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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정보 통신 기술(Infor-

mation Technology, IT)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1].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인들은 먼 거리에서도 환자들을 진단

하고 조언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난 30

년간 정보 통신 기술 및 영상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고해상도 카메라와, 안정적이고 광범위한 인터넷

(Internet)을 통해 일반적인 진단과 데이터 전송 이외

에도 피부과, 신경의학과, 그리고 집중치료 등 다양

한 분야로 적용이 가능해졌다[2]. 영국에서는 원격의

료가 NHS(National Health Service)가 관련된 비용

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되어 왔으

며, 어디서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

로 사용되고 있다[3,4]. 미국에서는 1999년부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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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Children with Special Health Care needs

(CSHCN)를 병원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외곽지역

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

하였으며, 환자와 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음

을 보고하였다[5]. 또한 유럽에서는 환자에게 휴대용 

의료기기(Portable Medical Device)를 장착시키고 

세계 무선 통신 시스템(Global System/Standard for

Mobile Communication, GSM)을 통하여 응급상황

이나 응급차량 내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한 시스템

을 실시, 설계하였다(Fig. 1). 그 결과 응급상황 발생 

후, 병원에 도착하기 까지 40분 이상 걸리던 시간이 

25～30분으로 줄었으며,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

는 환자의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추가적인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었다[6].

전립선 암(Prostate Cancer)은 서양에서는 남성에

게 발생하는 암 중 1위의 발생률과 2위의 사망률의 

흔한 질병이다. 우리나라 또한 서구식 식습관으로 인

해 발생 증가율이 1위를 차지하며 20년 전에 비해 

발생환자 수가 20배 이상 증가하였다[7, 8]. 보통 전

립선암의 침습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기 공명 

단층 촬영법(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과 

컴퓨터 단층 촬영법(Computed Tomography, CT)등

의 영상진단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단

층영상에서는 전립선에 위치한 실제 병변(Lesion)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인 부피를 

계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암은 수술 및 방

사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사후관리(Aftercare)가 필

요한 질병으로써, 전립선암의 경우 요실금과 발기부

전 등의 합병증과 더불어 질병에 대한 이해 부족, 재

발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환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9].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환자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과 불안감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지속적인 암의 관찰에 따라 재발 발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10-12].

이처럼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발전하

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급 

성장하고 있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앱과 연계 가능한 

모바일 헬스케어 센서 시장은 4억 700만 달러에서 

2017년 56억 달러로 연평균 69%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14]. 현재 우리나라 또한 모바일 헬스케어

와 관련하여 생체 정보 측정 센서를 개발 하고 있지

만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와 수집된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적시에 효과적인 예

방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

스의 제공이 필요하다[1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립선암을 주제로 기존 원

격의료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케어 서비스를 설계하

였으며, 전립선 암 환자의 의료영상과 치료 경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3차원 의료영상으로 

재구성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 케어(Smart Care)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재료

본 연구는 IRB 승인을 받은 환자 98명에 대해 MRI

로 촬영하여 획득된 Digital Imaging and Communi-

cations in Medicine(DICOM) 타입의 이미지가 사용

되었다. 수동 영역분할을 위하여 Image Processing

and Analysis in Java(ImageJ, Ver.1.48, Disclaimer,

the United State)이 사용되었고, 3차원 가시화는 

The Visual ToolKit(VTK, Ver. 5.10, Kitware, the

United State) 라이브러리를 Visual Studio(Ver.

2010, Microsoft, the United States)에 추가하여 프

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서버는 동은정보에서 설계한 

모바일(Mobile)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

cation System(PACS)를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운영

체제(IOS, Android, Window)에서 지원 가능한 웹 

브라우저(Web Browser)방식의 크로스 플랫폼(Cross

Platform)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Fig. 1. Emergency system architecture using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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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방법
전립선 암 환자의 MRI 영상을 이용하여 다중 평

면 재구성 영상을 재구성하고 전립선 영역을 표시하

게 되면 미리 만들어진 전립선 모형의 템플릿에 수동 

영역 분할된 관심 영역들이 시각화 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으며 전체적인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Fig. 2).

2.2.1 영역 분할 및 전립선 영역 지정

3차원 재구성에 필요한 관심영역은 전문의가 수

동으로 분할, 지정하였으며, 전립선의 경우, 일반적

인 전립선의 모양을 묘사한 템플릿 모델을 형성하였

다(Fig. 3). 입력된 MRI영상을 기반으로 다중 평면 

재구성(Multi Planar Reconstruction, MPR) 영상에

서 전립선 영역을 지정하면 DICOM의 픽셀간 간격

을 참조하여 전립선 템플릿의 크기를 계산하여 자동

으로 전립선 모델을 생성한다(Fig. 4).

