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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al-time ECG monitoring system for personal health records. This study aims to provide

services that help patients to monitor their own physical condition and manage their own health records consistently,

whereas existing medical services are Medical Institute−Centric model. The system is composed of web server, smart

phone, and ECG meter, and web page. Without time and space restraints, It provides us with managing  personal health

records by performing patient’s ECG measurement and real-time monitoring. And also Real-time bidirectional

communication between smart phone and web page can be performed rapidly by applying the ECG monitoring with

WebSocket Technology that follows HTML5 standard. Through this system, It can handle patient in need immediately.

Key Words : PHR, ECG Monitoring, HTML5, Websocket, Smart-Phone

1. 서 론

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확산, 그리고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함께 의료IT 기술의 발달과 같은

보건의료산업의 전반적 환경변화는 기존에 의료기관 중

심의 진료 및 질병관리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의료서비

스 소비자, 즉 환자가 주체적으로 본인의 개인건강기록

(PHR, Personal Health Record)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형태로 전환시키고 있다[1-2]. 이에 따

라 일반가정이나, 일상생활 중에서 보다 편리하게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건강 및 질병을 관리

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예로 는

Telehealth Solutions[3]과 Mobile Wireless Health

Solurion[4]을 들 수 있다. 이 중 전자는 가정에서 건강

과 관련된 생체신호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센터에 전

송하여 피드백 받는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

며, 후자는 휴대형 센서 모듈로 측정한 생체정보를 휴

대단말을 통해 관리센터로 전송하여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두 서비스에서는 무구속 생체신

호 측정 모듈을 이용하여 손쉽게 생체신호의 획득이

가능하며, 이를 유무선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건강관리

센터로 전송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하여 질병을 관리 할 수 있다[5].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들은 수집한 생체신호를 일정 기간 동

안 저장하고 이를 전송하여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

에, 응급상황 발생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서비스들과는 다르게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와 함께 지

속적으로 개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

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범용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심전도, 맥박, 스트레스에 대한 생체신호를 활용†E-mail : neverisnev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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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HTML5의 웹 소

켓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환자나 관리자는 웹 브라우

저만으로도 손쉽게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2장에서 관련된 주요

기술을 설명하며, 3장과 4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

는 결론 및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2.1. 개인건강기록PHR(Personal Health Record)

 PHR은 다양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개인의

진료정보와 개인 스스로 기록한 건강기록을 통합적이

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개인의 평생기록과 그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러한 PHR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에 파트너 관계를 형성해주

는 결정적 도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PHR 시스템의 활

용을 통해 중복 처치나 진료과정을 감소 혹은 제거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의 절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환자

는PHR을 통해 자신의 건강 관리에 있어 보다 능동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다[6-7].

Table 1은 보편적인 PHR의 플랫폼을 보여주고 있으

며, 이 중 제안하는 방법은 의료기관 등 다른 시스템과

연결하지 않고 개인이 관리하는 독립형 PHR 시스템으

로 구현한다.

2.2. HTML5 웹 소켓(WebSocket)

현재의 달라진 웹 사용 패턴과 기존 HTTP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이 커지면서, 국제 표준화 기구인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는 별도의 실

행 환경을 요구하는 플러그인 기술 없이 웹 브라우저

만으로 실행 가능한 환경과 강력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탑재한 전 세계 표준 플랫폼인 HTML5 를 제안하였다.

웹 소켓(WebSocket)기술은 이러한HTML5 표준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서버 측에서의 복잡한 프로그래밍

과정 없이 웹을 통해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빠르게 실

행시켜주는 기술이다. 또한, HTML5는 전이중방식

(Full-Duplex)의 통신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웹 브라우

저가 TCP기반의 백엔드(back-end)와 직접 통신할 수

있게 해준다. 웹 소켓을 이용하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데이터 송수신이 별다른 제약 없이 동기식으로 이

루어지므로 지연시간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기존 반이

중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백엔드 서비스

에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금까

지의 미들웨어 사이에 모든 메시지를 변환, 해석, 재포

맷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불필요하다[8-9].

본 연구에서는 HTML5의 이러한 장점들을 이용하

여 모바일과 웹 간의 심전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송

수신 한다.

3. 설 계

3.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Fig. 1의 구성도와

같이 웹 서버, 스마트폰, 심전도 측정기, 웹 페이지로

구성된다. 본 시스템에서는 먼저, 심전도 측정기와 스

마트폰과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하여 심전도 데이터를

자가 측정 및 웹 서버로 전송 한다. 다음으로 웹 서버

Table 1. PHR Platform

구 분 내     용

독립형

개인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어플리케이

션들을 이용하여 독립 시스템이나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의 PHR을 생

성한다. 환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건강

데이터를 입력하고 액세스 할 수 있으며, 자

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순한 형

태에서의 PHR은 어떤 다른 시스템들과도 연

결되지 않은 독립된 시스템이다.

