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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건강 진단용 생체 측정을 수행하고 측정

된 데이터를 변환하여 생체 측정 데이터 및/또는 상기 생체 측정 데이터를 그 일부로 포함하는 측정 정보 데이터를 생

성하는 휴대용 계측기; 및 상기 휴대용 계측기와 연결되어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송수신하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거치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은 원격 건강 관리 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개인용 컴퓨터 등이 필요 없기 때문

에 가격이 저렴하고, 데이터 전송을 위해 별도의 조작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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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건강 관리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 구성도,

도 2는 또다른 종래의 건강 관리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건강 관리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블록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계측기와 거치대의 내부 구성과 연결 방법을 간략하게 나타낸 블록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계측기와 거치대가 통신 포트를 이용하여 결합되는 구조를 나타내

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계측기와 거치대가 요철을 가진 전극을 이용하여 결합되는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대측 통신 단자와 거치대측 통신 단자가 결합시에만 노출되는 방식으로 

결합되는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대측 통신 단자와 거치대측 통신 단자가 전기적으로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합되는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계측기의 동작을 나타낸 순서도,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거치대가 휴대용 계측기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

도 11A는 다운로드되는 측정 정보 데이터의 형식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11B는 다운로드되는 측정 정보 데이터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거치대와 서버가 연결되어 측정 정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을 나타내

는 순서도,

도 1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거치대와 서버가 접속된 후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

도 1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거치대(430)와 서버(310)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보다 상

세히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10 : 휴대용 계측기 412, 432 :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413, 433 : 메모리 414, 434 : 데이터 저장부

415 : 신호 처리 모듈 416, 436 : 통신 모듈

417 : 배터리 418 : 계측부

420 : 휴대측 통신 단자 430 : 거치대

437 : 전원부 440 : 거치대측 통신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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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검사자가 휴대

용 계측기를 이용하여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생체 정보를 측정한 후 휴대용 계측기를 거치

대에 결합시키면, 거치대로 생체 측정 데이터가 전송되고 거치대가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에 자동으로 접속하

여 서버에 생체 측정 데이터를 포함한 측정 정보 데이터를 송신하고 이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 등을 전송받는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의사가 처방해 준 처방전

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약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물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서 의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하여 

진료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의사의 입장에서는 시간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일반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이른 바 직접 진료 시스템은,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서 직접 병

원까지 방문하여야 하고, 더구나 병원을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진료를 받기까지는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등 많은 불편

함이 있다. 특히 종합 의료 기관이 없는 외곽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일반의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게 되어 조기에 질병 치료를 하

지 못하는 경우 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온라인(On-line) 상에서의 의료 상담 및

진료가 이루어지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의 상담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온라인 상에서의 진료 행위

나 처방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지만, 현재 모색되고 있는 의료법은 전자 의무 기록(전자 처방전 등)에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려

는 움직임이 있다.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의료법을 보면,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 통신 매체를 통한 진료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통신 매체를 통한 진료 행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전자 처방전이 합법화되면, 전자 처방전을 제시한 경우 기존의 약국에서도 약의 조제가 가능해지고, 나아

가 전문 의약품을 제외한 일반 의약품은 소위 인터넷 약국을 통해 구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적으로 온라인 진료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정보 네트워크가 확산됨에 따라 재택 진

료 또는 원격 진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 관리 사이트 및 가상 병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는 온라인 상의 의료 상담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환자나 의사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의 경우, 이용이 불편하고 원격 건강 관리를 이용하기 위한 기기 

가격이 고가라는 문제점 등이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활

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우선 환자가 가정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측정된 건강 정보 데이터를 가

지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되, 가격이 저렴한 기기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

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질환의 진단을 위해 맥박 검사, 혈압 검사, 혈당 검사, 체지방 검사 및 소변 

검사 등의 기초 검사가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기초 검사들은 기초적인 건강 상태 측정 검사로서

여러 인체 기관의 기능과 질환의 진단 및 치료 계획의 수립에 중요한 임상 지표로 사용되므로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루틴 검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들은 굳이 병원에 내원하지 않아도 적절한 장치만 구비되어 있다면 

일반 가정에서도 충분히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치가 휴대 가능한 장치라면 휴대하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행

할 수 있는 검사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전술한 기초 검사들을 가정에서도 측정 가능하게 하는 장치들이 많이 고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종래에 나와 있는 장치들은 사용하기에 편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건강 계측기라면 주로 이용하는 이용층

이 노약자나 환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사용법이 다소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사용

법을 보다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 게다가 통신 기능이 있는 계측기들은 개인이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비싸

기 때문에 원격 검진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저렴한 시스템을 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1은 종래의 건강 관리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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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래의 건강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100)가 고정용 계측기(102)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측정

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인터넷(104), 랜(LAN: 미도시) 또는 유선 전화선(106)을 통해 서버(108)에 전송하면, 서버(10

8)에서는 전송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계측기(102)는 

주로 생체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형 계측기, 즉 혈압, 혈당 및 체지방 등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된다. 여기서 계측

기(102)는 고정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의 제약을 받게 되며, 전술한 바와 같이 계측기(

102)가 일반적으로 복합형이어서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계측기(102)가 복합적인 기능을 함에 따라 

그 사용법이 까다롭다는 문제점도 있다.

도 2는 또다른 종래의 건강 관리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 구성도이다.

도 2에 도시된 건강 관리 시스템은 도 1의 시스템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고안된 것으로, 휴대용 계측기(202)에 개인용

컴퓨터(204)를 연결하여 모뎀 또는 랜카드 등으로 인터넷(206) 등의 정보망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208)에 접속하고,

서버(208)에 생체 측정 데이터를 송신하여 이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 및 소견을 전송받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개인용 

컴퓨터(204)에는 건강 관리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검사 결과와 이 결과의 임상적 의미를 

액정 디스플레이나 프린터로 출력하고, 검사 결과를 저장하여 월간 혹은 연간 누적 검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질환 징후와 건강 정보 및 임상적 의의를 사용자별로 제공하는 건강 관리 소프트웨어이다.

도 2의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전술한 건강 관리 소프트웨어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건강 관리 소프트웨어는 통상적으로 사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측기를 주로 

사용해야 하는 노약자 또는 환자 등이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도 2의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204)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그렇지 못한 사용자의 경우 개인용

컴퓨터의 구입에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긴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 전술한 시대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가정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손쉽게 진단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급은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상용화된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가격이 고가

이므로 보편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들이 각종 건강 검사 결과의 의미를 이해

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검사자가 병원이나 의원을 내원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수시로 휴대용 계측기를 이용하여 생체 측정 데이터를 측정한 후 거치대에 결합시키면, 거치대가 

모뎀이나 TCP/IP 등으로 인터넷 또는 PSTN 등의 정보망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에 접속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자동으

로 송신하고 이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 등을 전송받는 건강 관리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거치대에 다운로드된 생체 측정 데이터 및 측정 시간 등의 측정 정보 데이터와 소견서 데이터 등이 

서버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검사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현재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질병

의 변화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원격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격이 저렴하고 사

용이 간편한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제 1 목적에 의하면,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의 건강 진단용 생

체 측정을 수행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변환하여 생체 측정 데이터 및/또는 상기 생체 측정 데이터를 그 일부로 포함하

는 측정 정보 데이터를 생성하는 휴대용 계측기; 및 상기 휴대용 계측기와 연결되어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송수신

하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거치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 2 목적에 의하면, 계측부, 신호 처리 모듈 및 휴대측 통신 모듈을 구비한 휴대용 계측기와 자체 프로그램

및 거치대측 통신 모듈을 구비한 거치대가 포함된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계측부에서 사용자의 건강 진단용 생체 측정을 수행하는 단계; (b) 상기 생체 측정의 결과를 상기 신호 처리 모듈에서

생체 측정 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 (c) 상기 휴대용 계측기가 측정한 상기 생체 측정 데이터의 분석 결과 위급한 상

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d) 상기 단계 (c)에서의 판단 결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상기 생

체 측정 데이터를 그 일부로 포함하는 측정 정보 데이터를 상기 휴대용 계측기와 상기 거치대가 상호 접촉할 때 자동

으로 작동되는 상기 거치대의 상기 자체 프로그램, 상기 휴대측 통신 모듈 및 상기 거치대측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상

