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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DICOM 데이터 전송을 위한 

모바일 PACS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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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of Mobile PACS for Effective DICOM Data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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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핸드폰과 무선망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사용자가 이동 중 또는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 무선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료영상을 조회하고자 하는 요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모바일 PACS 플랫폼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의사와 환자가 원하는 의료영상을 저장·검색·조회·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병원의 PACS 서버로부터 환자의 DICOM 영상을 조회하고, 이를 스마트폰 표준에 맞도록 변환한 
후,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PACS 플랫폼이다. 이를 위해 PACS와 mPACS 그리고 사용자 간에 이루어
지는 데이터 전송에 대한 플랫폼을 설계하였고, PACS 서버에 존재하는 DICOM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디스플레이하
기 위한 DICOM 변환과정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영상저장전송시스템, 모바일, 플랫폼 설계, 디지털의료영상전송장치, 이미지 변환

Abstract  With the spread of mobile phones and wireless networks, medical imaging needs to be accessible 
outside the hospital for patients. We develop the mobile PACS platform that allows doctors or patients to 
store, search, query and transfer medical images for their convenience. This system is a mobile based platform 
that patients DICOM images can be viewed from the hospital PACS server, then they can be converted 
according to smart standardization. For this, we designed the platform to transfer the data between PACS, 
mPACS and users. Also we suggest to use DICOM transformation processing to display DICOM images in 
PACS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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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는 의료 상 장 송시스템으로서 의학용 상

정보의 장, 독  검색 기능 등의 수행을 통합 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 즉, PACS는 X선, CT, 

MRI, PET, SPECT 등에 의해 촬 된 모든 방사선 검사 

결과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 촬 과 동시에 용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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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장치에 장시켜 상의학과 문가가 모니터를 통해 

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PACS는 DICOM 

규격에 따라 이미지 데이터를 장, 리하고 있으며 의

료 상획득기기들과 진단방사선과 각 임상의들을 하나

로 연결하고 있다[2,3]. PACS는 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의료 상을 장하거나 요청에 따라 검색하여 

송해주는 일을 한다. 이러한 PACS 시스템이 핸드폰과 

무선망의 보 이 보편화되면서 사용자가 이동  는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의료 상

을 조회하고자 하는 요구가 속히 늘어나고 있다[15,16]. 

이에 PC,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사용기기의 종류에 상

없이 상조회가 가능하도록 호환되는 기술과 보안 

로토콜을 용한 사용자 인증 기술 등 모바일 PACS에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4,5,6]. 이러한 모바

일 PACS는 안정 인 IT 인 라와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

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B2B, B2C 분야까지 확장가능하

며, 의사는 환자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의료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으며, 병원은 환자가 아닌 고객으로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심의 미래지향 인 병원시스

템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PACS를 

모바일 PACS로 연계하여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 먼 , 각 PACS는 별도의 상장비를 

가지고 있고 독자 인 방법으로 상을 처리하고 장하

기 때문에 핸드폰을 이용하여 의료 상을 송받고 조회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 환자정보는 보안이 

철 히 유지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들로 이루어져있기 때

문에 휴 기기를 이용하여 공간과 시간의 제약없이 환자

련 상과 정보를 이용하기 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인증 과정과 보안모듈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간과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기존 PACS의 번거로움을 해

결하고, 모바일 상에서 운 되는 mPACS의 문제 을 해

결해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7,8]. 

이에 본 논문은 모바일 PACS 랫폼을 개발하여 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의사와 환자가 원하는 의료 상을 

장·검색·조회· 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병원의 PACS 서버로부터 환자의 

DICOM 상을 조회하고, 이를 스마트폰 표 에 맞도록 

변환한 후, 상을 송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PACS 

랫폼으로써, 스마트폰으로 환자의 의료 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조회하고 진단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연구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 2 장에

서는 모바일 PACS와 앱, 그리고 련 법제화에 해 살

펴보고, 제 3 장에서는 모바일 PACS 구조를 설계하고, 

제 4장에서는 DICOM 상의 변환에 해 기술하며, 제 

5장에서 끝으로 결론을 맺는다. 

2. 연구배경

2.1 모바일 PACS

국내 처음으로 식약청으로부터 모바일 PACS의 매 

승인을 획득한  기업은 의료 상정보솔루션 문기업인 

인피니트헬스 어이다[9].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의

료 상을 확인하고 상 독문을 조회할 수 있다. iOS 

3.0 이상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

발하 다. 인, 아웃뿐 만 아니라 상 이동의 팬

(Pan) 기능, 장기 는 병변의 크기를 잴 수 있는(Line 

Measure) 기능을 갖추고 있다. 메인 PACS에서 작성된 

독문도 조회가 가능해 의사와 환자간의 커뮤니 이션

도 가능하다. 2014년 4월에는 서울 병원과 계약을 맺고  

아이패드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쓸 수 있는 차세  의료

상정보시스템(PACS182)을 구축했다. 

