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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은, 사용자의 성장 및 발육의

분석에 사용될 적어도 둘 이상의 생체 신호를 취득하고, 취득된 상기 생체 신호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생체 신호를 분석

하여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생체정보 측정모듈; 및 상기 생체 신호에 응답해서 사용자별 발육 상태 및 성장 수준을 평

가하고, 사용자의 신상 정보 및 상기 평가 결과를 사용자별로 저장 및 관리하는 생체정보 처리모듈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9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의 외관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3은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신장측정모듈의 상세 블록도이다.

  도 4는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의 외관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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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는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의 상세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정보 처리모듈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7은 도 6에 도시된 생체정보 처리모듈이 적용되는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생체정보 처리모듈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9는 도 8에 도시된 생체정보 처리모듈이 적용되는 비만 및 영양 상태 관리 시스템과, 건강정보 관리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생체정보 처리모듈 및 데이터 센터간의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성장 발육 측정 및 분석 방법을 보여

주는 흐름도이다.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사용자 정위치 판정 과정에 대한 상세 흐름도이다.

  도 13은 도 11에 도시된 사용자 신원확인 과정에 대한 상세 흐름도이다.

  도 14는 도 11에 도시된 생체정보측정 과정에 대한 상세 흐름도이다.

  도 15는 도 11에 도시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과정에 대한 상세 흐름도이다.

  도 16은 도 15에 도시된 양의 성장기 판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성장 발육 분석 화면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생체정보 측정모듈 200 : 신장측정모듈

  320 : 신원확인모듈 340 : 체중-체지방 측정 모듈

  500 : 생체정보 처리모듈 600 : 생체정보 처리모듈

  700 : 데이터센터 720 :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300 :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

  1000 :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

  1000' : 비만 및 영양 상태 관리 시스템

  2000 : 건강정보 관리 시스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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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생체정보 측정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아동의 성장과 관련된 생체 정보를 측정 및 관리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성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생체 정보로는 신장, 체중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발육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정보로는 아동의 체지방 측정을 통해 얻어진 비만도 등의 정보를 예로 들 수 있다. 성장 상태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신장, 체중 등의 정보는 인체의 성장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체 정보이며, 발육 상태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체지

방 변수는 개인의 영양 상태를 반영하는 파라미터로서의 활용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체지방 변수는 비만이나

미용 관리의 척도로서도 활용 가치가 뛰어나며, 아동의 발육, 영양 상태 또는 노약자의 영양 상태 등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

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성장 정보와 발육 정보들을 각각 별도의 측정 모듈을 통하여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생체 정보 측정 장치들은 각각 체중, 신장, 체지방 등과 같은 생체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할 뿐, 이들 정보

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즉, 사용자 개개인에 대한 성장·발육 상태를 기간별(예를 들면, 일별, 주별, 월별

등)로 관리해주고, 사용자의 발육 상태에 맞는 맞춤형 운동 정보, 식단, 휴식 등과 같은 대처 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총체적

인 건강 정보는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체 신호 측정 장치들은 사람의 수작업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

에, 어느 정도의 오차가 항시 존재하며, 신장 측정 장치의 조작에 있어서도 사용상의 불편함이 항시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

다. 그리고, 측정 장치 자체가 차지하는 공간 또한 크기 때문에, 측정이 완료된 후의 이동과 보관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

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사용자별로 신장, 체중, 체지방 등의 생체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해당 사용자

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저장되어 온 동종 생체 정보들에 대한 시간 흐름 순의 변이 결과를 보여 줌으로써 아동의 성장 발

육 상태와 아동의 측정 당시 각 상황에 맞는 운동, 휴식, 식단 등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장치가 차지하는 공간이 최소화되고, 휴대, 이동 및 보관

을 용이하여, 가정이나 여행지 등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은 사용자의 성장 및 발육의 분석에 사용될 적어

도 둘 이상의 생체 신호를 취득하고, 취득된 상기 생체 신호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생체 신호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신원

을 확인하는 생체정보 측정모듈; 및 상기 생체 신호에 응답해서 사용자별 발육 상태 및 성장 수준을 평가하고, 사용자의 신

상 정보 및 상기 평가 결과를 사용자별로 저장 및 관리하는 생체정보 처리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아동성장발육 관리 방법은 (a) 사용자가 생체 정보 측정을 위한 정위치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b) 일체화 된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로부터 취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생체 정보를 근거로 하여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단계; (c) 사용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해당 사용자와 관련된 기 등록 데

이터를 로딩하고, 해당 사용자로부터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단계; (d) 측정된 상기 생체 정보를 생체정보 처리모듈로 무선

전송하는 단계; 및 (e) 상기 생체정보 처리모듈이 상기 생체 정보에 응답해서 사용자별 발육 상태 및 성장 수준을 평가하

고, 상기 평가 결과를 사용자별로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1000)의 외관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1000)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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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1000)은 크게 생체정보 측정모듈(100)과 생체정보

처리모듈(500)로 구성되며, 생체정보 측정모듈(100)은 신장측정모듈(200)과,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로

구성된다. 그리고,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은 신원확인모듈(320)과 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40)로 구성된

다. 이들 각각의 모듈에는 무선 통신 포트가 구비되어 있어, 분리된 형태로 상호간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

  생체정보 측정모듈(100)에 구비된 신장측정모듈(200)은 초음파를 이용한 사용자의 신장 측정하고, 사용자별 측정 결과

를 생체정보 처리모듈(500)로 무선 전송한다. 그리고,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은 신장측정모듈(200)에 의

