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언제 어디서나 사
용자들이 다양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웨어
러블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
는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는 원격의료와 헬스케어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1].

원격 모니터링은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하고 병원 및 의사와 연결되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관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인 맞춤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헬스케어 산
업의 발전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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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원격 모니
터링 시스템의 소요도 증가하고 있다[2][3].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생체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생체신
호의 데이터를 통해 신속한 질병의 이상 징후 감
지가 가능하여 응급 상황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생체신호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중요한 데이터가 되며,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서
는 데이터가 큰 자산으로 인정받는 시대로 생체 
데이터의 수집, 관리, 분석이 중요하다[4].  

본 논문은 IoT 장비로부터 받은 생체신호 데이
터 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한다. 장비로부
터 전송되는 지속적인 데이터를 시계열 DB에 저장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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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다양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웨어러블 시장이 확대되고 있
다. 또한 이러한 생체신호를 통한 원격의료와 헬스케어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
서는  IoT 장비를 통해 수집한 생체신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웹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
한 서비스를 소개한다. 생체 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스템을 구현함으로 다양한 
건강관리 진단에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as interest in health increases, the wearable market that can collect various biometric information is 
expanding. In addition, telemedicine and healthcare services through these bio-signals are expected to become common.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service that can store bio-signals collected through IoT equipment in a database and 
monitor them in real time through the web. By implementing a system for collecting and storing biometric data and 
real-time monitoring, it can be utilized for various health management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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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체신호 수집을 통한 저장 및 모니터링

생체신호 수집을 통한 저장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은 그림 1 과 같다. 크게 생체신호 수집, 데이
터 저장,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나눌 수 있다. 사용
자가 IoT 장비를 통해 생체신호의 데이터를 
TCP/IP 통신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한다. 
생체신호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측정되는 연속적
인 데이터의 특성에 맞춰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이렇게 수집된 생체 데이터를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림 1.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1. 생체신호 수집
IoT 펄옥시미터를 통해 SpO2, 체온, 맥박과 같

은 생체신호 데이터를 측정한다. 측정한 데이터를 
무선 데이터 전송을 위한 와이파이 모듈로 신호를 
전송하며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TCP/IP 소켓 통신에 기반한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소켓 사용 시에는 멀티스레드를 사용하여 다중 접
속이 가능하다.

2. 생체신호 저장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로 전송된다. 생체신호는 시계열 데이터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측정된 순차적인 데이터의 집합으로 
시간과 데이터가 한 쌍을 이루고 있다. 수많은 데
이터를 처리해야 될 경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고,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용이하다. 데이터베이스는 
모니터링, IoT 센서 데이터, 실시간 분석 등 시계
열 데이터 분야에서 최적화되어있는 InfluxDB를 사
용하였다. 

3. 생체신호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받은 생체신호 데이터를 자

바스크립트의 웹서버를 통한다.  비동기 통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웹브라우저에서 실시간 데
이터 차트를 보여준다. 사용자에게 최신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간의 통신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로는 SSE가 있다.  
SSE는 Server-Sent Events의 약어로 서버의 데이터
를 실시간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전송

해준다. 이를 통해 저장한 데이터는 시각화하여 사
용자가 웹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은 생체신호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하며 
사용자에게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원격지에서도 생체 데이터 전송이나 모
니터링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사용자의 
생체신호 수집도 가능하며 의료기관은 원격지에서 
다수의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수집된 
환자의 생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양한 건강관리 
및 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사용자의 수집된 생체신호를 분석하여 건
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에서 사전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에 활
용되어 환자의 진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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