제한형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로 환자들이 그들의 건강진료 제

공자의 HER 에 저장되어 있는 건강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해당 의료기

관의 정보만을 독립적으로 볼 수 있다.

연결형

의료기관 EHR 시스템 및 다른 사업자의

PHR시스템과 다양한 형태로 연결된 시스템

으로 개인의 건강기록을 획득하고 교류하기

위해 다양한 건강진료 데이터 소스들과 연결

된 형태이다. Fig. 1. System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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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개인 계정별 건강 정보를 DB화 하며, 웹 페이

지에 샘플링된 심전도 데이터를 전송한다. 마지막으로

웹 페이지에서는 개인 계정별 DB화된 건강 정보를 보

여주며, 전송 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실시간 심전도 모

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시각화 한다. 

본 장에서는 개인건강기록 관리와 실시간 심전도 모

니터링 프로세스의 설계를 기술하고 각각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개인 계정별 건강

정보의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기술한다.

3.2. 프로세스 설계

3.2.1 개인건강기록 관리 프로세스

개인건강기록 관리는 심전도를 자가 측정하는 과정,

웹 서버와 연동하여 스마트폰과 웹 페이지를 통해 확

인 및 관리하는 개인건강기록 관리 과정으로 구분되며

Fig. 2에서 각 과정간의 데이터 및 이벤트 발생의 흐름

보여준다.

먼저, 자가 측정 과정에서는 개인의 심전도 데이터

를 얻기 위해서 스마트폰과 심전도 측정기를 블루투스

를 통해 연결한다. 그 후 계정 생성 및 로그인 과정을

거치며 최초의 앱 실행 후 종료 시까지 계속 로그인 세

션을 유지 시킨다. 그리고 자가측정을 수행하여 패치

형태의 심전도 측정기를 통해 심전도 데이터를 스마트

폰에서 입력 받는다. 입력 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시각

화 모듈로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심전도 그래프, 심박수,

스트레스 지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측정 결과

에 대한 저장 여부를 선택하여 웹 서버에 저장한다.

다음으로 개인건강기록 관리 과정은 앞서 자가 측정

과정을 통해 생성 및 저장한 심전도 데이터를 확인 및

관리 하는 과정이다. 본 과정에서 사용자는 로그인한

개인 계정정보를 가지고 웹 서버에 저장된 개인 심전

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날짜별(월별, 주별, 일별)로 확인

하며, 이는 웹 서버와 연동하여 DB화 함으로써, 인터

넷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웹

페이지 통해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

였다.

3.2.2 실시간 심전도 모니터링 프로세스 

실시간 심전도 모니터링은 사용자의 심전도를 웹 페

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으로써, 스마트폰,

웹 서버, 웹 페이지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각 구성

요소간의 데이터 흐름 및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Fig. 3

와 같다. 

먼저, 사용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

과정을 거친 후 웹 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특정 사용자

가 실시간 심전도 데이터를 전송 받을 수 있도록 친구

관계를 설정 한다. 그 후 웹 서버에 웹 소켓 연결 요청

을 하며, 요청을 받은 웹 서버에서는 해당 계정의 웹

소켓 채널을 생성하고 연결 성공 푸쉬(Push) 이벤트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여 웹 페이지를 통

해 실시간 심전도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사용자를 대

기한다.

다음으로 측정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

링 할 사용자는 웹 페이지에서 로그인 과정을 거친 후

Fig. 2. PHR process. Fig. 3. Real-time ecg monito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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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측정자가 생성한 웹 소켓 채널에 접속한다. 모

니터링 할 사용자가 웹 소켓 채널에 접속하면 웹 서버

에서는 푸쉬(Push) 이벤트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전송하고, 측정자는 심전도 측정을 시작한다. 측정된

심전도 데이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시각화 모

듈에 출력함과 동시에 웹 서버의 웹 소켓 채널을 통해

웹 페이지의 시각화 모듈에 실시간으로 출력한다. 

이 같은 실시간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통신

방식은 각 구성요소간 데이터 흐름 변화에 대해 주기

적으로 검사하는 폴링(Polling) 방식이 아닌 HTML5

웹 소켓을 이용한 이벤트 기반의 푸쉬(Push) 방식으로

구성함으로써, 불필요한 데이터 통신을 제거하고 웹 서

버의 트래픽 과부하를 방지한다.

3.3. 데이터베이스 설계

웹 서버 내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개인건강기록

및 실시간 심전도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

되는 심전도 데이터와 개인별 계정정보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들

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개인정보(member), 권한정보

(authorization), 심전도데이터정보(measureddata)로 구

분된다.

