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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의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의료 장비간에 각종 의료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전송 우

선 순위를 정의하고 그 전송 우선 순위에 따라 데이터의 전송처리를 수행하여 임의의 시점에서 전송처리해야할 여러 개의

의료 데이터가 있을 경우, 전송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데이터부터 차례대로 전송처리하게 함으로써 데이터 트래픽이 폭주

하는 상태에서도 전송 우선 순위가 높은 의료 데이터에 대하여는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게 하여 시급성과 신뢰성이 수반

되는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의료 데이터, PACS, 메디칼 라벨,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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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IP 헤더의 필드 구성도.

도 3은 패킷 분류의 예시도.

도 4는 IP 패킷중에서 TOS 필드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IP 패킷의 우선 순위 설정항목 테이블도.

도 6은 트래픽 스케줄링 알고리즘중에 PQ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은 트래픽 스케줄링 알고리즘중에 WFQ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200 : 병원 210 : PACS 시스템

220 : 의료 장비 230 : 필름 디지타이저

240 : PC 250, 350 : VPN 라이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의료 데이터의 특성상 신뢰성 및 시급성이 반영되어

야 함에 따라 원격 의료 서비스를 위해 의료 데이터를 송수신할 경우에 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료 서비스를 위

한 데이터 통신망으로 구현된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료 데이터 전송방법에 관한 것이다.

근래에 컴퓨터가 도입된 의료장비와 필름을 디지탈화할 수 있는 레이저 스캐너가 개발되어 환자의 의료 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탈화된 의료영상은 쉽게 저장하고 보고 다루고 전송할 수 있다.

원격 의료 서비스 기술은 이러한 디지탈화된 의료 영상을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지에서 원격지로 전송함으로써

원거리에서 방사선과 의사 혹은 관련된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서비스 기술로서, 가장 통상적인 전송지는

병원이고 원격지는 의사의 집 혹은 사무실이다.

원격 의료 서비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료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는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다. 특히, CT

(computed tomography),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X-ray 와 같은 의료 화상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

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대한 민국 등록특허 제 155803호(발명의 명칭: 원격 의료 진단 시스템)에는 영상 혹은 방사선 장비를 구비한 전송지의 송

신 수단은 스캐닝부, 영상 변환부, 관심 영역 표시부, 압축부와, 전송부로 구성되고, 방사선과 의사가 있는 원격지의 수신

수단은 자동수신 및 파일링부, 복원부, 디스플레이부와 영상 처리부로 구성된다.

따라서, 원격지로 전송할 영상의 종류 혹은 환자진단의 긴박성에 따라서 선택된 압축방식으로 압축을 행할 수 있고, 원격

지의 자동 수신 및 파일링 기능에 의해 영상의 전송 및 수신이 편리할 뿐 아니라 원격지의 의사는 수신된 영상 파일들을 하

나씩 선택하여 진단이 가능하며, 의사가 현재 컴퓨터 상에 다른 작업을 행하고 있더라도 전송된 영상을 자동으로 수신하여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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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국 등록특허 제 319912호(발명의 명칭: 원격 의료 진단 시스템과 원격 의료 영상 전송 및 수신 방법)에는 X-ray 촬

영기 뿐만 아니라 MRI나 CT 및 초음파 진단기등으로 의료 진단을 수행하는 경우, 다영상을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고,

손실 압축, 무손실 압축 및 관심영역에 기반한 압축방식을 지원하므로 원격지로 전송할 영상의 종류 혹은 환자 진단의 긴

박성에 따라서 선택된 압축방식으로 압축을 행할 수 있다.

대한 민국 등록특허 제 378354호(발명의 명칭: 원격 의료 진단 시스템과 원격 의료 영상 전송 및 수신방법)에는 전송지에

서 X-ray 촬영기, MRI, CT, 초음파 진단기로부터 의료영상을 획득하는 의료영상 획득부와, 의료영상 획득부에서 생성된

의료 영상을 컴퓨터 내부형식으로 변환하는 영상 변환부, 영상 변환부에서 변환된 의료 영상에 관심 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관심 영역 표시부, 관심 영역 표시부에서 관심 영역이 표시된 의료 영상을 ATM 전송망을 통해 전송된 의료 영상을 전송규

약에 맞추어 수신하고, 수신된 전송 데이터를 컴퓨터 내부 형식으로 변환하는 영상 수신부, 영상 수신부에서 수신된 영상

데이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를 구비한다. 따라서, 환자의 의료 영상을 전송하는 통신망으로 ATM 전송

망을 사용하므로 모든 종류의 영상을 전송시작과 거의 동시에 원격지로 전송이 가능하여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

으며, 병원내에서 사용할 경우 쉽게 의료 영상 전산화를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은 화상 의료 데이터를 포함하는 각종 의료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의료 네트워크는 현재의 통신 환경이 IP(internet

protocol) 네트워크 환경으로 진보됨에 따라 IP 네트워크 장비로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IP 네트워크 장비들은 대량의 네트워크 부하 발생시 패킷 전달 지연, 패킷 손실 발생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의료 네트워크에 적합하지 않다.