테크하임도 지난 2011년 3월 말 모바일 PACS(제품명 

ViewRex Mobile)를 개발하 다[10]. ViewRex Mobile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의료 상  독내용 등

을 조회할 수 있는  Mobile용 PACS Solution이다. 아이

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버 으로 출시되었다. 

ViewRex Mobile은 상의 확 , 축소, 밝기조 , 길이, 

각도 측정기능 뿐 아니라 MRI, CT등 용량의 상들도 

빠르게 조회 할 수 있도록 이미지 핑, 언더그라운드 로

딩 등 다양한 기법들이 동원 다. 한 병원마다 어 리

이션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하나의 어 리 이션으로 

원하는 병원에 속해서 인증을 받으면 사용 할 수 있도

록 설계 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속병원, 

아이디, 비 번호 인증만 하면 사용 할 수 있다. 

모바일 PACS 개발 업체에서 가장 심 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이 보안에 한 부분이다. 사용자 인증단계에

서부터 상정보, 환자정보 여러 단계에서 보안 로토콜

을 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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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바일 영상진단 앱 Osirix

OsiriX는 2008년 오 소스 맥 이미지 뷰어인 오시릭스 

S/W를 아이폰용으로 개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1]. OsiriX는 휴 폰 상 진단용 앱으로 휴 폰에 설

치하는 것만으로 즉석에서 CT 수 의 환자환부 이미지

를 얻을 수 있다. 미 존스 홉킨스의 와 버지니아 가 사

용 인 이 휴 폰 상 진단용 앱은 정확도가 높은 편이

어서 환자진단과 처리시간을 폭 단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OsiriX는 처음에는 성 맹장염을 진찰하기 

한 솔루션으로 사용되었는데 이제 그 범 는 성동맥

류와 뇌졸증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게도 확  용 가능

하게 되었다. OsiriX 앱을 이용한 환자진단은 CT 이미지

보다 더 선명한 상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미 존스 

홉킨스의 와 버지니아  의사들이 성 맹장염 환자 25

명을 상으로 진단을 실행한 결과를 보면 이 휴 폰 

상 진단용 앱을 이용하여 99%의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 기 데스크탑 버 으로 개발된 OsiriX 앱은 

TIFF, JPEG, PDF, 음  CT 스캔, MRI, PET 포맷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다. [Fig. 1]은 

OsiriX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본 으로 OpenGL 기반

의 DICOM 라이 러리로 이루어져 있다. 

[Fig. 1] Architecture of OsiriX

2.3 모바일 PACS 관련 법제화

식약청은 모바일 PACS 시스템(Mobile PACS 

Sysyem)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 모바일 PACS 개발

을 해 갖춰야 할 필수사항을 공개했다[12]. 가이드라인

은 모바일 PACS에서 환자정보의 보안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체 인 서버 근, 사용자인증, 데이

터 송, 상표시에 한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모바일 PACS 서버 근통제 기능부여, 개인의료

정보 유출 시스템로그 기록, 일정시간 이후 자동 로그아

웃, 모바일 스 서버에 근하는 권한 부여, 보안 로토

콜을 이용한 송  장, 압축방법과 압축률 표시 등이

다. 새로운 모바일 PACS 시스템은 기존 PACS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야 하며 상 압축  변환을 통해 새로운 모

바일 스 서버를 통해서 무선인터넷으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기존에 설치한 PACS 시스템을 변경하게 되면 식약

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PACS 시스템은 해상도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 독 시 보조 인 장치로만 활용해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모바일 의료 앱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해 심장박동수와 압 등을 진단하는 모

바일 의료앱의 사  승인을 강화하는 최종 가이드라인을 

개발자에게 배포한 바 있다[13]. FDA는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험수 에 따라 모바일 앱도 기존 의료기기와 

같이 Class I, II, III로 분류해 카테고리별로 규제를 용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련 모바일 앱이 이미 규제 상인 의료기기의 보조기구 

역할을 하고 모바일 기기를 의료기기로 환하는 경우 

등은 Federal Food, Drug, Cosmetic Act(FD&C Act)상

의 Section 201에서 규정한 의료기기 정의에 성립돼 규제 

상이 된다. 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바일 앱이

라고 해도 특정 치료법 추   제공 없이 사용자의 건강

상태나 질환을 리토록 도와주거나, 사용자 건강정보 

정리  추 , 인터넷상에서 사용자의 건강상태  질환 

치료 정보를 쉽게 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용자의 

미래 질환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는 앱 등 사용자에 미치

는 험성이 낮으면 규제 용에서 제외된다.

