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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telemedicine system based ECG data using a bio-signal meter and a smart device for treating
faraway patients. This system is composed of a patch-shaped portable bio-signal meter, patient's smart device application,
and doctor's PC software. Using these components, doctors and patients can do telemedicine. First, a patient measures
his own ECG signal with a bio-signal meter and send the data to a doctor using a smart device application. Then, the
doctor checks the ECG data, and make and send a diagnosis chart to web server. Likewise, doctors and patients can be
offered a medical environment without time and space restraints. Applying this system to real medical system can improve
the problem of low accessibility and efficiency and also can reduce medic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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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 원격진료는 이러
한 U-헬스케어 서비스의 한 종류로, 일반 의료 소비자
들은 물론 이전에는 비교적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웠
던 장애인, 고령자 및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이들도 양
질의 의료 혜택을 누리는 것을 가능케 한다[2,3].
본 논문에서는 U-헬스케어의 서비스 중 여러 분야에
서 활용도가 높은 심전도를 기반으로 한 원격진료 시
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환자로 하여금 의료 서
비스에의 접근성을 높이며, 휴대성 이 높은 스마트 디
바이스(smart device)와 패치형생체신호측정기를 활용
함으로써 진료 수행에 대한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2장에서 제안하는 시
스템의 관련 연구를 보여주며, 3장과 4장에서는 시스
템의 설계 및 구현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 5
장에서는 본 시스템에 대한 결론과 함께 추후 연구 방
향을 제시한다.

근래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급속한 발
전, 복지수요의 확대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기존의 치료, 공급자 중심의 수동적 서비스에서
예방적 건강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서비스로 변
화하고 있다[1]. 또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유병
률 증가는 개인의 의료서비스 의존도를 고조시켰다. 이
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의
료 소비자들의 욕구가 급증했고, 종래의 의료서비스가
지니고 있던 낮은 접근성, 비효율성 및 의료비 문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커졌다[2]. 이에 따라 유비쿼터
스 IT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앞
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U-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관련 연구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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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U-헬스케어 서비스
를 지향하는 원격진료 시스템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진료 항목으로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사
용한다. 본 장에서는 U-헬스케어와 원격진료의 내용과
동향, 그리고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의사 소견의 근거가
되는 심전도의 활용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1. U-헬스케어 (Ubiquitous Healthcare)
U-헬스케어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첨단 의료기기
와 IT 기술을 접목한 기술로, 이를 기반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지던 의료서비스가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되어 Table 1에 보인 바와 같이 환자가 시공에 제
한을 받지 않고 예방, 진단, 치료 및 사후관리 등의 의
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2].
2.2. 심전도 (ECG = EKG =Electrocardiogram)
심전도 신호는 심장 내에 존재하는 특수흥분전도시
스템에 의해 심장을 구성하는 심근이 규칙적으로 수축
과 이완작용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체 전위이다.

Table 1. Categorization of the U-Healthcare servic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 대면진료가 현실적
- 의료취약지역 거주
으로 어려운 계층에
자, 거동 불편자 등
원격진단처방 등을
원격진료
- 군인, 장애인, 노인, 보
제공하여 의료 접
건 진료소, 교도소
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서비스
- 사용자의 건강 정보
를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하여 전문적으
- 일반고객
로 질병 및 건강 관
(건강증진 및 질병
원격건강
리를 받도록 하는 서
관리를 추구하는 적
관리
비스
극적인 소비자)
- 치료가 아닌 예방건
강 관리, 질환 사후
관리 위주
- 일상생활에서 응급
상황을 신속히 감지
위급안전 하고, 연계된 병원의 -주로 노인
관리
긴급출동 등을 통해 (특히 독거 노인)
안전한 삶을 제공
하는 서비스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1권 제3호, 2012

Fig. 1. Electrocardiogram.