기 거치대에 전송하는 단계; 및 (e) 상기 거치대에서 수신된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상기 거치대의 상기 자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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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및 상기 거치대측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 3 목적에 의하면, 계측부, 신호 처리 모듈 및 휴대측 통신 모듈을 구비한 휴대용 계측기와 자체 프로그램

및 거치대측 통신 모듈을 구비한 거치대가 포함된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계측부에서 사용자의 건강 진단용 생체 측정을 수행하는 단계; (b) 상기 생체 측정의 결과를 상기 신호 처리 모듈에서

생체 측정 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 (c) 상기 생체 측정 데이터를 그 일부로 포함하는 측정 정보 데이터를 상기 휴대

용 계측기와 상기 거치대가 상호 접촉할 때 자동으로 작동되는 상기 거치대의 상기 자체 프로그램 및 상기 휴대측 통

신 모듈과 상기 거치대측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상기 거치대에 전송하는 단계; 및 (d) 상기 거치대에서 수신된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상기 거치대의 상기 자체 프로그램 및 상기 거치대측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서버에 전송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 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

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건강 관리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블록 구성도이다.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생체 측정 데이터의 계측 작업을 수행하는 휴대나 이동이 가능한 휴대용 계측기(

302), 휴대용 계측기(302)로부터 계측된 생체 측정 데이터를 유무선 통신을 통해 수신하여 저장, 확인, 통신 등의 작

업을 수행하는 거치대(304) 및 TCP/IP 또는 모뎀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306), 랜(LAN: 미도시) 또는 PSTN(308) 등

의 정보망에 연결되어 있어 거치대(304)와 병원 등의 의료 센터(312)에 있는 전문의와 연결시켜주는 서버(310)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계측기(302)와 거치대(304)의 내부 구성과 연결 방법을 간략하게 

나타낸 블록 구성도이다.

휴대용 계측기(410)는 원하는 생체 측정 데이터의 계측, 계측된 생체 측정 데이터의 임시 저장, 저장된 생체 측정 데

이터의 특성에 따른 분류 및 유무선 통신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 기능 등을 수행한다. 여기서, 저장된 생체 측정 데이

터의 특성에 따른 분류는 계측된 생체 측정 데이터의 특성이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 분류하

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휴대용 

계측기(410)에서는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생체 측정 데이터를 거치대(430)로 전송할 수도 있다.

휴대용 계측기(410)는 중앙처리장치(411), 사용자 인터페이스부(412), 메모리(413), 데이터 저장부(414), 신호 처리 

모듈(415), 통신 모듈(416), 배터리(417), 계측부(418) 및 휴대측 통신 단자(420) 등을 포함한다.

중앙처리장치(411)는 휴대용 계측기(410)의 전반적인 기능을 제어하는 부분으로, 휴대용 계측기(410)의 계측 작업을

위한 계측 프로그램의 구동도 담당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부(412)는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입력받거나 계측된 생체 측정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한 다수의 키

버튼이 구비된 키패드(Keypad)와 입력된 데이터, 계측 시작 또는 종료, 측정값, 계측 진행 등과 관련된 문자, 이미지 

등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한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부(412)에서는 서버(310)에서 받은 전문의 소견 등과 같은 의료 정보가 휴대용 계측기(410)

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 의료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의료 정보는 사용자가 생체 데이터를 측정

하기 전이나 후에 자동으로 표시될 수도 있고, 표시될 의료 정보가 있는 경우에 관련 표시등을 점등하거나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될 의료 정보가 있음을 알릴 수도 있다. 또한,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는 등의 동작을 하면 의료 정보가 표

시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러한 의료 정보의 표시는 화면에 글이나 그림으로 표시되는 시각적인 방법 또는 소리 정

보로 표시하는 청각적인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할 수 있다.

메모리(413)는 휴대용 계측기(410)의 작동 중에 발생하는 임시 데이터의 저 장과 계측 프로그램의 로딩(Loading)을 

위한 기억 장치로 사용된다.

데이터 저장부(414)는 휴대용 계측기(410)로 계측된 각종 생체 측정 데이터가 저장되는 저장 공간이다. 데이터 저장

부(414)에 저장된 데이터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 동축 케이블을 이용한 케이블 통신, 통신 단자의 결합

에 의한 직접 통신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치대(430)로 전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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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처리 모듈(415)은 혈압, 혈당 등의 생체 측정 정보를 담고 있는 전류, 전압, 저항 등의 기본 물리량을 원하는 형

태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모듈로, 여기에는 휴대용 계측기(410)가 계측하고자 하는 계측 대상의 종류에 따라 특정 계

측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 즉, 휴대용 계측기(410)가 혈당 측정기라면 혈당 측정 프로그램이, 혈압 측정기라면 혈

압 측정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 계측 프로그램은 중앙처리장치(411)의 구동 신호에 의해 구동되어 사용자 인터페

이스부(412)를 통해 사용자의 제어를 받게 된다.

통신 모듈(416)은,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신호 처리 모듈(415)에서 변환된 생체 측정 데이터, 측정 시각, 휴대용 계

측기(410)의 아이디 및 사용자의 아이디 등을 포함한 측정 정보 데이터를 거치대(430)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통신 모듈(416)에는, 중앙처리장치(411)의 제어에 의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된 측정 정보 데이터를 전달받아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RF(Radio Frequency) 신호 처리기(미도시) 등과 같은 통신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통신 모듈(416)은 후술할 휴대측 통신 단자(420)와 함께 휴대용 계측기(410)와 거치대(430)를 연결시키는 연

결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휴대용 계측기(410)와 거치대(430)간의 통신은 계측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긴급한 조치를 요구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무선으로, 그렇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유선으로 전송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

는다.

여기서 위급한 경우에 사용되는 무선 통신 방식으로는 주로 근거리에서 사용하는 무선랜(Wireless LAN) 방식, 블루

투스(Bluetooth) 방식, 단순 RF 방식 및 IrDA와 같은 적외선 통신 방식 등이 있다. 이러한 무선 통신 방식은 긴급한 

조치를 요구하는 측정 정보 데이터를 휴대용 계측기(410)에서 거치대(430)로 전송하는 데 이용된다. 또한, 필요에 따

라서는 휴대 전화 통신에 사용하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이나 GSM(Global System for Mo

bile Communication) 방식을 이용하여, 거치대(430)가 아닌 서버(310)에 직접 전송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통신을 

이처럼 무선 방식으로 이용한다면 본 발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이상 징후 감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긴급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측정 정보 데이터의 전송은 휴대용 계측기(410)가 거치대(430)에 결합되었을 때, 휴대

용 계측기(410)의 휴대측 통신 단자(420)와 거치대(430)의 거치대측 통신 단자(440) 사이의 유선 통신으로 이루어진

다.

계측 작업을 수행하는 휴대용 계측기(410)와 거치대(430)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대략 몇 미터 이내)에는 통신용

케이블을 이용하여 변환된 측정 정보 데이터를 유선으로 송수신할 수도 있다. 여기서, 근거리 통신용 케이블에는 직렬

통신 케이블, 병렬 통신 케이블 및 USB(Universal Serial Bus) 케이블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리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 모듈(416)에는 각각의 통신 케이블과 연결되기 위한 포트(Port)를 형성할 수 있다. 즉, 

통신 모듈(416)에 일반적인 컴퓨터 본체의 뒷면과 마찬가지로 직렬 통신 포트, 병렬 통신 포트 및 USB 통신 포트를 

각각 형성할 수 있다.

배터리(417)는 휴대용 계측기(410)의 작동을 위한 전원 공급 기능을 하는 충전용 배터리이나 반드시 이에 한정될 필

요는 없다.

계측부(418)는 인체에 연결 또는 노출되어 센싱(Sensing)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다.

휴대측 통신 단자(420)는 거치대(430)에 형성된 거치대측 통신 단자(440)와 결합되어 측정 정보 데이터를 전달하거

나 전원을 공급받는 데 사용된다. 휴대측 통신 단자(420)를 통해 전달된 전원은 배터리(417)를 재충전하는 데 사용된

다. 물론, 휴대측 통신 단자(420)를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지 않고 배터리(417)만을 자체 전원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

능하다.