종래의 경우,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MPLS(multi protocol label switching)같은 기술들이 있다.

이제까지 네트워크 기술 패러다임들의 공통점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전송하느냐 였다. 따라서 네트워크

인프라가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의 송수신을 위한 프로토콜의 절차가 점점 더 간결해져 왔고,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경로

를 결정하기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의 경로 지정에서도 최단 거리를 최적의 경로로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통신 사업자와 가입자들이 트래픽 볼륨의 크기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서비스를 요구

하게 되었고, 기존 라우팅 기술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기술 추세를 보면, 기존

IP 네트워크의 유연성과 ATM 네트워크의 QoS의 장점을 모두 수용 할 수 있는 방향을 발전해 왔다. 그러나 IP와 ATM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프로토콜의 복잡성과 구현의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고 확장성 요구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나온 기술이 MPLS (Multi Protocol Label Switching)이다.

MPLS는 IP 패킷 주소 앞에 레이블(Label)이라는 새로운 주소체계를 붙여서 IP주소가 아닌 레이블을 바탕으로 IP 데이터

를 전달하는 고속 스위칭 기술로, IP 패킷이 MPLS망으로 들어갈 때 레이블을 붙이고, 중간에서 이를 교체하고 나갈 때 다

시 떼어낸다. 이렇듯 레이블과 프로토콜을 이용한 MPLS 기술은 우선 고속 전송을 할 수 있고, QoS 적용이 용이하며, 트래

픽 경로를 다중화시켜 네트워크 부하감소 및 이중화가 가능하고, VPN (Virtual Private Network) 운용이 쉽다는 장점이

가진다.

특히 MPLS는 가상사설망 (VPN) 서비스 분야에 많이 응용될 전망이다. 즉, MPLS는 각 가입자들에게 독립된 보안성을 보

장해줄 뿐만 아니라, 엔드간 VPN 설정을 할 필요가 없고 가입자가 증설 및 이동하기 쉬우며, 요구하는 QoS를 지원하기 쉽

다.

그러나 이러한 MPLS는 데이터의 QoS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술일 뿐 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QoS를 보

장하는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네트워크상에서 각종 의료 데이터의 전송 처리시 의료 서

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메디칼 라벨을 이용한 의료 데이터 전송방법을 제공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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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각종 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동안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의료 데이

터를 처리할 때 각 의료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각 의료 데이터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각 의료 데이터의 특성에는 의료

데이터의 종류, 의료 경보, 의료 처치, 긴급도 등 다양한 의료 상황에 따른 우선 순위를 고려한 메디컬 라벨을 부여하여 데

이터를 전송하고 이 라벨에 따른 우선 순위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하고 해당 의료 데이터에 대한 프로세싱을 수행한다.

아울러, 이러한 메디컬 라벨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에서 메디컬 라벨을 지원하지 않는 외부의 IP 네트워크로 전달할 때는 게

이트웨이에서 해당 메디컬 라벨을 MPLS와 같은 종래의 QoS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전송한다.

또한, 특정 지역에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량의 대역폭이 필요한 초긴급 상황시에는 네트워크 장비 버퍼내의 다

른 데이터를 모두 폐기하고 해당 의료 데이터만을 전송할 수 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메디칼 라벨을 이용한 의료 데이터 전송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병원내에서 네트워크를 통

해 각종 진료 장비를 연결하여 내부 의료 서비스 및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성 및 동작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도 1은 의료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의료 네트워크 시스템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의료 장비

(220)와, 그 의료 장비(220)에서 환자를 촬영한 필름을 스캐닝하는 필름 디지타이저(230)와, 필름 디지타이저(230)에서

스캐닝한 이미지 영상 파일 및 의료 장비(220)에서 직접 촬영한 이미지 영상 파일을 변환하여 외부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PACS 시스템(210)과, 다른 병원의 의사와 화상을 통해 상담하는 화상 회의 시스템(260), 및 환자에 대한 정보 누출을 방

지하는 VPN 라우터(Virtual Private Network Router)를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병력, 현재의 건강 상태, 진료일지, 투약 상황 등의 진료 정보를 PC(240)를 통하여 PACS 시스템

(210)에 전달하면, PACS 시스템(210)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이때, 진료 정보에는 환자의 이미지 영상 파일

과 텍스트 파일이 포함되는데, 이미지 영상 파일은 의료업계의 표준 프로토콜인 DICOM 3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여기서, 이미지 영상 파일은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 자기공명영상), CT(Computed Tomography ; 컴퓨터

단층촬영) 등과 같은 의료 장비(220)에서 촬영한 필름을 필름 디지타이저(230)로 스캐닝하거나 MRI, CT 등과 같은 의료

장비(220)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 데이터이다.

그리고, PACS 시스템(210)은 병원에서 사용되는 각종 의료 영상, 예를 들어 X선 촬영 장치, 초음파 영상진단기, CT 장치,

MRI 장치 등을 입력 및 저장하고 원하는 장소로 전송 및 출력하는 시스템이다.

