부터 송되어진 환자의 생체정

보 Raw Data가 HIS의 데이터 수신 모듈을 통해 사

용가능한 데이터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설계 하 으

며, 환자 생체정보에 한 실시간성과 생체정보에 

한 생체정보 데이터의 연속성을 부여함으로서 베드 

사이트의 환자에게서 발생된 모든 생체정보에 의해 

환자 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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