휴대용 계측기(410)와 거치대(430)가 휴대측 통신 단자(420)와 거치대측 통신 단자(440)를 이용하여 통신하기 위한 

구조는 도 5 내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은 4가지가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계측기(410)와 거치대(430)가 통신 포트를 이용하여 결합되는 구

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휴대용 계측기(500)의 휴대측 통신 단자(504)와 거치대(502)의 거치대측 통신 단자(506)는 서로 결합이 용이한 형태

로 제작되어야 한다. 거치대(502)와 휴대 용 계측기(500)의 통신 방식이 RS232C 또는 USB 방식인 경우, 휴대측 통

신 단자(504)와 거치대측 통신 단자(506)는 일반적인 RS232C 포트나 USB 포트의 형태를 가진다. 또한, 도 5에서와 

같이 결합을 용이하게 하는 결합 가이드(508)를 주위에 세우고, 거치대(502)측에 기계적 스위치(510)를 장착해 휴대

용 계측기(500)와 거치대(502)가 결합되면 기계적 스위치(510)가 눌려지게 함으로써 두 장치의 결합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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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계측기(410)와 거치대(430)가 요철을 가진 전극을 이용하여 결합

되는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전술한 일반적인 RS232C나 USB 포트의 경우는 핀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고 결합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

므로, 도 6에서와 같이 휴대용 계측기(600)의 휴대측 통신 단자(604)와 거치대(602)의 거치대측 통신 단자(606)를 

좀 더 굵은 요철을 가진 전극의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다. 도 6의 구조에서도 도 5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주위에 결합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합 가이드(608)를 세우고 기계적 스위치(610)를 사용할 수 있다. 요철이 결합 

가이드(608)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결합 가이드(608)는 없을 수도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대측 통신 단자(420)와 거치대측 통신 단자(440)가 결합시에만 노출되

는 방식으로 결합되는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에서와 같이, 휴대용 계측기(700)와 거치대(702)의 통신에 있어서, 휴대측 통신 단자(704)와 거치대측 통신 단자

(706)가 평소에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가 결합시에만 노출되어 연결되는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 이 방식에서

도 전술한 방식들과 마찬가지로 결합 가이드(708)와 기계적 스위치(710)가 사용되지만, 전술한 방식에서와 달리 스

프링(712)을 장착함으로써 휴대측 통신 단자(704)와 거치대측 통신 단자(706)가 결합시에만 노출되는 형태를 가능

하게 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대측 통신 단자(420)와 거치대측 통신 단자(440)가 전기적으로 직접 접

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합되는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에서와 같이, 휴대용 계측기(800)가 거치대(802)에 결합되었을 때, 휴대측 통신 단자의 휴대측 코일(804)과 거치

대측 통신 단자의 거치대측 코일(806)이 전기 전도의 형태가 아닌 전자기 유도의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도 

8의 방식에서도 기계적 스위치(808)는 이용하나, 통신 단자만으로도 결합 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결합 가이드는 필요 없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휴대용 계측기(410)와 거치대(430)가 결합될 때 이루어지는 충전 또한 전술한 4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계측기(410)에는 혈당 측정기, 맥박 측정기, 혈압 측정기, 체지방 분석기, 

심전도 측정기, 뇌파 측정기, 호흡 측정기, 혈중 산소량(SpO 2 ) 측정기, 혈액 분석기 및 요 분석기 등이 포함된다. 그

리고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생체 측정은 혈당 측정, 맥박 측정, 혈압 측정, 체지방 측정, 호흡 측정, 혈중 

산소량 측정, 혈액 분석 및 요 분석 등이 포함된다.

휴대용 계측기(410)의 초기 상태는 계측된 생체 측정 데이터가 없게 되고, 이 경우 휴대용 계측기(410)의 신규 데이

터 플래그(Flag) 및 데이터 오버플로우 에러 플래그는 0의 값을 가지며, 휴대용 계측기(410)의 신규 데이터 범위도 없

는 상태이다. 여기서 휴대용 계측기(410)의 신규 데이터 플래그란 휴대용 계측기(410)에서 측정하여 변환된 생체 측

정 데이터 중 거치대(430)에 전송할 새로운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데이터 값이고, 데이터 오버플로우 에러 

플래그는 새로운 데이터의 양이 휴대용 계측기의 저장 공간보다 클 때 세팅되는 데이터로, 이 플래그가 세팅되었다는

것은 새로 측정한 데이터가 거치대로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고 삭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휴대용 계측기(4

10)의 신규 데이터 범위란 거치대(430)에 전송할 새로운 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값으로 물리적인 또는 논

리적인 메모리의 주소를 지정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계측기(410)의 동작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휴대용 계측기(410)의 계측부(418)에서 생체 측정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를 신호 처리 모듈(415)에서 변환한 생체 

측정 데이터를 입수하면(S900), 휴대용 계측기(410)의 중앙처리장치(411)에서는 휴대용 계측기(410)의 데이터 저장

부(414)에 여유 저장 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902). 여유 저장 공간이 있는 경우, 휴대용 계측기(410)의 데

이터 저장부(414)는 새로운 데이터의 측정 시각 및 생체 측정 데이터를 저장한다(S914). 만약 더 이상 저장할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측정 시각을 조사한 후(S904), 삭제될 데이터, 즉 가장 오래된 데

이터가 휴대용 계측기(410)의 신규 데이터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한다(S906). 만약 삭제될 데이터가 휴대용 계측기

(410)의 신규 데이터 범위에 속한다면 새로운 데이터 값이 거치대(430)에 정상적으로 다운로드된 것이 아니라는 의

미가 되므로 데이터 오버플로우 에러 플래그 값을 1로 세팅하며(S908), 경고등을 점등한다(S910). 그 후, 삭제될 데

이터가 휴대용 계측기(410)의 신규 데이터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가장 오래된 데이터를 삭제하여 그 자리에 새로운

데이터의 측정 시각 및 생체 측정 데이터를 저장한다(S914). 저장 후 휴대용 계측기(410)의 신규 데이터 플래그는 1

로 세팅되고(S916), 휴대용 계측기(410)의 신규 데이터 범위에 새로 측정한 데이터 범위가 추가된다(S918).

휴대용 계측기(410)에서 측정된 생체 측정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위급 상황을 다루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즉, S

920 이후의 과정은 위급 상황을 다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선택 과정이다. 휴대용 계측기(410)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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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S920)하여 위급 상황인지 판단(S922)한 후,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휴대용 계측기(410)에서는 자체적으로 

경고등 및/또는 경고음과 함께 경고 메시지를 표시한다(S924). 그리고 휴대용 계측기(410)의 통신 모듈(416)에서는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치대(430)로 위급 상황이라는 신호를 송신한다. 이 신호를 수신한 거치대(430)는 서버(310) 

또는 긴급 서버(미도시)로 위급 상황 신호를 송신한다(S926).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거치대(430)를 통하지 않고, 휴

대용 계측기(410)에서 직접 서버(310) 또는 긴급 서버(미도시)로 위급 상황 신호를 송신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휴

대용 계측기에 CDMA, GSM 등의 이동 통신 모듈이 내장되 어 있어야 하며, 위급 상황시 접속할 서버(310) 또는 긴급

서버(미도시)의 주소도 기억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급 서버(미도시)란 신뢰도 높은 통신이 가능하도록 주소가 

설정되어 있는 서버로,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통화중 등의 이유로 통신이 실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된 

구성 요소이다. 또한, 긴급 서버(미도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서버(310)에 위급 상황시 신뢰도 높은 통신이 가능하

도록 설정된 주소를 별도로 두어 위급 상황에 대처하게 할 수도 있다. S926 단계에서의 과정은 이후 위급 상황에서의

데이터 송수신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거치대(430)의 내부 구성은 중앙처리장치(431), 메모리(433), 데이터 저장부(434

), 통신 모듈(436), 전원부(437) 및 거치대측 통신 단자(440)를 기본으로 포함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부(432), 데이

