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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

• 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APII)

• Kore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KII)



원거리/기간통신망원거리/기간통신망

• Fiberoptic cable: 565Mbps - 3.4Gbps or 
beyond

• Digital satellite: 45Mbps - 2Gbps 

• Digital microwave: 45Mbps - 275Mbps















한국의가입자망한국의가입자망

1. POTS, PSDN
2. N-ISDN
3. ADSL, VDSL
4. Cable modem
5. HDSL (B&A)
6. LAN (전용선), 무선LAN
7. 위성통신

8. B-W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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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망 가입자수초고속망 가입자수

8,46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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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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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망

2002년 1월 현재



원격진료의 적용원격진료의 적용

1. 농촌의료

2. 노인인구

3. 대학병원과 지방병원의 연계

4. 군진의료

5. 교도소의료

6. 응급 및 외상환자관리

7. 가정의료

8. 우주선, 배, 기차 등















서울대병원원격진료센터서울대병원원격진료센터

1. PC기반 영상회의: 현재 NetMeeting 
3.1사용

2. 다양한 가입자망 수용

3. 전자의무기록, 일정/예약/수납 일체형 –
“totally paperless”

4. 원격처방 및 원격 교육자료 처방

5. 8인의 전문의가 매일 진료 수행



영상회의영상회의

1. 진료실의 면대면 진료와 거의 비슷하게

2. 가급적 실물 크기에 가깝게

3. 눈맞춤

4. 문진, 청진 및 시진은 우수하게

5. 촉진과 타진은 채택하지 않음



개발의발전단계개발의발전단계

1. 클리닉형 – 현재 사용 중

2. 재택형 – 현재 보급 중

3. 무선이동형 – 2003년 개발 예정









































재택원격진료시스템재택원격진료시스템

1. USB 카메라

2. 초고속인터넷 사용

3. 가정용 원격 시청진기 개발

4. 재택 진단기기: 혈압계, 혈당계 등

5. 기능은 클리닉형과 동일

6. 보급형 저가











무선이동형개인원격진료시스템무선이동형개인원격진료시스템

1. IMT2000 또는 무선랜 기반

2. 노트북, PDA 또는 IMT2000단말기 사용

3. 무선이동형 원격시청진기 개발

4. 약물처방은 출력 또는 약국으로 전달

5. 기타 기능은 클리닉형, 재택형과 동일



이동통신이동통신

구분 
디지털  
셀룰러폰 

PCS GMPCS IMT-2000 

서비스 
방식 지상계 지상계 위성계 지상계 

사용주파수 
대역 

800MHz 1.7∼1.8GHz 1.6GHz 2GHz 

데이터  
전송속도

(bps) 
9.6K ∼ 14.4K 14.4K 9.6K 384K ∼ 2M 

제공  
서비스 

음성, 
저속데이터 

음성, 
저속데이터 

음성, 
저속데이터

멀티미디어 
(음성·데이터·영상)

통화지역 
국내 

(제한적 소수국가)
국내 

(제한적 소수국가) 
전세계 전세계 

상용서비스 
유무 

서비스중 서비스중 
98년 9월 
서비스예상

2천년대초 
서비스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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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데이터·영상)

통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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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서비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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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9월 
서비스예상

2천년대초 
서비스예상 

 



GMPCS 및 IMT-2000GMPCS 및 IMT-2000

해저광케이블

IMT-2000
(단일표준서비스)

미국

GMPCS

정지궤도 통신위성(지상3만6천km)저궤도위성
(지상 7백 - 1만km)





무선인터넷의 속도무선인터넷의 속도

• IS-95: 9.6kbps
• IS-95A: 14.4kbps
• IS-95B: 64kbps
• IS-95C: 128kbps (CDMA2000 1x)
• CDMA2000 1x EV-DO: 1Mbps
• IMT-2000: 2Mbps

CDMA





Wireless modemWireless modem









응급진단기응급진단기
혈압, 심전도, 호흡, 체온, 산소포화도 측정

NIBP

ECG

MCU

Temperature

SpO2

RS232 Notebook

<손목형 응급진단기기 블록 다이어그램>

<측정센서 위치> <손목형 응급진단기기 원형시스템>



ㅇ 의사측 시스템 (응급 생체신호 검사 화면)