이러한 전기, 생리학적 기전에 의해 발생한 전기적 신
호를 체외의 전극을 이용하여 측정한 파형을 심전도라
한다[5]. 일반적으로 심전도는 Fig. 1에 보인 바와 같이
P파, QRS군, T파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P파는 심방
의 수축 시에 발생하며, 심실의 수축 시에는QRS군이,
심실의 이완 시에는 T파가 발생한다[6].
심전도 신호는 정상적인 경우 거의 일정한 주기를
가지며 규칙적인 리듬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심전도 신
호의 각 파형들을 분석하여 심장의 이상 유무와 병변
부위를 예측할 수 있다[6]. 이에 현재에도 심장의 기능
검사에 심전도를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판독함으로써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 심장 판막 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전해질 불균형, 저칼슘
혈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이나 간질 등 기타 질환의 유
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7,8].
2.3. 생체신호 측정기
U-헬스케어를 위한 심전도 측정의 경우 무구속, 무
자각 상태의 계측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측
정시 환자의 편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심전도 측정법으로는 임상에서 진단용
으로 주로 사용되는 표준사지유도법과 이동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2전극 측정법이 있다[9]. 이 중 표준사
지유도법은 정확한 심전도 측정 결과를 보여주지만, 소
형화가 어렵고, 전극 사이에 연결된 케이블로 인한 잡
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반면 2전극 측정법은 이동환
경에서 심장의 활동을 측정하는 데 유리하며, 이전에는
이동 중 움직임에 의한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고
무밴드를 이용해 환자에게 거부감을 주던 것을 현재에
는 측정기를 패치형태로 환자의 신체에 부착함으로써
환자의 편리성과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
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U-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하므로, 휴대 및 측정이 용이하고 정확한 2전극
측정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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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개요
제안하는 심전도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원격진료 시
스템에서 운용 주체에 따른 컴포넌트(component)들과
각 컴포넌트들 간의 통신 방법은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우선, 본 시스템의 운용 주체는 크게 환자와 의
사로 나뉘는데, 이 중 환자용 컴포넌트로는 스마트 디
바이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Fig. 2(a)) 및
휴대용 생체신호 측정기(Fig. 2(b))가 있으며, 의사용
컴포넌트로는 원격진료를 위한 PC 소프트웨어
(software)(Fig. 2(c))가 있다. 이 중 휴대용 생체신호 측
정기는 환자의 심전도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진료 시에 환자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패치 형태
로 되어있다. 다음으로 환자용 스마트 디바이스 애플리
케이션은 측정된 심전도 신호를 화면에 출력하는 동시
에 이를 서버를 통해 의사의 PC 소프트웨어로 전송하
는 역할을 하며, 한편으로는 의사가 작성한 진료차트를
조회 및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의사용
PC 소프트웨어로는 전송 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기반으
로 원격진료를 수행하고 진료차트를 작성하여 서버에
업로드(upload)하며, 진료차트를 조회할 수 있다. 이 과
정에서 각 단말 간의 데이터 전송은 무선으로 이루어
지며, 생체신호 측정기와 스마트 디바이스 간 통신에는
블루투스를 사용한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와 의사용
PC 간 통신에서 심전도 신호의 전송에는 웹 소켓
(WEB Socket)을, 그리고 진료차트의 업로드 및 다운로
드(download)에는 HTTP 통신을 이용한다.
3.3. 프로세스 설계
본 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컴포넌트들과 통신방법을
이용하여 다음의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먼저, 환자는

Fig. 2. Configuration of the Telemedici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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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형 생체신호 측정기를 신체에 부착하고 스마트 디
바이스의 환자용 원격진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사
에게 원격진료를 요청한다. 다음으로 의사의 PC에서는
환자의 요청을 수락하여 원격진료를 시작한다. 이 때,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는 서버를 통해 의사의 PC로 실
시간 전송 및 렌더링(rendering)된다. 또한, 의사는 렌
더링되는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료 차트
를 작성하며, 진료가 완료된 후에는 작성한 진료 차트
를 서버에 업로드한다. 업로드된 환자의 진료차트는 환
자용 애플리케이션 및 의사용 소프트웨어에서 각각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시스템의 컴
포넌트 중 의사용 PC 소프트웨어와 환자용 스마트 디
바이스 애플리케이션은 각각 다음과 같은 세부 프로세
스를 가진다.
3.3.1 환자용 애플리케이션의 프로세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환자용 애플리케이션은 생체신
호 측정기를 통해 획득한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원
격지의 의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한다. 이에 따라 환자용 애플리케이션의 주요기능은
크게 원격진료 수행 기능과 진료 결과 확인 기능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원격진료 기능에서 환자는 패치
형태의 생체신호 측정기를 심장 부근의 적정 위치에
부착하고, 스마트 디바이스에 설치된 환자용 애플리케
이션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의사 PC에 진료를 요청한
다. 의사가 원격진료를 거절하면 진료 요청이 취소되며,
수락하면 환자용 애플리케이션은 서버를 통해 의사
PC로 환자의 심전도 신호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실시
간 원격진료를 수행한다. 또한 의사로부터 대기 응답이
오면 애플리케이션은 의사의 수락을 기다리며 대기 상
태로 머물러있는다. 의사나 환자가 진료를 종료하면 측
정 및 실시간 통신은 종료된다(Fig. 3).
다음으로 진료 결과 확인 기능에서 환자는 스 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그 동안 자신이 진료를 수행했던 항
목들에 대하여 그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사
가 진료를 완료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Fig. 4).
3.3.2 의사용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
의사용 PC 소프트웨어는 의사가 PC를 통하여 원격
지에 있는 환자를 실시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의사용 PC의 주요 기능은
크게 실제 원격진료의 수행에 관한 기능과 진료 데이
터를 확인 및 관리하는 기능으로 나뉜다.
Journal of KSDT Vol. 11, No. 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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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process of Smart device application’s Telemedicine
function.