터 관리 모듈(435)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거치대(430)의 내부 구성 중 휴대용 계측기(410)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부(432)는 사용자가 휴대용 계측기(410)로부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수신하여 저장된 

측정 정보 데이터를 분석, 가공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의 키버튼이 구비된 키패드 및 디스

플레이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만약,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거치대(430)가 단지 휴대용 계측기(410)에

서 수신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전송만 하는 장치라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부(432)에는 키버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데이터 관리 모듈(435)은 사용자가 데이터 저장부(434)에 저장된 측정 정보 데이터를 분석, 가공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정의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거치대(430)는 휴대용 계측기(410)의 휴대측 통신 단자(420)와 거치대(430)의 거

치대측 통신 단자(440)가 도 5, 도 6, 도 7 또는 도 8과 같은 방식으로 서로 체결되면 거치대(430)의 전원부(437)로부

터 공급되는 전류가 휴대용 계측기(410)의 배터리(417)로 전달되어 배터리(417)가 충전되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거치대(430)는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한 종류 이상의 휴대용 계측기(410) 모두

에 사용이 가능하다. 즉, 거치대(430)는 하나 이상의 휴대용 계측기(410)로부터 상이한 종류의 생체 측정 데이터, 예

컨대, 혈당 측정용 데이터, 맥박 측정용 데이터, 혈압 측정용 데이터, 체지방 분석용 데이터, 심전도 측정용 데이터, 뇌

파 측정용 데이터, 호흡 측정용 데이터, 혈중 산소량 측정용 데이터, 혈액 분석용 데이터 및 요 분석용 데이터 등을 포

함한 측정 정보 데이터를 수신 및 저장하고, 저장된 측정 정보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거치대(430)의 통신 모듈(436)은 휴대용 계측기(410)의 통신 모듈(416)과 유사하

다. 다만, 거치대(430)의 통신 모듈(436)은 서버(310)와의 통신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모듈도 필요하다.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예에서는, 거치대(430)에 모뎀을 설치하여 PSTN(308)으로 연결하거나, 거치대(430)에 LAN 카드를 설

치하고 TCP/IP를 이용하여 인터넷(306)에 연결함으로써 거치대(430)와 서버(310) 간의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 통신

모듈(436)은 거치대측 통신 단자(440)와 함께, 휴대용 계측기(410)와 거치대(430) 또는 거치대(430)와 서버(310)를 

연결시키는 연결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복합 주파수 부호(DTMF : Dual Tone Multi Frequency)를 기반으로 하여 거치대

(430)와 서버(310)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한다. 복합 주파수 부호란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합성하여 신호를

만들어 통신에 사용하는 것으로, 전자식 전화기 또는 톤(Tone) 방식 전화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복합 

주파수 부호는 전자 교환기에서 주로 사용되며 전화기의 해당 번호를 누르면 복합 주파수 신호가 교환기에 인가되고 

교환기에서는 이를 해독하여 디짓(Digit) 정보로 변환한다.

표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주파수와 합성 신호의 매칭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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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표 1과 같은 DTMF 신호로 만든 숫자(0~9)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기

타 신호(A, B, C, D, *, #)를 통신 제어 코드로 이용하여 거치대(430)와 서버(310) 사이의 통신을 수행하게 된다. 여

기서, A, B, C, D는 일반 전화기의 다이얼 패드에 없으므로, A, B, C, D에서 발생되는 신호는 일반 전화기에서 발생될

수 없는 신호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A, B, C, D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통신 제어 신호로 사용

함으로써 혼선 등에 의한 통신 오류를 줄일 수 있게 한다. 한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DTMF 신

호에 따른 데이터의 전송을 십진수의 형식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거치대(430)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측정 정보 데이터, 환경 데이터 및 플래그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측정 정보 데이터는 휴대용 계측기(410)의 신호 처리 모듈(415)에 의해 변환된 생

체 측정 데이터, 측정 시각, 휴대용 계측기(410)의 아이디 및 사용자 아이디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이다. 거치대(430)

가 서버(310)와 통신할 때, 거치대(430)가 휴대용 계측기(410)의 아이디 또는 사용자의 아이디를 보내주면 서버(310

)에서는 서버(310)에 저장되어 있는 휴대용 계측기(310)의 아이디 정보 또는 사용자의 아이디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에 맞는 진단 정보를 보내줌으로써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거치대(430)의 아이디뿐만 아니라

휴대용 계측기(410)의 아이디도 필요한 이유는 한 개의 거치대(430)에 여러 개의 휴대용 계측기(410)를 접속하여 사

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휴대용 계측기(410)의 아이디만으로도 서버와의 정보 교환 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치대(430)에는 아이디가 없을 수도 있다. 또한 한 개의 휴대용 계측기(410)를 여러 명이 이용하는 경

우는 사용자 아이디를 휴대용 계측기(410) 및 서버(310)에 저장하여 각자가 휴대용 계측기(410)를 가지고 있는 경우

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환경 데이터는 측정 정보 데이터를 전송할 서버(310)의 주소(IP 주소 또는 전화번

호)와 측정 정보 데이터를 전송할 송신 시각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이다. 또한, 위급 상황 발생시 신뢰도 높은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긴급 서버(미도시)의 주소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데이터는 거치대(430) 제품 출하시 

초기값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서버(310)와 통신하여 변경될 수 있는 값이다.

거치대(430)의 환경 데이터는 원격으로 설정될 수 있다. 환경 데이터의 원격 설정이라 함은 거치대(430)가 접속하여

야 할 서버(310)의 IP 주소 또는 전화번호 및 서버(310)와의 통신 시각을 원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거치대(

430)가 서버(310)에 처음 접속하거나 또는 주변 상황이 변화되었을 때 관련 환경 데이터를 원격에서 변경하는 기능

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플래그 데이터는 거치대(430)의 신규 데이터 플래그, 거치대(430)의 신규 데이터 

범위 및 기타 에러 플래그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이다. 거치대(430)의 신규 데이터 플래그는 서버(310)에 전송할 새로

운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데이터 값이고, 거치대(430)의 신규 데이터 범위는 서버(310)에 전송할 새로운 데

이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값으로 물리적인 또는 논리적인 메모리 주소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기타 에러 플래

그는 거치대(430)와 휴대용 계측기(410)간에 또는 거치대(430)와 서버(310)간에 측정 정보 데이터 및 진단 정보 등

이 정상적으로 송수신되지 않는 경우 세팅되는 플래그이다.

거치대(430)의 초기 상태에는 데이터가 없고 거치대(430)의 신규 데이터 플래그 및 에러 플래그는 0의 값을 가지며, 

거치대(430)의 신규 데이터 범위도 없는 상태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거치대(430)가 휴대용 계측기(410)로부터 긴급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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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위급 상황이 아닌 통상적인 경우의 데이터 다운로드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위급 상황의 경우에 수행하는 과

정은 후술하기로 한다.

우선, 휴대용 계측기(410)와 거치대(430)가 결합한 경우 통신 시작을 위한 통신 초기 설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야 한다.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휴대용 계측기(410)가 거치대(430)에 결합되면 도 5, 도 6, 도 7 또는 도 8에서와 같

이 기계적 스위치(510, 610, 710, 808)가 눌리는 형식으로 기계적 스위치(510, 610, 710, 808)를 작동시켜 확인하거

나, 일정 시간마다 통신의 초기 설정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전기적 확인을 하거나 또는 두 방법을 혼합하여 기계적 스

위치 작동 후 전기적 확인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 통신 시작을 위한 통신의 초기 설정이 확인되면 측정 정보 데이터 

다운로드를 시도한다. 여기서 측정 정보 데이터의 다운로드는 휴대용 계측기(410)와 거치대(430)의 결합시 거치대(4

10)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통신의 초기 설정 확인 과정에서는 통신 실패시 에러로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chk_count라는 변

수를 사용한다. 통신의 초기 설정이 확인되면 chk_count값은 0으로 초기화된다(S1000). 다음으로, 거치대(430)의 통

신 모듈(436)에서 휴대용 계측기(410)와 거치대(430)간의 통신 초기 설정을 점검한다(S1002).