VPN 라우터(250)는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과 같은 인터넷 전용 회선을 기반으로 하되,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VPN 프로토콜과 방화벽(Firewall) 시스템을 채택하여 크래커(Cracker)나 해커(Hacker)의 침

입이나 외부로의 정보 누출을 방지하는데, 해당 VPN은 터널링이라는 기술을 사용한다. 해당 터널링 기술은 인터넷 네트워

크 상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상적인 터널을 형성해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네트워크 시스템의 각 장비들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송수신한다. 이때 하나의 장비에서 네

트워크상으로 출력되는 데이터에는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해당 장비에서 생성된 의료 데이터를 포함하여 해당 네트워크 장

비의 물리적인 주소, 프로토콜 타입, 인터넷 프로토콜 소스/ 도착지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는 다양한 부서들이 있다. 환자 진료를 접수하는 접수과와, 접수후 접수비를 계산하거나 청구된 의료비

를 계산하는 원무과와, 응급한 환자를 상대하는 응급실과, 각 과별 진료실과, 방사선과, CT 촬영실, MRI 촬영실, 입원실,

각 층별 간호사실, 회의실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부서마다 네트워크 장비들이 설치된다. 따라서, 각 네트워크

장비들로부터 생성되는 의료 데이터는 그 네트워크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물리적인 주소 정보나, 생성된 의료 데이터가

전송되어야 하는 목적지 주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된다.

따라서, 각종 의료 장비로부터 생성되는 각종 의료 데이터들이 네트워크상에 올려질 때 데이터 트래픽의 스케줄링이 필요

로 하게 된다. 이때, 어떠한 의료 데이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는 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 데이터의 종류, 의료 경보, 의료 처치, 긴급성등 다양한 의료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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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접수과나 원무과등에서 생성되는 의료 데이터는 중요한 데이터이지만 긴급성은 떨어질 수 있다. 반면에 응급실

이나 수술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데이터일 수 있다. 따라서,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생성되는 데

이터에 더 높은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각 촬영실에서 생성되는 의료 데이터의 경우 영상 데이터가 많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상 데이터의 경우 파

일의 크기가 크다. 엑스레이나 CT, MRI, DSA 등과 같은 영상관련 미디어의 경우 일례로 엑스레이는 장당 6MB, CT는 장

당 25MB의 용량을 필요로 한다.

또한 각 네트워크 장비들을 통해 전송되는 의료 데이터에는 임상정보인 의사가 기재하는 진료기록 데이터와 검사보고서

데이터, 간호사가 기술하는 간호 데이터 등 전자적 진료기록 데이터와, 심전도나 뇌파 등 생체신호 데이터, 의료화상 데이

터로부터 목적에 맞는 정보를 추출하고, 게놈 관련정보, 환경정보와 생활습관정보와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새로운 의학 지

식을 획득할 수 있는 정보처리,지식처리에 관한 연구자료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원격 의료 정보가 있을 수 있다. 원격의료 데이터는 전달정보의 종류, 정보의 전달 이유 또는 목적, 정보가 전달되는

방법 등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전달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원격의료는 텍스트, 음향, 동영상 등의 모든 데이터

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자료의 형태로 제공된다. 오늘날의 원격의료가 전통적인 원격의료보다 가치가 있는 것은 임상실험

정보 및 영상자료(X-선, MRI파일 등)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이동 컴퓨터 및 통신장치를 활용하여 시간과 공

간을 초월하여 의료정보를 교환하여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를 수행하는데도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원격상담(의사간)에 의한 진료: 원격지 의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현지 의사에 대한 상담(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하는

것이며, 일대일(1:1) 또는 일대다(1:N)의 형태로 의사간 상담을 한다.

원격검진(의사와 환자간)에 의한 진료 및 처방: 심전도, 혈압, 맥박, 체지방, 혈당 등의 원격측정결과를 의사가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격지의 환자를 진료 및 처방을 실시한다.

원격상담(의사와 환자) : 의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원격지의 환자에게 상담한다.

원격수술 : 원격지의 의사가 현지의 의사에게 상담 또는 지시를 하여 현지 환자의 수술을 실시한다.

원격처치: 원격지의 의사가 현지에 의사 또는 의료인을 통하여 처치를 실시한다.

원격의사교육 : 원격지 의사의 강의, 원격지 의사의 수술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사 및 의대생에 대한 의학교육

을 실시한다.

원격간호 : 원격지의 간호사가 현지의 간병인 또는 보호자를 통하여 상담 또는 지시하여 환자에 대한 간호를 실시하는 것

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방사선과, 심장내과, 외과, 피부과 등의 전문의들이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원격의료협회(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에서는 교도소 재소자, 군인 또는 우주인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

비스를 원격의료활동의 영역으로 고려하고 있다.