Fig. 5. The process of PC software’s Telemedicine function.

Fig. 4. The process of Smart device application’s record
check function.

우선 원격진료의 수행에 관한 기능은 Fig. 5에 명시
된 바와 같다. 새로운 원격진료 요청이 존재하면 진료
요청의 처리를 묻는 안내 메시지가 출력되며, 의사는
이에 대한 처리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 항목은 ‘대기’,
‘수락’ 및 ‘거절’이 있으며, 의사가 ‘수락’을 선택하면
환자와 의사는 곧바로 연결되어 실시간 원격진료를 수
행하게 된다. 의사가 ‘거절’을 선택하면 환자에게 거절
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되며 해당 진료요청 항목은 서
버 내 DB에서 삭제된다. 또한 의사가 ‘대기’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환자의 진료요청 항목은 진료요청 목록
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의사가 목록에서 선택했을 때 ‘수
락’에 대한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실시간 진료가 끝난
후, 의사는 진료차트를 작성하여 서버에 업로드한다. 이
때, 업로드된 진료차트는 서버 내 진료차트 테이블에
저장되며, 진료요청 테이블의 진료 상태는 ‘진료 완료’
로 갱신되어 환자나 의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료 데이터를 확인 및 관리하는 기능은
Fig. 6에 명시한 바와 같으며, 의사는 시간이나 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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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process of PC software’s record check function.

이디 등의 항목으로 진료차트를 검색함으로써 환자들
의 진료 기록을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다.
3.4. 데이터베이스 설계
서버 내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원격진료를 수행
하는 과정에 필요한 환자의 개인정보, 진료요청 목록,
진료 기록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Fig. 7과 같은 구조 및 관계를 가진다. 이들 중
계정관리(member) 테이블은 의사와 환자의 개인정보
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진료 수행과 개인 식별을 위
한 신상정보(id, pwd, name, age, gender) 및 의사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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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atabase design.

자를 구분 짓는 필드(position)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진료요청목록(requestlist) 테이블은 환자의
진료요청 내역을 관리하고 의사의 진료 수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의되었으며, 테이블의 각 필드는 데이
터 식별을 위한 일련번호(SeqNo), 진료 요청한 환자를
식별하기 위한 환자 ID(patientId), 진료를 요청한 시간
(reqTime), 요청된 각 항목의 진료 진행 상태(state), 그
리고 진료가 완료된 항목에 대한 진료 차트의 번호
(chartNo)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의 진료차트(patientChart) 테이블
은 원격진료를 수행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의사의
소견을 저장하는 테이블로, 일련번호(SeqNo), 진료 환자
의 식별 및 개인정보 확인을 위한 환자 ID(patientId), 진
료차트를 업로드한 시간(updateTime), 그리고 요청 받은
항목의 진료를 수행한 의사의 ID(drId) 및 수행한 진료
에 대한 의사의 소견(drComment) 필드로 구성된다.

4. 시스템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크게 환자용 컴포넌트
인 휴대형 생체신호 측정기와 스마트 디바이스 애플리
케이션, 그리고 의사용 컴포넌트인 PC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이 중 스마트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은
Android로 구현하였으며, 의사용 PC 소프트웨어는
Windows XP환경에서 자바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다음으로 심전도 측정을 위한 생체신호 측정기로는 2극
전극다음으로 컴포넌트 간 통신 및 자료 저장을 위한
웹 서버는 Linux 환경에서 PHP5 언어로 구축하였으며,
DBMS로는 MySQL을 사용하였다. 또한 심전도 측정
용 디바이스로는 2극 전극으로 이루어진 패치 형태의
휴대용 생체신호 측정기를 사용하였다. 해당 측정기는
환자의 신체에서 발생하는 심전도 신호 데이터를 초당
200개씩 샘플링(sampling)하여 블루투스를 통해 환자
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전송함으로써 환자의 심전도 신

Fig. 8. Developed mobile software.