휴대용 계측기(410)와 거치대(430) 간의 통신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S1004), 통신 실패시 미리 정해 놓은

일정 시간 후에 재점검을 하는데, 본 프로세스에서는 연속 3회 실패시 거치대(430)의 중앙처리장치(431)에서 통신 

실패 에러 메시지를 생성(S1010)하고 프로세스를 종료하도록 하였다. 도 10에서 재점검 과정을 나타낸 것이 S1006 

및 S1008 과정이고, 여기서 3회라는 값은 변경이 가능한 값이다. 통신이 성공되면 휴대용 계측기(410)의 신규 데이

터 플래그 값을 점검(S1012)한다. 휴대용 계측기(410)의 신규 데이터 플래그 값이 1인 경우는 신규 데이터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측정 정보 데이터를 거치대(430)로 다운로드한다(S1014).

이러한 측정 정보 데이터가 다운로드되면 휴대용 계측기(410)의 신규 데이터 플래그, 휴대용 계측기(410)의 신규 데

이터 범위 및 데이터 오버플로우 에러 플래그를 리셋하고(S1016), 거치대(430)의 데이터 관리 모듈(435)에서 거치대

(430)의 신규 데이터 플래그를 1로 세팅하며 거치대(430)의 신규 데이터 범위를 설정한다(S1018). 데이터를 다운로

드하여 저장할 때 필요한 여유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미도시)은 도 9의 휴대용 계측기(410)에서의 확인 과

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도 11A는 다운로드되는 측정 정보 데이터의 형식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11B는 다운로드되는 측정 정보 데이터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운로드되는 측정 정보 데이터는 세 개의 워드(Word)로 이루어지며, 첫 번째 워드에는 

측정한 연과 월이, 두 번째 워드에는 측정한 날과 측정 시간이, 세 번째 워드에는 측정시 온도 및 측정 결과 등이 저장

되어 다운로드된다.

도 11B에는 측정 날짜가 2003년 11월 20일이고 측정 시간은 13시 35분이며 측정시 온도가 20도, 측정 결과가 156

인 정보를 포함하는 측정 정보 데이터의 일예를 나타내었다. 휴대용 계측기(410)와 거치대(430) 간에 송수신되는 데

이터는 디지털 데이터가 되므로, 2003년은 첫 번째 워드의 0 비트부터 11 비트의 '011111010011'로, 11월은 첫 번

째 워드의 12 비트부터 15 비트의 '1011'으로, 20일은 두 번째 워드의 0 비트부터 4 비트의 '10100'으로, 13시는 두 

번째 워드의 5 비트부터 9 비트의 '01101'으로, 35분은 두 번째 워드의 10 비트부터 15 비트의 '100011'으로, 20도

는 세 번째 워드의 0 비트부터 5 비트의 '010100'으로, 156은 세 번째 워드의 6 비트부터 15 비트의 '0010011100'으

로 표현될 수 있다.

거치대(430)에서 휴대용 계측기(410)로의 데이터 전송은 휴대용 계측기(410)에서 거치대(430)로 측정 정보 데이터

를 전송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며, 관련 변수의 특성 또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면, 휴대

용 계측기(410)에 신규 의료 정보 플래그 데이터를 설정하여 표시할 새로운 의료 정보가 있는 경우에 신규 의료 정보 

플래그를 1로 세팅하며, 휴대용 계측기(410)는 신규 의료 정보 플래그가 1인 경우 표시등을 점멸하는 등의 순으로 관

련 작업을 수행한다. 거치대(430)에서 휴대용 계측기(410)로 새로운 의료 정보를 송신하면 휴대용 계측기(410)는 새

로운 의료 정보를 저장하며 관련 변수들을 변경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거치대(430)와 서버(310)가 연결되어 측정 정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

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우선, 거치대(430)에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 송신 시각이 되면, 거치대(430)가 휴대용 계측기(410)로부터 데이터 다

운로드 중인지를 판단한다(S1200). 거치대(430)가 휴대용 계측기(410)로부터 데이터 다운로드 중이면 일정 시간 후

에 재시도한다(S1202). 거치대(430)가 휴대용 계측기(410)로부터 데이터 다운로드 중이 아니면, 거치대(430)의 신규

데이터 플래그의 값을 확인하여(S1204), 신규 데이터 플래그의 값이 1인 경우는 신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

므로 거치대(430)의 통신 모듈(436)에서 정해진 서버(310)와의 접속을 시도한다(S1208). 이 과정에서 접속 실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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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도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chk_count라는 변수를 사용한다(S1206).

한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거치대(430)와 서버(310)의 접속 시도는 정해진 시각 외에도 휴대용 계측기

(410)와 거치대(430)가 접촉한 직후에 거치대(430)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거치대(430)의 통신 모듈(436)에서는 거치대(430)와 서버(310)가 연결되었는 지 여부를 판단(S1210)한 후, 연결이 

실패된 경우, 예를 들어 통화 중 또는 호 접속 후 중단된 경우 등에는 일정 시간 후 재시도하며, 연속하여 3회 실패시 

좀 더 긴 시간 후에 재시도한다(S1218).

한편, 서버와의 접속이 성공되면 거치대(430)에서 휴대용 계측기(410)의 아이디, 측정 시각, 생체 측정 데이터 등의 

측정 정보 데이터를 전송하고(S1220), 거치대(430)의 신규 데이터 플래그, 거치대(430)의 신규 데이터 범위 및 관련 

에러 플래그 등을 리셋한다(S1222). 거치대(430)의 중앙처리장치(431)에서는 데이터 저장부(434)의 전체 저장 공간

을 고려하여 거치대(430)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저장 시각을 검색한 후,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데이터를 삭제한

다(S1224). 단, 서버(310)측의 이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일부 데이터를 남겨둘 수도 있다.

서버(310)에서는 현재 또는 이전에 수신된 측정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 데이터를 거치대(430)에 송신

하고(S1226), 거치대(430)의 통신 모듈(436)에서는 분석 결과 데이터를 수신하여, 데이터 저장부(434)에 저장한다(

S1228). 마지막으로, 거치대(430)의 통신 모듈(436)에서는 분석 결과 데이터 등을 수신한 후 서버(310) 서버 주소나 

일반 데이터 송신 시각 등의 환경 데이터 변경을 알렸는지를 판단(S1230)한다. 그러한 알림이 있으면 거치대(430)에

서는 변경된 환경 데이터를 수신하고(S1232) 환경 데이터 설정을 변경한다(S1234). 이 때, 환경 데이터 수신과 분석 

결과 데이터 수신의 순서는 바뀔 수도 있다. 또한, 거치대(430)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삭제 등 거치대(430)가 단독

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은 접속 해제 후에 수행할 수도 있다. 또한, 서버(310)로 송신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분석 결

과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서버(310)에 접속할 수도 있다.

전술한 것처럼, 위급 상황시 휴대용 계측기(410)에서 거치대(430)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서버(310)로 연결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환경 데이터를 휴대용 계측기(410)로도 전송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접속할 서버(310)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거치대(430)에서 휴대용 계측기(410)로 변경할 서버(310)의 주소를 전송하고, 휴대용 계측기(410)에

서는 서버(310) 주소를 변경한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서버(310)는 중복 데이터의 점검 및 수정 작업을 하며, 전반적인 통신 상태 등을 점검, 분석

하여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각 클라이언트의 접속 시각 등을 최적화한다. 이러한 경우에 서버(310)는

관련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거치대(430)가 접속했을 때 서버(310)의 변경된 주소 또는 측정 정보 데이터의 전송 시

각 등의 정보를 전송하여 거치대(430)의 환경 데이터를 재설정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휴대용 계측기(410)의 아이디 또는 사용자의 아이디 등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 정보 데이터를 여러 

개의 서버에서 분산 수신한 후, 중앙 서버에서 통합 관리하는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 이는 거치대(430)에서 분산 서

버로 전화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분산 서버에서 중앙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형태

를 의미하는 것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거치대(430)와 서버(310)가 접 속된 후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S1220 

이후의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우선, 거치대(430)에서 데이터의 송신 시작을 알리면 서버(310)에서는 데이터 수신 시작을 확인한다. 거치대(430)에

서는 데이터 송신 시작을 재확인함으로써 초기 세팅이 완료되고(S1300), 초기 세팅 후 거치대(430)에서는 휴대용 계

측기(410)의 아이디 또는 사용자의 아이디를 전송한다(S1301).