원격 의료 실시 시점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원격의료는 실시간(real-time) 방식 및 비동기식(asynchronous)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실시간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상

호간에 비디오에 의한 실시간 상담을 통하여 가능하며, 이때 의사는 원격의료를 위하여 실재(presence)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동기식 방식의 원격의료는 저장 및 전달기술(store-and-forward technology)을 활용하여 오디오, 비디오, 정

지화상, 데이터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실시간 원격의료의 방식보다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효과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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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종 검진 정보가 있을 수 있다. 검진 정보에는 기초 건강정보, 초기 진료 정보, 본검진 정보가 있을 수 있다. 기초건

강 정보는 환자의 건강 상태에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환자의 나이, 성별, 키, 체중, 혈액형, 혈압, 비만도, 흡연여부, 병력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초기진료 결과 정보는 환자의 초기진료시 나타난 현재 진료 상태에 관한 정보, 병력 발생 증

후에 관한 정보, 담당 의사의 진료 소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검진 결과 정보는 환자의 본검진시 나타난 현재 검진 상태에 관한 정보, 병력 발생 증후에 관한 정보, 담당 의사의 검진

소견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며, 질병 정보는 각종 다양한 질병의 발병 및 재발에 관한 정보로서 각 질병에 대한 특징에

관한 정보, 나이대별 발병률에 관한 정보, 재발률에 관한 정보, 생활습관에 따른 발병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임의의 의료 장비를 통해 네트워크상에 의료 데이터 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그 조회를 요청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어떤

장비이냐에 따라 그 서비스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즉, 응급실이나 수술실에 설치된 네트워크 장비로부터 의료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 데이터를 전송한다.

또한, 네트워크 장비가 설치된 장소 뿐 아니라, 의료 데이터가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응급실이나 수술

실이 아니고 임의의 장소에 설치된 네트워크 장비라 할지라도 응급상황 및 긴급상황 발생시에 요청된 경우에는 최고의 우

선순위를 두어 데이터의 전송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체 병원 의료 네트워크 시스템에 연결된 의료 장비는 임의의 IP 패킷을 전송할 경우 자신의 물

리적인 주소 정보와, 현재 상황 정보등을 담아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즉, 네트워크에서 설정해놓은 여러개의 서비스 품질

등급중 자신이 속하는 등급을 설정해야 한다. 서비스 품질 등급을 설정할때는 네트워크 장비에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주어지는 서비스 품질 등급을 할당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네트워크 장비에서 임의로 설정하는 경우는

해당 네트워크 장비의 사용자가 현재 상황에 따르는 서비스 품질 등급을 수동으로 설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주어지

는 서비스 품질 등급을 할당받는 경우는 네트워크 장비 자신의 주소나, 목적지의 주소등에 따라 네트워크상에서 서비스 품

질 등급을 할당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그 중요도에 따라 전송 우선 순위를 책정하고 그 전송 우선 순위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하

기 위해서 IP 패킷에 부가하는 IP 헤더를 메디칼 라벨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따라서, 임의의 의료 장비에서 의료 데이터를 생성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타 의료 장비로 전송할 경우, 그 의료 데이터에 대

하여 서비스 품질 등급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서비스 품질 등급을 설정한다. 그리고, 그 의료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타

의료장비로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설정된 서비스 품질 등급을 표시하기 위해 IP 헤더의 TOS 필드에 서비스 품질 등

급을 표시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메디칼 라벨 헤더를 생성한다. 그 다음, 의료 데이터를 소정의 크기로 세그멘테이션

하고, 생성된 메디칼 라벨 헤더를 부가하여 전송용 패킷을 생성하여 네트워크상에 전송하면 된다.

한편,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각종 네트워크 장비들은 자신에게 임의의 패킷이 유입되는 경우, 그 패킷에 포함된 메디칼 라

벨 헤더 정보를 읽어서 메디칼 라벨 헤더 정보로부터 해당 패킷의 데이터 전송 우선 순위를 추출한다. 그 다음 트래픽 스케

줄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출된 데이터 전송 우선 순위에 따라 의료 데이터를 전송처리하게 된다.

한편, 상기 메디컬 라벨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에서 메디컬 라벨을 지원하지 않는 외부의 IP 네트워크로 전달할 경우 게이트

웨이에서 해당 메디컬 라벨을 MPLS(multi protocol label switching)의 QoS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전송한다.

메디칼 라벨을 IP 패킷에 부가하는 방법으로는 기존에 정의된 IP패킷의 형식을 이용하여 새롭게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별도의 라벨을 추가하는 전용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도 있다. 별도의 라벨을 부가하는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의료 데이터의 특성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의 종류, 의료 처치의 시급성 등에 따라 여러 단계의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이미 정의된 IP 패킷의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정의된 필드에 맞도록 의료 데이터의 서비스

품질 등급을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의료 데이터의 서비스 품질 등급을 정의하는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이미 IP 패킷에 정의된 필드를 사용하여 의료 데이터의

서비스 품질 등급을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각 장비간에 의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각 장비에서 의료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TCP/

IP 프로토콜이 먼저 이 데이터를 IP 패킷으로 묶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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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패킷에는 하나 이상의 헤더가 있다. 이 헤더는 IP 헤더라고 부르는데, 때로는 Layer 3이나 네트워크 헤더로 부르기도

한다. IP 헤더는 집합 크기에 따른 필드로 그룹화된 일련의 비트(bit)이다. 모든 IP 헤더는 같은 구조를 가지며, 필드값을

결정하거나, 필드 내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 어떤 집합을 “1”로 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IP 헤더의 필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도 2는 IP 헤더의 각 구성 필드를 나타낸다. 도 2를 참조하면, IP 패킷에는 14개의 필드가 있다. 각 필드는 다음과 같다.