3. 모바일 PACS 구조

3.1 전체 구성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PACS의 체 서비스 

개념도는 [Fig. 2]와 같다. Data Middleware Layer에서

부터 User Application Layer까지의 서비스를 심으로 

한 구조도이다. Data Middleware Layer, Management 

Layer,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User Application 

Layer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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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rvice Diagram of mobile PACS

· Data Middleware Layer

Data Middleware Layer에서는 PACS 서버로부터 모

바일 PACS 서버로 이미지와 데이터를 불러온다. 

mPACS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의료 상 정보 제공에 

한 요청이 있을 경우, 먼  mPACS 내에서 요청한 의료

상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만약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PACS로부터 해당 이미지를 송받는다. 의료 데이터는 

개인 정보 문제와 한 연 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상

에서 오 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역을 사 에 환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 하여 설계하는 것이 요하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mPACS 시스템에 근할 수 

있는 사용자는 자신의 의료 상  데이터를 열람하고

자하는 환자와 환자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의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환자의 동의하에 연구를 해 환자 가록

을 검색하는 연구자 등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 Management Layer

Management Layer는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Management Layer는 mPACS 

서버에서 리한다. Management Layer에서 담당하는 

요한 역할은 DICOM 이미지 재가공과 환자 정보 검색

이다. DICOM에서 상을 촬 하면 1픽셀 당 12~16비트

로 장이 되고 촬 장비별, 제조사별로 고유한 헤더정

보를 가지게 된다. 이 게 PACS 서버에 장이 되어 있

는 DICOM 상을 스마트폰으로 직  송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서 DICOM 상을 보기 

해서는 DICOM 상 재가공과정이 먼  이루어져야 

한다[6]. 한, Management Layer에서는 환자에 한 정

보와 담당 의사에 한 정보, 이미지에 한 정보에 해 

검색조건을 넣어 해당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서

비스를 제공한다. 

· User Application Layer

사용자들은 Management Layer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User Application Layer에서 모바일을 통해 이

용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로 개발되기 때문에 URL이

나 애 리 이션을 통해 자유롭게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환자 자신의 의료 상 조회, 환자 정보 조회, 담당 

의사 조회, 그리고 다양한 자료의 수정  장이 가능하

다. 한, 애 리 이션의 개발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모바일 환경의 특성 상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장 이 있다. 

3.2 모바일 PACS 플랫폼

[Fig. 3]은 PACS와 mPACS 그리고 사용자 간에 이루

어지는 서비스에 한 랫폼을 나타낸 것이다. 

[Fig. 3] Platform of mobile PACS

PACS 서버는 병원 내에 구축되어 있으며 CT, MRI, 

DR 등 다양한 의료 상장치로부터 획득된 상데이터를 

장하고, DICOM 규격에 따라 이미지 데이터를 장, 

리하고 있으며 의료 상획득기기들, 진단방사선과 각 

임상의들을 하나로 연결한다. PACS는 계형 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하여 의료 상을 장하거나 요청에 따라 검

색하여 송해주는 일을 한다. 모바일을 통해 mPACS에

서 의료 상에 한 정보제공 요청이 들어오면 인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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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친 후, 의료 상을 mPACS에 송한다. 속자의 

개인 인증을 해 환자별, 담당의사별 인증 로 일을 

리하여 유무선 속이 있을 때 마다 속자에 한 인

증을 하고 보안을 해 암호화된 형태로 송되는 데이

터를 수신하여 이를 복호화 한 다음 검증을 하고 DB에 

장한다.

mPACS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의료 상에 한 요청을 

받으면, mPACS내에서 해당 상을 검색한다. mPACS

내에 상이 존재할 경우 요청한 스마트폰에 상을 

송하고, 그 지 않을 경우에는 PACS에 해당 상을 요

청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상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

은 PACS는 해당 상에 맞는 DICOM 일을 찾는다. 

DICOM 일은 mPACS 서버에서 스마트폰에서 디스

이 가능한 형태의 상으로 재구성되고, 이를 스마트

폰으로 송한다. mPACS로부터 의료 상을 송받은 

스마트폰은 SD카드에 상과 환자정보를 장한다.