다음으로, 거치대(430)에서는 데이터의 개수를 전송하고 서버(310)에서는 데이터의 개수를 확인한다(S1302). 그 후,

거치대(430)에서는 측정 데이터를 한 세트씩, 즉 측정 정보 데이터의 순번과 측정 정보 데이터의 내용을 한 세트로 하

여 전송하고 서버(310)에서는 측정 정보 데이터의 순번을 확인한다(S1304). 이 때 전송 속도에 따라서 여러 세트를 

묶어 보낼 수도 있고, 한 세트를 여러 개로 나누어 보낼 수도 있다. 여기서 측정 정보 데이터에는 휴대용 계측기(410)

의 아이디, 사용자의 아이디, 측정 시각 및 생체 측정 데이터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전술한 S1301에서 휴대용 계측

기(410)의 아이디 또는 사용자의 아이디가 전송된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의 정보는 생략될 수 있다.

거치대(430)에서 데이터의 전송이 완료되었을 때, 거치대(430)에서는 데이터 전송의 완료를 알리고 서버(310)에서는

데이터의 수신 완료를 확인한다(S1306). 다음으로, 거치대(430)에서는 환경 데이터의 변경 여부를 문의한다. 서버(3

10)에서는 변경할 환경 데이터가 있는지 여부를 알리고, 거치대(430)에서는 알려온 정보를 기초로 환경 데이터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S1308). 서버(310)에서는 변경할 환경 데이터가 있는 경우 그 개수와 종류를 송신하는데, 이 때 거

치대(430)에서는 변경할 환경 데이터의 개수와 종류를 확인하고 서버(310)에서는 해당 환경 데이터를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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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거치대(430)에서는 변경할 환경 데이터 수신을 확인하는데, 이 때 변경할 환경 데이터가 하나의 패킷으로 

전송될 수 없는 경우에 여러 개로 나누어 보내며, 각 패킷에는 순번을 붙이고 전체 패킷 수 등을 송신한 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S1310). 마지막으로 거치대(430)에서는 접속 해제를 알리고, 서버(310)에서는 접속 해제를 확인한다(

S1312). 전술한 각 프로세스에는 답을 기다리는 시간, 재수행 시도 회수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서버(310)쪽에 전송

해야 할 에러 메시지가 있는 경우 관련 프로세스가 추가될 수 있다. 한편, 서버(310)에서 진단 정보 등의 의료 정보를 

거치대(430)로 전송하는 경우는 전술한 환경 데이터의 전송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프로세스를 따른다.

도 1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거치대(430)와 서버(310)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보다 상

세히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3의 S1300인 초기 세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거치대(430)에서 서버(310)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

연결 상태가 되면, 거치대(430)에서 'AC' 코드를 전송하고(S1400) 서버에서 'BC' 코드로 응답하면(S1402) 초기 세

팅이 완료된다. 만약 거치대(430)와 서버(310)의 통신에 문제가 있으면 서버(310)에서는 에러 코드인 'DC' 코드를 전

송하게 된다. 에러 발생시에는 정해진 회수만큼 재시도하고 재시도 후에도 실패하면 강제 종료한다. 이후 단계에서의

에러 처리도 지금 기술한 바와 동일하다.

초기 세팅 후, 휴대용 계측기(410)의 아이디 또는 사용자의 아이디를 전송한다(S1404). 이후 설명에서는 하나의 거

치대(430)에 하나의 휴대용 계측기(410)가 대응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예를 들어 아이디가 '123456'인 경우, 거치대(

430)에서 서버(310)로 '1234561C'를 전송한다. 제일 마지막의 'C'는 전송 데이터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C'

앞에 위치한 '1'은 에러 체크를 위한 일종의 패리티 비트(Parity Bit)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모두 합한 후에 10

으로 나눈 나머지이다. 본 예에서는 1+2+3+4+5+6 = 21 이 되므로 '1'이 되는 것이다. 서버(310)에서는 아이디를 

수신한 후, 수신한 데이터의 길이와 패리티 비트를 검사한 후, 성공이면 수신한 아이디를 전송하여 응답한다(S1406).

거치대(430)에서는 서버(310)로부터 아이디를 수신한 후, 수신한 데이터가 송신했던 아이디와 동일한지를 검사하여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오류시의 처리는 전술한 초기 세팅 단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아이디 송신 후, 거치대(430)에서는 송신할 데이터 개수를 전송한다(S1408). 전송 방법은 아이디 전송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데이터 개수가 12개이면, '123C'를 전송하고 서버(310)로부터 응답 신호를 수신한다(S1410). 오류 검사

는 아이디 전송시와 동일하게 길이와 패리티 비트를 이용한다.

다음으로, 측정 정보 데이터를 전송한다(S1412). 예를 들어 2003년 1월 1일 12시 30분(측정시 온도 20도)에 측정한

값이 156이라면, '200301011230 20 156 5 C'를 전송한다. 여기서 스페이스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의 

편의상 삽입한 것이다. 또한, 실제 측정 정보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값이므로 전송 품질이 중 요시되는 바, 리던던시(R

edundancy) 성분의 정보를 기존의 패리티 비트에 추가하여 전송할 수 있다. 이 때 사용되는 오류 정정 부호로는 해밍

부호(Hamming Code), CRC(Cyclic Redundancy Check) 등의 블록 부호, 길쌈 부호(Convolutional Code) 또는 쇄

상 부호(Concatenated Code) 등이 될 수 있는데,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오류 정정 부호를 사용하

여 서버(310) 측에서 오류 검출 및 오류 정정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서버(310)에서는 데이터 수신이 성공하면 

몇 번째 데이터까지 수신했는지를 거치대(430)로 전송한다(S1414). 예를 들어, 두 번째 데이터까지 받았으면 '002C'

를 전송한다. 거치대(430)에서는 서버(310)로부터 '002C'와 같은 신호를 수신하여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면, 접속 해제 신호인 '#C'를 서로 주고받은(S1416, S1418) 후에 통신을 종료한다. 이 접속 해

제 신호는 오류 발생에 의한 강제 종료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측정 정보 데이터의 송수신에 대한 것이나, 환경 데이터의 송수신도 본 설명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

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서버(310) 또는 긴급 서버(미도시)에서는 거치대(430)로부터 받은 측정 정보 데이터를 의료 센터(312)로 보내

어 의료 센터(312)에서 분석한 진단 정보를 수신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서버(310) 또는 긴급 서버(미도시)에

서 통신 단말기(미도시)로 측정 정보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다. 여기서 통신 단말기는 휴대폰 또는 PDA 등의 이동 통

신 단말기가 될 수도 있고, 개인용 컴퓨터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휴대용 계측기(410) 및 거치대(430)를 사용하는

대상은 환자이고 그 측정 정보 데이터를 받는 대상이 보호자일 경우, 환자는 휴대용 계측기(410)를 이용하여 생체 측

정을 한 후 휴대용 계측기(410)와 거치대(430)를 결합시키면, 그 측정 정보 데이터가 통신망을 통해 보호자의 통신 

단말기(미도시)로 전송됨으로써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는 형태로도 본 발명은 이용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거치대(430)에 탑재되어 있는 시계(미도시)를 서버(310)의 시계와 동기화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시계의 오차에 의한 통신 성능의 저하, 즉 다른 시각에 접속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모듈이 시계 오차에 의

해서 같은 시각에 접속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한 통신 성능의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모드에 있어서 수동 데이터 전송 모드를 추가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특별히 데이터를 보내고자 할 때 데이터 전송

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공개특허 10-2004-0087870

- 13 -

위급시에는 전술한 통상적인 데이터 전송 과정과 다른 과정을 사용하여 위급 신호를 전송한다. 우선, 휴대용 계측기(

410)에서는 생체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체 측정 데이터가 미리 정해놓은 값의 범위 내인지를 판단하는 등의 형식

으로 위급 상황 여부를 결정한다. 또는 사용자가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휴대용 계측기(410)의 위급 버튼을 

눌러 위급 상황임을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위급 상황의 경우, 휴대용 계측기(410)는 거치대(430), 서버(310) 또는 긴

급 서버(미도시)에 직접 무선으로 신호를 전송한다.