버전(Version) 필드는 4 비트 필드로, 바이너리 IP 버전을 의미한다. IPv4를 사용하고 있다면 비트는 0100으로 설정되며,

IPv6을 사용하고 있다면 비트는 0110으로 설정된다.

IHL(헤더 길이) 필드는 4비트 필드로 IP 패킷 헤더의 길이를 나타내는데, IP 패킷의 어떤 부분이 헤더이며, 어떤 부분이 실

제 데이터인지 구분하는 데 사용한다. 도 1을 참조하면 IP 패킷의 넓이가 32비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패킷의 길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데이터는 헤더의 일부가 아니며 옵션은 선택적이지만, 다른 필드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헤더는 최소한 5

개의 32비트 워드(word)이거나, 이진 0101이 되어야 한다. 단어는 바이트(byte)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때 1워드는 4바이

트에 해당하므로(1바이트는 8비트임), 5워드는 20바이트의 헤더 길이가 된다. 옵션을 사용하면, 헤더 길이는 최소한 6개

32비트 워드가 된다. 이 필드는 4비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길이는 24-1, 즉 15가 된다. 이로써 IP 패킷의 길이는 60바이

트로 제한된다(4바이트가 1워드임).

서비스 유형(Type of Service) 플래그 필드의 길이는 8비트이다. 앞의 3비트는 우선순위 비트이고, 뒤의 5비트는 서비스

유형 플래그를 나타낸다. 이 플래그는 원래 라우터가 바쁠 때, 전달할 패킷과 그대로 둘 패킷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 이후로 다른 프로토콜은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고, 라우터는 대부분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어도

이를 무시해 버린다.

전체 길이(패킷 길이, 혹은 데이터그램 길이) 필드는 길이가 16비트 필드로서 IP 패킷의 전체 길이를 나타내며 데이터와

헤더 둘 다 나타낸다. 최소한의 길이는 21바이트(디폴트 헤더 길이와 데이터의 1바이트의 합)이다. 필드 길이가 16비트이

므로, 최대한의 패킷 크기는 216-1, 즉 65,535바이트이다. (0에 대한 길이 값은 나타날 수 없으므로, 1을 빼 준다.)

식별(identification) 필드는 IP 패킷에 부여되는 식별번호를 나타낸다. 모든 모든 IP 패킷은 생성될 당시, 식별 번호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는다. 번호는 16 비트 필드 안에 있다. IP 패킷은 더 작은 “프래그먼트(fragment)"로 분

리되어 목적지에 전송된다. 각각의 프래그먼트는 원래의 IP 패킷에 속해서 고유 번호가 같기 때문이다.

플래그 필드에는 다음과 같은 플래그 3개가 포함되어 있다.

reserved flag: 항상 0으로 설정

don't fragment flag: 0으로 설정하면, IP 패킷을 분할한다. 1로 설정하면, IP 패킷을 분할하지 않는다.

more fragments flag: 0으로 설정되면, 더 이상의 프래그먼트는 없다는 뜻이며, 1로 설정되면 아직 수신되지 않는 IP 패킷

이 있다는 뜻이다.

프래그먼트 오프셋(Fragment offset) 필드는 프래그먼트 관련 정보를 나타낸다. IP 패킷이 프래그먼트로 되면, 각각의 단

락은 원래의 IP 패킷의 정보를 나타내는 13비트 필드 내에서 값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128바이트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IP 패킷이 두 개의 프래그먼트로 되었고, 각각 64바이트의 데이터를 포함한다고 가정해 보자. 앞의 64데이터를 포함하는

프래그먼트는 데이터가 원래의 IP 패킷에 속하는 것이므로, 오프셋이 0이 될 것이다. 뒤의 64바이트 데이터를 포함하는 프

래그먼트는 앞의 64바이트 다음에 시작하는 것임을 나타내 주어야 한다. 이 필드의 넘버가 8바이트를 곱해준 수를 나타내

므로, 프래그먼트 오프셋은 8이 된다(8*8=64).