호가 실시간으로 스마트 디바이스에 출력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장의 각 절에서는 제안하는 실시간 원격진료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스마트 디바이스와 PC의 구현
결과를 기술하였다.
4.1. 환자용 스마트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제안한 시스템에서 환자용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은
크게 원격진료 수행 기능과 진료결과 확인 기능으로
나뉘어지며, Fig. 8은 이에 대한 구현 결과를 보여준다.
애플리케이션 실행 후 로그인하면 메인 페이지
(Fig. 8(a))가 출력되며, 환자는 메인 페이지 상단의 진
료요청 버튼을 눌러 원격지의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요
청한다. 진료 요청 후에는 응답이 올 때까지 대기화면
이 출력되며(Fig. 8(b)), 의사로부터 오는 응답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된다. 의사 PC로부터 ‘수락’
응답을 받으면 즉시 원격진료를 시작하며, ‘대기’ 응답
을 받으면 대기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출력하고 의사
PC로부터 진료 수락이 오기를 기다린다. 또한 의사 PC
로부터 거절 응답을 받으면 안내 메시지가 출력되고 진
료 요청이 취소된다. 원격진료가 시작되면 애플리케이
션의 화면은 실시간 측정 및 원격진료 페이지로 넘어간
다(Fig. 8(c)). 환자가 측정하는 심전도 데이터는 애플리
케이션의 해당 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출력되는 동시에
서버를 통하여 의사 PC로도 전송된다. 환자는 종료 버
튼을 눌러 원격진료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의사 PC로부
터 진료 종료 명령이 왔을 때에도 원격진료는 종료된다.
실시간 원격진료가 종료되면 환자는 메인 메뉴 하단
의 진료 결과 확인 버튼을 눌러 그 동안 자신이 원격진
료를 수행한 항목들을 리스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
며, 각 항목에 대한 의사의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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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기반으로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원격진료 시
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은 환자가 사용
할 패치 형태의 휴대용 생체신호 측정기와 스마트 디
바이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의사가 사용할
PC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 소
비자들은 기존보다 시공간적 제약이 완화된 상태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추후에는 진료에 사용되는 심전도 데이터를 축적하여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진료 가능한 질환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지속적, 능동적으로 환자의 질환 및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기능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다.
Fig. 9. Developed PC software (1) Main Frame ①
Request List, ② Chart, ③ ECG View (b) Search
Frame.

다(Fig. 8(d)). 의사가 아직 진료 차트를 업로드하지 않
았으면 목록에 ‘진료중’으로 표시되고 환자는 그 내용
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의사가 진료차트를 업로드하면
목록의 해당 항목에는 ‘완료’로 표시되고 환자는 이 항
목에 대한 진료 차트를 확인할 수 있다(Fig. 8(e)).
4.2. 의사용 PC 소프트웨어
의사용 PC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는 Fig. 9에 보
인 바와 같이 구성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모듈로
는 진료요청목록(Fig. 9(a)-①)의 출력 및 갱신, 진료차
트(Fig. 9(a)-②)의 다운로드 및 진료 결과의 업로드, 실
시간 원격진료의 수행(Fig. 9(a)-③), 그리고 업로드한
진료차트의 검색 및 조회(Fig. 9(b))가 있다. 진료요청
목록은 환자들의 진료 요청 내역을 서버로부터 다운로
드하여 목록 형태로 출력하며, 새로운 진료 요청 내역
이 발생할 시 갱신된다. 새로운 진료 요청을 의사가 수
락하거나 진료 요청 목록에서 선택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환자의 진료차트가 출력되며 환자의 심전도 데이
터가 실시간으로 출력됨으로써 원격진료가 시작된다.
의사는 PC 소프트웨어에 출력되는 환자의 진료차트 및
심전도 데이터를 근거로 진료차트를 작성하며, 진료를
마친 뒤 서버에 업로드한다. 업로드된 진료차트는 의사
의 PC 및 환자의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패치 형태의 휴대용 생체신호 측정기
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함으로써 환자의 심전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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