휴대용 계측기(410)로부터 거치대(430)로 신호를 전송하는 것은, 우선 휴대용 계측기(410)에서 거치대(430)로 위급 

신호를 전송하고, 거치대(430)에서 휴대용 계측기(410)로 확인 신호로 답신하며, 다시 휴대용 계측기(410)에서 거치

대(430)로 재확인 신호를 보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휴대용 계측기(410)가 거치대(430)로부터 확인 신호를 수신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위급 신호를 전송한다. 거치대(430)가 휴대용 계측기(410)로부

터 재확인 신호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확인 신호를 다시 송신한다. 거치대(430)가 재확인 신호

를 받은 경우에는 서버(310) 또는 긴급 서버(미도시)에 위급 신호를 송신한다. 거치대(430)가 재확인 신호를 받지 못

한 경우에도, 위급 상황임을 고려하여 서버(310) 또는 긴급 서버(미도시)에 위급 신호를 송신한다. 이 때, 휴대용 계측

기(410), 거치대(430), 서버(310) 또는 긴급 서버(미도시), 의료 센터 또는 통신 단말기로 위급 신호와 함께 전송되는 

데이터는 휴대용 계측기(410) ID 또는/및 거치대(430) ID가 기본이나, 위급 상황을 알리는 플래그, 상황 발생 시각, 

관련 측정 데이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거치대(430)에서 서버(310) 또는 긴급 서버(미도시)로의 위급 신호 전송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통상적인 데이터 다운

로드 과정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위급 상황임을 고려하여 다른 통신 과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공통선 방식을 사용하는 일반 유선 전화 통신의 경우, 서버(310) 또는 긴급 서버(미도시)로의 단순 호 접속 시도와

발신자가 표시되는 전송(Caller ID 전송)을 결합하여 위급 상황 발생을 알릴 수 있다. 또한, 휴대 전화 통신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 Short Message Service)를 이용할 수도 있다. 물론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유선전화의 경우에도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지는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명세서

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

의 사상과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기존의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은 환자가 병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편리한 점은 있으나, 그 사용

법이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은 원격 건강 관리 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개인용 컴퓨터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데이터 전송

을 위해 별도의 조작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계측기는 일반 휴대용 계측기

와 사용 방법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송을 위한 복잡한 행동을 할 필

요가 없이 휴대용 계측기를 거치대에 결합시키기만 하면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송되기 때문

에 사용이 극히 간편하다. 또한 거치대는 간단한 통신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적으며, 별도의 부대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을 무선 통신과 결합했을 때,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무선 통신을 이용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유선 통신을 이용

하는 등 상황에 따라 그 이용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다는 장점을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의 건강 진단용 생체 측정을 수행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변환하여 생체 측정 데이터 및/또는 상기 생체 측정 데

이터를 그 일부로 포함하는 측정 정보 데이터를 생성하는 휴대용 계측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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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휴대용 계측기와 연결되어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송수신하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거치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통신망에 연결되며, 상기 거치대가 전송한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분류된 측정 정보 데이터를 저

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서버

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 측정 데이터의 분석 결과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신뢰도 높은 통신이 가능하도록 긴급 주소가 설정

되어 있는 긴급 서버

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또는 상기 긴급 서버로부터 수신한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의료 전문가로 하여금 상기 측정 정

보 데이터에 대한 진단 정보를 상기 서버 또는 상기 긴급 서버로 전송하게 하는 의료 센터

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5.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치대와 상기 서버와의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 및 상기 진단 정보의 송수신은 정해진 시각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6.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치대와 상기 서버와의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 및 상기 진단 정보의 송수신은 상기 휴대용 계측기와 상기 거치

대가 결합된 직후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7.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또는 상기 긴급 서버는 1차적으로 상기 거치대에서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분산 서버로 수신한 후에, 2차

적으로 상기 분산 서버에서 중앙 서버로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8.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치대에 탑재되어 있는 시계를 상기 서버 또는 상기 긴급 서버의 시계와 동기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

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9.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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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거치대와 상기 서버 또는 상기 긴급 서버 간의 통신은 복합 주파수 부호(DTMF : Dual Tone Multi Frequency)

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 측정은 혈당 측정, 맥박 측정, 혈압 측정, 체지방 측정, 호흡 측정, 심전도 측정, 혈중 산소량 측정, 뇌파 측

정, 혈액 분석 및 요 분석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

스 템.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는 상기 생체 측정 데이터, 상기 생체 측정 데이터의 측정 시각, 상기 휴대용 계측기의 아이디 

및 상기 사용자의 아이디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

리 시스템.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계측기는 상기 거치대와 연결되는 연결 장치, 데이터의 저장, 분석, 가공 작업을 수행하는 중앙처리장치 

및/또는 정보의 입력이나 출력 표시를 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

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장치는 휴대측 통신 단자와 상기 휴대측 통신 단자 또는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 신규 데이터 존재 여부를 표시하는 데이터, 신규 데이터의 범위를 표시하는 데

이터 및 에러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위급 상황 발생시 상기 휴대용 계측기에서 위급 신호를 직접 전송하기 위해 상기 서버의 긴급 주소 또

는 상기 긴급 서버의 주소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처리장치는 계측 작업을 위한 계측 프로그램이 내장된 신호 처리 모듈을 이용하여 계측 작업을 수행하고,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가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17.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휴대용 계측기가 측정한 상기 생체 측정 데이터의 분석 결과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된 경

우에 상기 휴대용 계측기에서 자체적으로 경고등, 경고음 또는 경고 메시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경고등 장치 또는 스

피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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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치대는 상기 휴대용 계측기 또는 상기 서버와 연결되기 위한 연결 장치 및/또는 데이터의 저장, 분석, 가공 작

업을 수행하는 중앙처리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장치는 거치대측 통신 단자 또는 상기 거치대측 통신 단자 및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 환경 데이터, 신규 데이터 존재 여부를 표시하는 데이터, 신규 데이터의 범위를

표시하는 데이터 및 에러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환경 데이터는 상기 서버의 일반 주소 및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전송할 시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 리 시스템.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환경 데이터는, 상기 휴대용 계측기가 측정한 상기 생체 측정 데이터의 분석 결과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에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전송할 상기 서버의 긴급 주소 또는 긴급 서버의 주소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에서 전송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환경 데이터를 원격으로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24.
제 13 항 또는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의 전송시, 상기 정보 전송의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패리티 체크, 오류 정정 부호 사용, 길쌈 부

호 사용 또는 쇄상 부호 사용 중 하나이상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

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25.
제 13 항 또는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측 통신 단자 및 상기 거치대측 통신 단자에 RS232C 포트 또는 USB 포트가 부착되어 있어 상기 휴대용 계

측기와 상기 거치대가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26.
제 13 항 또는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측 통신 단자 및 상기 거치대측 통신 단자에 요철형 전극이 부착되어 있어 상기 휴대용 계측기와 상기 거치

대가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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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항 또는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측 통신 단자 주변에 스프링이 부착되어 있어 상기 휴대용 계측기와 상기 거치대가 결합할 때에만 상기 휴

대측 통신 단자가 노출되어 상기 휴대용 계측기와 상기 거치대가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

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28.
제 13 항 또는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측 통신 단자 및 상기 거치대측 통신 단자에 코일이 부착되어 있어 상기 휴대측 통신 단자와 상기 거치대측 

통신 단자가 접촉되지 않고도 전자기 유도 방식을 이용하여 상기 휴대용 계측기와 상기 거치대가 결합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29.
제 13 항 또는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모듈에는 유선 통신을 위한 유선 통신 포트(Port), 무선 통신을 위한 RF 모듈 및 적외선 통신을 위한 적외

선 통신 장치 중 하나 이상의 장치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3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계측기와 상기 거치대가 결합된 상태에서는 상기 휴대용 계측기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가 상기 거치대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3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계측기와 상기 거치대가 결합된 상태에서 상기 휴대용 계측기는 상기 거치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동