생존기간(TTL)필드는 IP 패킷의 생존기간을 나타낸다. IP 패킷이 라우터를 지나칠 때마다, 라우터는 TTL값을 1씩 감소

시킨다. 그래서 TTL이 0이 되면, 패킷은 더 이상 전송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전송되지 않는 것은 전송할 수 없다고 생각하

는 것이다. 원래의 TTL값은 운영체제에 따라 다르다. FreeBSD의 경우 디폴트 TTL은 64이다. 이는 8 비트 필드라서

TTL은 최대 255까지 될 수 있다(218-1, 0에 대한 TTL은 있을 수 없으므로, 1을 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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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필드는 프로토콜 관련 정보를 나타낸다. 이 8 비트 값은 어떤 IP 패킷에 프로토콜의 데이터가 들어 있는지, 패킷

의 데이터 영역에 어떤 정보 유형이 들어 있는지를 알려 준다. 프로토콜 넘버 1은 ICMP(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임

을 나타낸다. 이는 IP 패킷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온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그 대신 약간의 ICMP 정보가 들어

있다. 프로토콜 넘버 6은 TCP 프로토콜을 나타낸다. TCP는 전송 제어 규약(Transport Contrl Protocol)이다. 이 IP 패킷

은 TCP 헤더라는 또 다른 헤더가 있는데, IP 헤더 바로 뒤, 전송되는 실제 데이터 초반부 앞에 위치한다.

프로토콜 넘버 17은 UDP 프로토콜을 나타내는데, UDP는 비연결 전송(connectionless transport)이다. 이 IP 패킷에는

UDP 헤더가 있는데, IP 헤더 바로 뒤, 전송되는 데이터 앞에 위치한다.

헤더 체크섬(Checksum)필드는 IP 패킷의 손상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필드이다. IP 헤더가 생성되거나 수정될 때마다

CRC(주기적 덧붙임 검사)는 IP 헤더 내 비트를 검사한다. 기본적으로 체크섬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수학적 프로세스

(CRC 알고리즘)가 일어난다. IP 패킷이 전송되면, 똑같은 CRC 과정이 헤더에서 반복된다. 만약 결과가 똑같이 나타난다

면(체크섬), IP 헤더의 모든 비트는 정확하게 전송된 것이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면, 헤더의 비트 일부가 전송되지 않은

것이며, 이는 전송 중에 IP 패킷이 일부 손상되었다는 뜻이다.

송신지 주소(Source Address) 필드는 IP 패킷을 전송하는 호스트의 IP 주소를 나타낸다.

목적지 주소(Destination Address) 필드는 IP 패킷에 들어 있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호스트의 IP 주소를 나타낸다.

옵션(option)과 패딩(padding) 필드는 IP 패킷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선택사항 필드이다. IP 패킷에서 유일한

선택 사항으로, IP 헤더의 다른 필드가 하지 못하는 특별한 전송 명령을 제공한다. 40바이트까지 부가적으로 명령할 수 있

지만 32비트 워드 내여야 한다. 명령이 32비트 워드가 안되면, 나머지 비트는 “패딩” 비트로 채워진다.

데이터 필드는 IP 패킷의 마지막 필드로서 실제 데이터가 들어간다. 이는 하나의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전송되는 실제

데이터이다. 데이터 필드는 Layer 4 헤더로 시작하는데, 데이터를 받게 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부가적인 명령을 내린다. 혹

은 사용자 정보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ICMP 헤더일 수도 있다.

이러한 필드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IP 패킷을 이용하여 의료 데이터를 전송할때 QoS를 제공하기 위해서 패킷들을 차별적

으로 서비스해야 하기 때문에 패킷 단위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1Mbps 음성 응용이 노드 R1과 R2사이의 1.5Mbps 링크를 H2에서 H4로 파일을 전송하는 FTP

응용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음성 패킷과 FTP 패킷들이 R1 대기열에 섞여 기다리면 보통 FIFO 방식으로 전송되고 있

다. 이런 경우 FTP 로부터 버스트 패킷들이 잠재적으로 대기열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음성 패킷들이 지연되거나 또는 R1

대기열의 오버플로우로 손실될 수 있다. FTP 응용은 시간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R1에서 음성 패킷들이 우선권이 주어져

야 한다. 이러한 PQ 스케줄 방식에 의해서 R1에 있는 어느 FTP 패킷들보다 음성 패킷이 우선적으로 전송될 것이다. 따라

서, R1에서 R2까지 전송링크는 1.5Mbps의 음성 전용선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음성 패킷과 FTP 패킷들 사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각 패킷들은 트래픽 클래스를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것을 패킷분류(Packet Classification)이라 한다.

도 4는 IP 패킷중에서 TOS 필드만을 나타낸 것이다. IP 패킷은 우선 순위 기능(precedence)을 부가할 수 있다.

IP 우선순위 기능은 IP 헤더의 ToS(Type of Service) 필드에 있는 3비트의 우선 순위를 활용하여 각 패킷에 대한 CoS

(Class of Service) 등급을 지정한다. IP 우선순위 기능은 응용이나 액세스 라우터에 의해 IP 주소,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 물리적인 포트, 응용 등에 기조하여 우선 순위를 지정한다.

ToS 필드에 사용할 수 있는 IP 우선 순위 설정항목은 도 5와 같다. IP 우선 순위 비트 설정 6과 7은 네트워크 제어정보(라

우팅 업데이트등)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여섯 종류는 정상적인 IP 트래픽 플로우를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모든 패킷들은 0으로 분류된다.