의료진 이동진료시스템의료진 이동진료시스템

1. 노트북 기반

2. Webcam
3. 초고속인터넷, 무선랜 또는 IMT 2000

무선모뎀

4. 청진을 위한 earphone 
5. 클리닉, 재택, 이동 원격진료에 공통된

interface





원격진료의발달형태원격진료의발달형태

1. 원격진료클리닉: 직장, 수용시설 등

2. 원격진료키오스크: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3. 재택 원격진료

4. 개인 원격진료: 이동통신

5. e-Health와의 접목



미래의료의 기반미래의료의 기반

의학

정보학 공학



의료에서의 공학의료에서의 공학

1. Telesurgery/procedure
2. Virtual reality

1. HMD (Head-Mounted Device)
2. Haptics
3. Tele-immersion

3. Telerehabilitation/Behavioral therapy 
4. Virtual Human Project 















린드버그수술린드버그수술

1. 2001년 9월, 대서양을 건넌 담낭절제술

2. 뉴욕의 외과의사 ‘Motion’ 조종

3.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의 환자를 ‘Zeus’
로봇이 수술

4. 54분간 진행

5. ATM으로 연결, 14,000km 거리, 155ms의
시간차





















Telerehabilitation/Behavioral therapy Telerehabilitation/Behavioral therapy 

1. Pain
2. Neurological disorders

1. Stroke
2. Movement disorders

3. Eating disorders
4. Phobias/panic disorders







Virtual Human ProjectVirtual Human Project



한국의 인터넷한국의 인터넷

1. 인터넷 가입율 세계 1위
2. 초고속인터넷 가입율 세계 1위
3. 인터넷 이용시간 세계 1위 인터넷상 음악

또는 동영상 사용 세계1위
4. 사이버주식 거래 세계1위
5.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5위 (덴마크, 미국, 

싱가포르, 대만, 한국 순)



NGI (Next Generation Internet)NGI (Next Generation Internet)

1. 초고속 (현재보다 100배이상)
2. IPv6 (128bit):현재는 IPv4 (32bit)
3. Mobile환경에더적합
4. 관리체제도입
5. 필요위주접근 (IMT2000,정보가전)



e-Healthe-Health

인터넷에의한의료의변화

1. e-Consumers and e-patients
2. Connectivity/Communications
3. e-Commerce
4. Content/Community/Services







e-Caree-Care

1. Health risk assessment
1. 건강연령, 심장질환, 암고위험

2. Information and support
1. 노인, 임신과출산, 육아, 유방질환등

3. Disease management
1. 평생건강관리, 만성질환

4. Provider selection
1. 의사, 의료기관평가









e-Care: Diabeteswell.come-Care: Diabeteswell.com

1. 62세 내분비전문의가 창시

2. 가정에서 혈당측정

3. 인터넷으로 전송, 혈당관리

4. 월 $19.95



DM (Disease management)DM (Disease management)

1. 만성질환: 당뇨병, 허혈성심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심부전등

2. 방법
1. Web소프웨어에의한관리: 약물, 식이, 생활습관
2. 간호사관리, call center
3. 의사-환자관계유지

3. 결과
1. 임상결과
2. 비용절감





DM의 결과DM의 결과

1. Accordant Health Services (hemophilia and lupus):
병원이용률 40-70%감소

2. Lovelace Health System (소아천식): 
보호자결근일과소아비등교일 83%감소

3. Cardiac Solutions:심부전,심근경색의의료비 30-52%
감소



평생건강클리닉평생건강클리닉

1. 평생건강관리를 on line상에서수행
2. 한국인의건강연령
3. 개인별의무기록
4. Reminder: e-mail,이동전화메시지등
5. 재택검사: 체중,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등
6. 의료기관방문을위한관리기록프린트
7. 병원진료와는달리진단과처방을제공하지는
않음



평생건강관리

질병치료
만성질환관리

암조기진단
건강증진

삶의질 향상
노화방지















e-Health와 원격진료의 접목e-Health와 원격진료의 접목

Today
Narrowband

Tomorrow
Broadband

- information
- products
- services

Telemedicine in the HomeHealth

Information
Products web

Sites/Portals…



미래의 의료체계미래의 의료체계

1. 원격진료와 e-Care의통합: Telemedicine
2. 2010년까지는의료의가장보편화된형태

3. 의원및 병원의외래기능 (일차진료)은 e-Care및
원격진료로전환

4. 병 의원은전문기술, 장비및입원/요양진료등으로
전문화

5. 의료서비스및질경쟁의가속화

6. 전국이하나의진료권, 해외의료서비스수입및
한국서비스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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