작하거나 내장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32.
제 30 항 또는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계측기와 상기 거치대의 결합 확인은 상기 거치대에 장착되어 있는 기계적 스위치가 눌려지는 방식 및 

일정 시간마다 통신을 점검하여 전기적 확인을 하는 방식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

용 의료 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3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모드; 및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가 수동으로 전송하는 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

인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34.
계측부, 신호 처리 모듈 및 휴대측 통신 모듈을 구비한 휴대용 계측기와 내장된 프로그램 및 거치대측 통신 모듈을 구

비한 거치대가 포함된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계측부에서 사용자의 건강 진단용 생체 측정을 수행하는 단계;

(b) 상기 생체 측정의 결과를 상기 신호 처리 모듈에서 생체 측정 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

(c) 상기 휴대용 계측기가 측정한 상기 생체 측정 데이터의 분석 결과 위급한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d) 상기 단계 (c)에서의 판단 결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상기 생체 측정 데이터를 그 일부로 포

함하는 측정 정보 데이터를 상기 휴대용 계측기와 상기 거치대가 상호 접촉할 때 자동으로 작동되는 상기 거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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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장된 프로그램, 상기 휴대측 통신 모듈 및 상기 거치대측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상 기 거치대에 전송하는 단계;

및

(e) 상기 거치대에서 수신된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상기 거치대의 상기 내장된 프로그램 및 상기 거치대측 통신 모

듈을 이용하여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f) 상기 서버에서 수신된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의료 센터 또는 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36.
제 34 항에 있어서,

(d1) 상기 단계 (c)에서의 판단 결과,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위급 신호를 상기 휴대용 계측기와 상기 거치대

가 상호 접촉할 때 자동으로 작동되는 상기 거치대의 상기 내장된 프로그램, 상기 휴대측 통신 모듈 및 상기 거치대측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상기 거치대에 전송하는 단계;

(d2) 상기 거치대에서 수신된 상기 위급 신호를 상기 거치대측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상기 서버 또는 긴급 서버에 전

송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 강 관리 방법.

청구항 37.
제 34 항에 있어서,

(d3) 상기 단계 (c)에서의 판단 결과,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위급 신호를 상기 휴대측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상기 서버 또는 긴급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38.
제 36 항 또는 제 37 항에 있어서,

(d4) 상기 서버 또는 상기 긴급 서버에서 수신된 상기 위급 신호를 의료 센터 또는 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g1) 상기 의료 센터에서 진단 정보를 상기 서버 또는 상기 긴급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g2) 상기 서버 또는 상기 긴급 서버에서 수신된 상기 진단 정보를 상기 휴대용 계측기에 전송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40.
제 35 항 또는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단말기는 휴대폰, PDA 또는 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

인 건강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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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1.
제 36 항 또는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위급 신호와 함께 전송되는 데이터는 휴대용 계측기 ID 및 거치대 ID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위급 신호와 함께 전송되는 데이터는 위급 상황을 알리는 플래그, 상황 발생 시각 및 관련 측정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43.
제 36 항 또는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위급 신호의 송신은, 상기 휴대용 계측기 또는 상기 거치대에서 상기 서버의 긴급 주소 또는 상기 긴급 서버의 

주소로 호 접속을 시도하면 발신자 추적 기능을 이용하여 상기 휴대용 계측기의 위치를 확인하여 위급 신호의 송신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44.
제 36 항 또는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위급 신호를 송신할 때에 상기 휴대용 계측기에서 단문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45.
제 34 항에 있어서,

(g) 상기 의료 센터에서 진단 정보를 상기 서버 또는 상기 긴급 서버로 송신하는 단계;

(h) 상기 서버 또는 상기 긴급 서버에서 수신된 상기 진단 정보를 상기 거치대로 전송하는 단계; 및

(i) 상기 거치대에서 수신된 상기 진단 정보를 상기 휴대용 계측기에 전송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46.
제 36 항, 제 37 항 또는 제 4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치대와 상기 서버 또는 상기 긴급 서버 간의 통신은 복합 주파수 부 호(DTMF : Dual Tone Multi Frequency)

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47.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 측정은 혈당 측정, 맥박 측정, 혈압 측정, 체지방 측정, 호흡 측정, 심전도 측정, 혈중 산소량 측정, 뇌파 측

정, 혈액 분석 및 요 분석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

법.

청구항 48.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는 상기 생체 측정 데이터, 상기 생체 측정 데이터의 측정 시각, 상기 휴대용 계측기의 아이디 

및 상기 사용자의 아이디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

리 방법.

청구항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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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계측기는 상기 거치대와 연결되는 연결 장치, 데이터의 저장, 분석, 가공 작업을 수행하는 중앙처리장치 

및/또는 정보의 입력이나 출력 표시를 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

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 신규 데이터 존재 여부를 표시하는 데이터, 신규 데이터의 범위를 표시하는 데

이터 및 에러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51.
제 50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위급 상황 발생시 상기 휴대용 계측기에서 위급 신호를 직접 전송하기 위한 상기 서버의 긴급 주소 또

는 상기 긴급 서버의 주소를 추가하여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52.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치대는 상기 휴대용 계측기 또는 상기 서버와 연결되기 위한 연결 장치 및/또는 데이터의 저장, 분석, 가공 작

업을 수행하는 중앙처리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53.
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 환경 데이터, 신규 데이터 존재 여부를 표시하는 데이터, 신규 데이터의 범위를

표시하는 데이터 및 에러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54.
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환경 데이터는 상기 서버의 일반 주소 및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전송할 시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55.
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환경 데이터는, 상기 휴대용 계측기가 측정한 상기 생체 측정 데이터의 분석 결과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에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전송할 서버의 긴급 주소 또는 긴급 서버의 주소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56.
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에서 전송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환경 데이터를 원격으로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57.
제 36 항, 제 37 항 또는 제 4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측 통신 모듈 및 상기 거치대측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 할 때, 상기 정보 전송의 오류 발생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패리티 체크, 오류 정정 부호 사용, 길쌈 부호 사용 또는 쇄상 부호 사용 중 하나이상의 방법을 이

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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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8.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계측기와 상기 거치대가 결합된 상태에서는 상기 휴대용 계측기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가 상기 거치대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59.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내장된 프로그램은 상기 휴대용 계측기와 상기 거치대가 결합된 경우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수신

하는 프로그램 및 상기 내장된 프로그램에서 정해진 시각에 또는 상기 휴대용 계측기와 상기 거치대가 접촉한 직후에

자동으로 상기 거치대와 상기 서버의 연결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

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60.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1차적으로 상기 거치대에서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분산 서버로 수신한 후에, 2차적으로 상기 분산 서

버에서 중앙 서버로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

한 온 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61.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모드; 및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가 수동으로 전송하는 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

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62.
계측부, 신호 처리 모듈 및 휴대측 통신 모듈을 구비한 휴대용 계측기와 내장된 프로그램 및 거치대측 통신 모듈을 구

비한 거치대가 포함된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계측부에서 사용자의 건강 진단용 생체 측정을 수행하는 단계;

(b) 상기 생체 측정의 결과를 상기 신호 처리 모듈에서 생체 측정 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

(c) 상기 생체 측정 데이터를 그 일부로 포함하는 측정 정보 데이터를 상기 휴대용 계측기와 상기 거치대가 상호 접촉

할 때 자동으로 작동되는 상기 거치대의 상기 내장된 프로그램 및 상기 휴대측 통신 모듈과 상기 거치대측 통신 모듈

을 이용하여 상기 거치대에 전송하는 단계; 및

(d) 상기 거치대에서 수신된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상기 거치대의 상기 내장된 프로그램 및 상기 거치대측 통신 모

듈을 이용하여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63.
제 62 항에 있어서,

(e) 상기 서버에서 수신된 상기 측정 정보 데이터를 의료 센터 또는 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청구항 64.
제 63 항에 있어서,

(f) 상기 의료 센터에서 진단 정보를 상기 서버로 송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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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상기 의료센터에서 수신된 상기 진단 정보를 상기 거치대로 전송하는 단계; 및

(h) 상기 거치대에서 수신된 상기 진단 정보를 상기 휴대용 계측기에 전송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의료기를 이용한 온라인 건강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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