다중 평면 재구성 영상은 한쪽 단면으로 촬영된 

영상을 쌓아서 볼륨을 형성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영

상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원 영상의 슬라이스 수에 

따라 다른 평면 영상에 영향을 준다. 주로 축상면

(Axial)으로 촬영된 영상을 관상면(Coronal), 시상면

(Sagittal)로 재구성하여 보여주는데, 직접 촬영되지 

않은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2.2 3차원 가시화

분할된 관심 영역들은 다각형 형태를 취하게 되며 

3차원 가시화를 위해 모든 점들의 x, y, z좌표를 1차

원 버퍼(Buffer)에 저장한다. 이후 VTK를 이용하여 

1차원 버퍼를 마칭큐브(Marching cube)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표면 렌더링(Surface rendering)을 통해 3

차원 볼륨을 만든 후, 모델의 표면을 부드럽게 만드

는 보간(Interpolation)과 스무딩(Smoothing) 작업을 

통해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 평

면 재구성 영상에서 크기를 변경시킨 전립선 템플릿

의 내부에 시각화 된 모델들의 상대적인 위치의 중심

점과 템플릿의 중심점과의 거리를 비율로 계산하여 

배치시킴으로써 시각화가 종료된다(Fig. 5).

전립선암의 진단지표는 관심영역의 볼륨으로 선

정하였다. 폐암과 마찬가지로 각 관심영역의 모든 픽

셀들을 합산한 후, 픽셀간 간격(Pixel spacing)과 슬

라이스 두께(Slice thickness)를 곱하여 볼륨을 측정

하였다.

Fig. 2. Prostate visualization flow chart.

Fig. 3. Lesion ROI manual segmentation on ImageJ.

Fig. 4. Draw prostate ROI on MPR view. Axial (left), coronal (mid), sagitt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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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서버 전송

국립암센터의 PACS와 모바일 PACS 에서는 의

료영상 표준방식에 의해 획득한 DICOM 영상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3차원 정보를 DICOM 영상으로 변

환 전송하였다(Fig. 6). 따라서 3차원 가시화된 전립

선을 2도씩 360도 회전시켜 얻은 180장의 DICOM

영상으로 저장한 후, 각 영상의 헤더(Header)에 원본

영상의 정보를 복사하였다. 이때 전송하는 데이터의 

혼선을 막기 위해 Study Instance UID, Series

Instance UID 등을 사전에 정의된 형식으로 변환하

여 전송하였다. 서버 에 저장된 DICOM 영상은 환자

에 따라 각각 분류되어 저장되어 있다가 스마트폰,

인터넷, PACS를 통해 사용자가 3차원 정보를 확인

을 요할 경우, 180장의 영상을 비연속적, 연속적으로 

제공하여 360도에서 살펴볼 수 있게 영상을 제공한

다.

3. 결  과
본 논문에서는 전립선암을 3차원 가시화하고, 스

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의료진들에게 3차원 정보

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설계하였다. 또한 획득된 데이

터와 활동량을 측정하는 디바이스를 통하여 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피드백(Feed-

back)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에게 유의미한 에프터케

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Fig. 7).

총 환자 98명에 대한 가시화를 수행하였으며,

PACS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 일반적인 PACS

에서는 물론 PACS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컴퓨터나 

스마트 디바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3차원 영상을 확

Fig. 5. 3D visualization based on segmented ROI(left), 
and locate ROI in a prostate template(right).

Fig. 6. Data sending program (top), PACS server setting (left), enrolled data lis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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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Fig. 8).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가시화된 전립선과 병변을 

통해 의료진들이 직관적으로 병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 환자에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

는 의료 영상을 쉽게 표현하여 현재 질병과 경과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동 분할 방식으로 전립선과 병변 모두를 분리

하는 작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비해, 전립선 템

플릿을 만들고 병변의 상대적인 위치만을 보여줌으

로써, 3차원 영상 정보에 대한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비록 입력 영상의 적은 슬라이스 수와 슬라

이스 두께로 인해, 관상면과 시상면의 해상도가 낮아

지고 3차원 모델에 계단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런 문제는 촬영 방법의 조절을 통해 향후 개선이 가

능하다.

하지만, 전립선과 병변의 영상 분할을 수동으로 

진행할 때 발생하는 의료진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는 자동 영상 분할 프로그

램의 개발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자의 개인적인 의료정보를 하나의 서버에 저

장하여 공유하는 것은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정보와 관련한 제도적이고 기술적

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현재 케이스 이외에 더 

많은 환자 케이스를 확보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설문

을 통해 스마트 케어의 효용성을 증명할 것이다. 또

한 동일한 환자에 대한 관찰연구(Follow up Study)

를 통한 질병의 객관적인 수치를 경과 관찰을 하며 

진단에 있어서 수치화된 지표들로 인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기대할 수 있으며, 대상 환자들의 삶의 질을 

Fig. 7. Smart care service architecture.

(a) (b)

(c) (d)

Fig. 8. Confirming the data wherever connected to the Internet. (a), (b) 3D image of general PACS, (c) 3D image 
of on a web, and (d) 3d images on a smar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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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시키고,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심리적, 신체

적 회복을 도모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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