IP 우선순위 기능을 이용하면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우선 순위를 인정하는 수동 모드로 작동할 수 도 있고, 우선

순위 할당을 새로 설정하거나 무시하는 능동모드로 작동할 수 있다. IP 우선순위는 연관기술(예: Tag Switching, Frame

Relay, ATM 등)들과 관련되어 서로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서 종합적인 QoS 정책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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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관리자는 여섯가지 서비스 등급을 정의한 관리 정책과 ACL(Access Control List)을 사용하여 각 클래스에 대한

폭주 처리 및 대역폭 할당에 대한 네트워크 정책을 정의할 수 있다.

IP 우선 순위는 기존 IP 헤더를 사용하는 QoS 메커니즘으로 추가적인 패킷 오버헤드 및 복잡한 네트워크 신호 처리를 사

용하지 않고 서비스 등급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QoS를 위해 IP 패킷의 ToS 필드를 사용하여 의료 데이터의 전송 등급을 설정하면 각 IP 네트워크장비에서는 이

러한 IP 패킷들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스케줄링을 관리하여 의료 데이터를 전송할 때 우선순위별로 전송하도록 할 수 있다.

IP 네트워크에서 패킷들은 전송 링크의 버퍼에 전송되기를 기다리기 위해 대기열에 모여지며 대기열에 대기중인 패킷들은

스케줄링 방식에 의해서 전송되는 것이 선택된다. 따라서 IP 네트워크의 QoS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케줄링 알고리

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FIFO(Firs In First Out)알고리즘은 수신하는 모든 패킷들을 한개의 대기열에 대기시키고 대역폭이 있으면 도착한 순서대

로 그들을 전송한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구현이 간단한 장점을 가지지만 실시간 응용처리하는데는 적당하지 않다. 따라

서, 실시간 응용을 위해서 PQ(Priority Queing) 방식과, CQ(Custom Queing) 방식과, WFQ(Weighted Fair Queing) 방식

들을 사용할 수 있다.

도 6은 트래픽 스케줄링 알고리즘중에 PQ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PQ 방식에서는 전송 링크에

도착한 패킷들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여러 클래스들 중 하나로 분류되어 해당 대기열에서 기다린다. 예를 들면, PQ 방식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관리자가 여러가지 트래픽 우선순위(예, high, normal, medium, low)를 설정할 수 있으며, 들어오는

트래픽은 여러 대기열중의 하나에 할당이 된다. PQ 방식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대기열에 들어있는 트래픽들은 대기열이

빌때까지 처리가 되고, 그 다음 우선 순위의 패킷들이 이어서 처리된다.

PQ방식을 이용하며 중요한 데이터나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트래픽이 항상 필요한 만큼 대역폭을 충분히 차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우선 순위가 아주 낮은 응용 프로그램들은 대역폭을 할당받지 못하고 영원히 기다릴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PQ 방식을 사용할때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대역폭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적절하

게 할당되어야 한다.

PQ 방식은 인터넷 전화 또는 인터넷 화상 전화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공간에 떨어져 있는 의사와 환자가 전화 통화를 통하

여 진료를 수행하는 실시간 응용을 처리하는데 유익하며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트래픽은 최소한의 대역폭을 소모하는 경

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CQ 방식은 가용 대역폭의 일정 비율을 특정한 프로토콜에 지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최대 16개의 전송 대기열을 정

의할 수 있으며, 시스템 메시지(예: keepalives 등)를 위한 추가 대기열도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각 대기열은 RR(Round Robin)방식으로 차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다음 대기열로 넘어가지 전에 할당된 대역폭

에 의해서 대기열의 트래픽 일정부분을 전송하게 된다. 라우터는 각 대기열에서 몇 바이트를 전송해야 하는지를 인터페이

스 속도와 설정된 트래픽 비율을 기초로 결정한다. 대기열에서 사용하지 않는 대역폭은 대기열이 최대 용량이 필요할 때까

지 다른 트래픽이 사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트래픽의 종류 및 특성을 잘 알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관리

하기 위한 행정적 오버헤드가 많은 단점이 있다.

도 7은 트래픽 스케줄링 알고리즘중에 WFQ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WFQ 방식은 PQ 방식과 같

이 패킷들을 여러 클래스로 분류하며, 이러한 분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종류를 구별한 것이

다. 또한 RR방식은 각 클래스를 차례대로 처리해준다. 도 7에 도시된 WFQ 방식은 이러한 RR 방식의 범용적인 스케줄링

방식이다. 도착한 패킷들을 분류하여 적절한 대기열에 할당하고 RR 방식에 의해 처음 클래스 1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클래스2, 그 다음에는 클래스3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풀이된다. WFQ 방식의 차이점은 각 대기열마다 가중치에 의해서

서로 다른 양을 서비스한다. 예를 들면, 클래스 i에 대하여 Wi의 가중치가 할당되면 WFQ에서는 가용 대역폭의 Wi/∑Wj의

서비스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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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Q 방식은 FTP같은 응용이 많은 대역폭을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며 대기열이 대역폭 부족상태가 되지 않게 하고 트래픽

이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전송량이 적은 트래픽 스트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빨리 전

송되도록 하는 반면, 전송량이 많은 트래픽 스트림은 남아 있는 대역폭 용량을 공유하고 대역폭을 동일하게 나누거나 비례

적으로 분배한다.