먼저, Fig. 4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정의 중 개인정

보(member) 테이블은 사용자 개인별 계정 정보를 관

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구성은 ID, PASSWORD와 같

은 웹 서버 로그인 관련정보와 나이, 성별 등 개인신상

정보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권한정보(authorization) 테이블은 사용자가

실시간 심전도 모니터링 수행 시 자신의 심전도 데이

터를 특정 사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friend ID를 관리 하기 위한 것으로,  친구관계가 설정

된 ID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심전도데이터정보(measureddata) 테이블

은 사용자가 측정한 심전도 데이터를 개인 정보와 연

결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구성은 데이터번호,

개인ID, 측정 일시, 측정 데이터, 측정 데이터의 최대,

최소 및 평균 값들로 구성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실시간 심전도 모니

터링을 수행할 때에는 스마트폰 앱 에서 로그인 후 권

한정보(authorization) 테이블에서 자신과 친구관계 설

정된 friend id를 가져와 특정 사용자의 웹 페이지를 통

한 접속을 대기하며, 심전도 측정 완료 후에는 그 데이

터를 개인ID와 연결된 심전도데이터정보(measureddata)

테이블에 저장한다.

4. 구 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Table 2와 같은 개발

환경에서 구현하였고, 본 장의 각 절에서는 개인건강기

록 관리 및 실시간 심전도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과정

에 대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웹 페이지의 구현

결과를 보여준다. 

4.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자가 및 실시간 심전도 측

정과 측정이력확인 과정으로 나뉘며, Fig. 5는 심전도

측정기와 연결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심전

도를 자가측정 또는 실시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생성

된 심전도 데이터의 시각화 및 측정이력을 출력 하는

결과 화면을 보여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각 과정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최초 애플리케이션 실행 후 Fig. 5(a)의 로그인

화면에서 웹 서버에 로그인을 한다. 그리고 자가 측정

하기 위해서는 메인 화면에서 자가측정 버튼을 선택하

여 심전도 측정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Fig. 5(d)에 보

인 바와 같이 시각화 모듈에 심전도 그래프 형태로 출

Fig. 4. Database design.

Table 2. System development environment

Web Environment SmartPhone Environment

OS Windows XP OS Android

Server Apache2 SDK
Android 2.3.6

API10

WebSocket
NodeJS

(Socket.IO)
Tool Eclipse 3.6

DBMS MY-SQL5

Device
SHW-180S

(Samsung)
Browser Chrome

Language PHP, j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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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다. 다음으로 실시간 측정 과정에서는 위에서 설명

한 자가 측정 과정 중 심전도 측정 시작 전에 Fig. 5(b)

에 보인 바와 같이 사용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사용자를 기다리는 과정이 추가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성된 심전도 데이터는 데이터베이

스의 각 항목에 맞게 저장되며, 그 결과는 메인 화면에

서 측정이력관리 버튼을 선택하여 Fig. 5(c)와 같이 확

인 할 수 있다. 

4.2. 웹 페이지

웹 페이지는 크게 개인건강기록 관리 페이지와 실시

간 심전도 모니터링 페이지로 구성되며 그 구현 결과

는 Fig. 6와 같다. 

먼저 Fig. 6(a)의 개인건강기록 관리 페이지에서는

웹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 계정별 심전도 데이

터를 가져와 측정 날짜별(월별, 주별, 일별)로 선택하여

출력함으로써 개인건강기록을 확인 및 관리 할 수 있

다. 그리고 원하는 심전도 데이터를 선택하여 Fig. 6(b)

와 같이 심전도 그래프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

로 실시간 심전도 모니터링 페이지에서는 스마트폰 애

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측정 대기중인 사용자 정보를

Fig. 5. Smart phone application.

Fig. 6. Web page.



50 김흥기·조진수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1권 제3호, 2012

가져와 접속할 수 있는 방 목록을 보여준다. 실시간 모

니터링 하고자 하는 방에 접속 후 스마트폰 애플리케

이션에서 측정을 시작하면 웹 페이지 내에 시각화 모

듈에서는 Fig. 6(c)와 같이 실시간으로 심전도를 모니

터링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서비스에

서 벗어나 환자가 일상 생활 중에서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인이 주체적으로 건강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건강기록을 위한 실시간 심전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웹 서

버, 스마트폰, 심전도 측정기, 웹 페이지로 구성되며,

HTML5표준의 웹 소켓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프로그

램 및 플러그인 설치 등의 불편함 없이 웹 브라우저만

을 통해서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또한 제안한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함으

로써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환자의 심전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건강기

록뿐만 아니라 환자의 위급한 상황에도 즉각적으로 대

처할 수 있다. 추후에는 다른 생체 신호 측정기와의 연

동을 추가적으로 구현함과 함께, 웹 페이지에 다양한

건강 정보 관련 콘텐츠를 추가 함으로써, 통합화 된 보

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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