[Fig. 4]는 의료 상검색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Fig. 4] Process of a Image Retrieval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다양한 애 리 이

션의 설치를 통해 모바일 PACS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애 리 이션의 기능에는 로그

인 기능, 상검색 기능, 상 리 기능, 환자정보검색 기

능 등이 포함된다. 로그인 기능은 인증된 사용자만이 시

스템에 근할 수 있도록 근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으로

써, 속자의 개인 인증을 해 환자별, 담당의사별 인증 

로 일을 리한다. 의사가 스마트 기기로 속하여 

특정 환자에 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권한

을 검사하고 담당의사가 요구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

하여 제공해 다. 상검색 기능은 사용자가 요청하는 

상을 스마트폰의 SD 카드에서 검색하고 상이 존재

할 경우 스마트폰에 디스 이해주고, 없을 경우 

mPACS에 해당 상에 한 검색을 요청한다. 상 리 

기능은 스마트폰의 SD카드에 장되어 있는 의료 상에 

한 삭제와 mPACS로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등을 담당

한다. 환자정보검색 기능은 환자의 개인 정보와 의무기

록 등에 한 검색 기능을 담당한다. 

4. DICOM 변환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은 이 기종간의 의료 상 장비간의 상데이터

의 자료교환을 한 표 으로 사용되고 있다. DICOM은 

상 정보에 한 규정인 IOD(Information Object 

Definition)와 DICOM이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포

함되어 있는 DIMSE(DICOM Message Service Element)

로 이루어져 있다. DICOM 일은 group과 element로 구

성된 unique tag, tag에 한 값의 특성 그리고 Tag에 

한 semantics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Fig. 5]는 

DICOM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DICOM 일은 

element라는 단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많은 element들이 모여 하나의 DICOM 일을 

구성한다. 각 element는 Tag, VR(Value Refresentation), 

Length, Value 등으로 구성된다[5]. DICOM 일 포맷은 

이미지에 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헤더 일과 환자

와 련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헤더 일을 포함한다. 

환자 메타데이터는 이름, 성별, 나이, 담당의사, 병원 등

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미지 메타데이터는 촬  

장비, 날짜, 제조사, 이미지 크기 등에 한 정보를 가지

고 있다. <Table 1>은 실제 DICOM 일의 포맷을 나타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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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ucture of DICOM File

Format Description

File 

Preamble

Preamble of 

File

Prefix
notify 

"DICOM"

DICOM File

Meta data

DICOM Meta 

Data : 

Patient Meta 

Data

Image Meta 

Data

Image

Information

Bit of Image 

Pixel 

<Table 1> DICOM File Format

DICOM Modalities 에서 사진을 촬 하면 *.DICOM

라는 상정보와 이와 련된 모든 정보(촬 날짜, 촬

장비의 이름, 환자이름 등)가 포함된 일이 생성된다. 이

는 DICOM Viewer 혹은 Web을 통해서 디스 이된다. 

스마트폰에서 DICOM 일을 디스 이 하기 해서는 

DICOM의 해상도 변환과정이 필요하다. PACS에 장되

어 있는 DICOM 상은 8, 10-16 비트 Grayscale  24 

비트 Color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조사별로 서로 

다른 헤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8 비트 디스 이를 

사용하는 모바일폰 일 경우에는 PACS의 DICOM 상

을 그 로 보여  수 없다[5,1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에서 DICOM 상을 

디스 이하기 해 DICOM 변환과정을 제안하 다. 

[Fig. 6]은 DICOM 변환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사용자 요

청으로 PACS로부터 송받은 DICOM 상은 DICOM 

일의 헤더와 이미지를 분리하고, 8 비트 해상도 변환을 

거친 후, JPEG(JPEG200) 압축을 거쳐 상과 정보를 

mPACS 서버에 장한다. 이때 생성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의료 상 ID와 사진 일 이

름으로 구성되어 진다.

[Fig. 6] Conversion of DICOM

5. 결론

본 논문의 목 은 모바일 PACS 랫폼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의사와 환자가 원하는 의료 상을 

장·검색·조회· 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는 것이

다. 이를 해 Data Middleware Layer, Management 

Layer, 그리고 User Application Layer의 3계층의 서비스 

Layer를 제안하 고, PACS와 mPACS 그리고 사용자 간

에 이루어자는 데이터 송에 한 랫폼을 설계하 다. 

한, PACS 서버에 존재하는 DICOM 상을 스마트폰

에서 디스 이하기 한 DICOM 변환과정을 제안하

다. 제안한 시스템은 병원의 PACS 서버로부터 환자의 

DICOM 상을 조회하고, 이를 스마트폰 표 에 맞도록 

변환한 후, 상을 송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PACS 

랫폼으로써, 스마트폰으로 환자의 의료 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조회하고 진단할 수 있다. 향후 환자정보에 

한 보안모듈에 한 연구와 CT, MRI와 같은 용량의 

의료 상에 한 스마트폰에서의 처리방법에 한 연구

가 좀 더 체계 으로 이루어진다면 진단의료분야에서의 

업무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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