WFQ는 여러 플로우들 사이에 동일하게 대역폭을 할당받기 때문에 어떤 응용이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TDM(Time Dvision Multiplexing)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아무런 트래픽 스트림이 존재하지 않으면 WFQ는 동적으로

남는 대역폭을 전송하고 있는 플로우에게 할당하기 때문에 TDM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대역폭을 사용한다.

WFQ는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데이터 스트림 또는 플로우를 동적으로 식별한다. 데이터 플로우가 소모하는 대역폭의

양을 기조로 하여 동적으로 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WFQ는 특별한 관리작업을 하지 않고 대역폭을 공정하게 공유하는 것

이 가능하며 발신 주소와 수신 주소, 프로토콜 유형, 소켓이나 포트번호, QoS와 ToS값 등을 사용하여 플로우를 결정한다.

WFQ에서는 저대역폭 응용이 필요한 만큼 대역폭을 차지하게 하고 비교적 대역폭을 많이 사용하는 트래픽은 나머지 트래

픽을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한다.

WFQ에서 지터가 감소하며 모든 응용사이에서 가용 대역폭을 공유할 수 있다. 현재 WFQ의 가중치는 IP 우선순위, RSVP,

IP RTP, RTP Reserve, Frame Relay FECN(Forward Explict Congestion Notification), BECN(Backward Explict

Congestion Notification)같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IP 우선 순위 필드의 값은 0(기본값)과 7사이이며 IP 우선 순위값이 증가하면 WFQ는 그 대화에 더 많은 대역폭을 할당하

기 때문에 신속히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Frame Relay 네트워크에서 폭주 상태 존재 여부는 FECN과 BECN 비트로

표시된다. 폭주상태로 되면 알고리즘의 가중치가 동적으로 변화면서 폭주상태에 있는 음성프레임이 천천히 전송된다. 현

재 WFQ는 이러한 가중치들을 이용하여 플로우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라우터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관리자가 적절히 가중치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각 네트워크 장비에서 생성되는 의료 데이터는 IP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기 위해는 IP 패킷으로 세그멘테이션되

어 한다. 그리고, 그 세그멘테이션 된 의료 데이터에 IP 헤더를 부가하여 네트워크상에 전송한다.

네트워크상에서는 각 IP 패킷에 포함된 IP 헤더 정보를 분석하여 그 IP 패킷의 서비스 품질 등급 라벨 정보에 따라 트래픽

스케줄링이 이루어지고, 서비스 품질 등급라벨에 따라 높은 등급의 데이터가 우선적으로 전송된다.

이상으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변형 또는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

에의 변경은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의료 장비간에 각종 의료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전송 우

선 순위를 정의하고 그 전송 우선 순위에 따라 데이터의 전송처리를 수행하여 임의의 시점에서 전송처리해야할 여러 개의

의료 데이터가 있을 경우, 전송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데이터부터 차례대로 전송처리하게 함으로써 데이터 트래픽이 폭주

하는 상태에서도 전송 우선 순위가 높은 의료 데이터에 대하여는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게 하여 시급성과 신뢰성이 수반

되는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의료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의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료 데이터의 종류별로 전송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서비스 품질 등급을 구분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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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생성된 의료 데이터에 서비스 품질 등급을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의료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설정된 서비스 품질 등급을 표시하기 위해 IP 헤더의

TOS 필드에 서비스 품질 등급을 표시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메디칼 라벨 헤더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의료 데이터를 소정의 크기로 세그멘테이션하고, 상기 생성된 메디칼 헤더를 부가하여 전송용 패킷을 생성하여 네트

워크상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메디칼 라벨을 이용한 의료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품질 등급은, 의료 데이터의 종류, 의료 경보, 의료 처치, 긴급도 중 적어도 하나의 항목을 반

영하는 의료상황에 따라 분류되는 메디칼 라벨을 이용한 의료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의료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의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패킷이 유입되면 그 패킷에 포함된 메디칼 라벨 헤더 정보를 읽는 단계;

추출된 메디칼 라벨 헤더 정보로부터 서비스 품질 등급에 따른 해당 패킷의 데이터 전송 우선 순위를 추출하는 단계;

트래픽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출된 데이터 전송 우선 순위에 따라 의료 데이터를 전송처리하는 단계; 및

상기 메디컬 라벨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에서 메디컬 라벨을 지원하지 않는 외부의 IP 네트워크로 전달할 경우 게이트웨이

에서 해당 메디컬 라벨을 MPLS(multi protocol label switching)의 QoS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메디칼 라벨을 이용한 의료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품질 등급은, 의료 데이터의 종류, 의료 경보, 의료 처치, 긴급도 중 적어도 하나의 항목을 반

영하는 의료상황에 따라 분류되는 메디칼 라벨을 이용한 의료 데이터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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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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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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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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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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