해 신장이 측정되는 동안(또는 신장의 측정에 앞서) 사용자의 손바닥이 접촉되어 있는 손전극(341)과, 사용자의 발바닥과

접촉되어 있는 발전극(342)으로부터 취득된 ECG(Electrocardiogram) 신호(즉, 심전도 신호)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신원

을 확인한다. 그리고, 신원이 확인된 사용자에 대해 체중, 체지방 측정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사용자별 측정 결과를 생체

정보 처리모듈(500)로 무선 전송한다. 이 경우, ECG 신호를 통해 사용자의 신원을 자동을 인식하고, 인식된 해당 사용자

에 대한 정보를 생체정보 처리모듈(500)로 전송하기 때문에, 생체정보의 측정시마다 사용자가 일일이 데이터를 입력시키

고 사용자 등록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럼으로써, 생체정보 처리모듈(500)로 하여금 사용자별 성장·발육 정보, 더 나아가

해당 사용자의 건강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생체정보 처리모듈(500)은 생체정보 측정모듈(100)에 구비되어 있는 무선 통신 포트로부터 송신된 생체 정보들을 수신

하여, 상기 생체 정보들(즉, 신장, 체중, 체지방 정보)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발육 상태를 평가하고, 성장 수준을 평가하며,

해당 사용자의 기간별 성장·발육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수신된 생체 정보 및 분석된 결과를 소정의 데이터 영역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생체정보 처리모듈(500)은 독립적으로 동작되는 스탠드얼론 타입(stand alone type)으로 구성된 장

치로서, PC(Personal Computer), 휴대폰, 손목시계,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의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1000)은, 어디에서나 휴대가 가능하고, 가정이나 여행지 등에서도 쉽

게 착탈이 가능하다. 특히, 상기 시스템(1000)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측정 및 데이터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측정 절차가 쉽고 간단하게 구성되며, 여러 가지 생체 정보를 일괄적인 절차를 통하여 손쉽고 신속 정확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시스템(1000)은 아동의 성장 발육에 대한 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비만, 영

양 상태 등의 건강 정보를 사용자별, 기간별로 관리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각 사용자에게 기간별 정보와 운동 정보, 식단

정보 등과 같은 부가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도 9 참조), 그 대상은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으로도 확대가 가

능하다.

  도 3은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신장측정모듈(200)의 상세 블록도이다.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신장측정모듈(200)은 휴대

가 가능하고, 그 설치가 용이하도록 구현된다. 이를 위해 신장측정모듈(200)은 천장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실내

공간이라면 어디에서든 사용자의 신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도 3을 참조하면, 신장측정모듈(200)은 신장데이터취득부(210),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ADC ; 220), 제어부(230), 신

장측정 수행신호 수신부(240), 및 신장측정 데이터 송신부(250)를 포함한다.

  신장데이터취득부(210)는 도플러효과를 이용하여 초음파를 사용자의 머리 부분에 조사한 후,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를

감지한다.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신장데이터취득부(210)는 사용자에게 초음파를 조사하는 초음파 발신부(212)와,

사용자로부터 반사되어져 오는 초음파를 흡수하는 초음파 수신부(214)로 구성된다.

  신장데이터취득부(210)에서 취득된 아날로그 타입의 초음파 수신 데이터는 ADC(220)를 거쳐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후

제어부(230)로 입력된다. 제어부(230)는 마이크로프로세서나, CPU(Central Processing Unit), DSP(Digital Signal

Processor), 또는 이에 상응하는 프로세서로 구성된다. 제어부(230)는 신장측정 수행신호 수신부(240)를 통해 외부로부

터 받아들인 신장측정 수행신호와, 신장데이터취득부(210)로부터 취득된 초음파 수신 데이터에 응답해서 사용자의 신장

을 계산한다. 이 때 계산되는 사용자의 신장은, 사용자가 소정의 측정 위치에 정위치 하기 전의 실내의 천장과 천장의 수직

하향 방향에 위치한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의 상부 표면까지의 높이에서, 사용자가 측정 위치에 정위치 한

후 실내의 천장과 해당 사용자의 머리 최고 지점까지의 거리를 감산함에 의하여 계산된다. 제어부(230)에서 사용자의 신

장이 계산되고 나면, 계산 결과는 신장측정 데이터 송신부(250)를 통해 생체정보 처리모듈(500)로 무선 전송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장 측정모듈(200)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신장을 비접촉 방식으로 측정함으로써, 사

람의 수작업에 의해 수행되는 신장 측정시 발생하였던 오차와 사용상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신장 측정 장치가 차지하는 공

간을 줄여줌으로써 공간 이용도를 증진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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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는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의 외관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5는 도 1 및 도 2

에 도시된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의 상세 블록도이다.

  도 4 및 도 5를 참조하면,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은 사용자의 체중, 체지방, 및 ECG 신호를 한꺼번에 측

정하는 복합 측정 장치로서, 체중계와 거의 비슷한 외형과 크기를 갖는다.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의 본체

내부에는 체중을 측정하기 위한 하중 센서(Load Cell ; 343)가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

(300)의 본체 상단부에는 체지방 측정용 발전극 2개(342)가 구비되어 있고,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의 본

체 상부 모서리 2곳에는 체지방 측정용 손전극 2개(341)가 구비되어 있다.

  발전극(342)은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 본체의 상단부에 고정된 형태로 제공되는 반면, 손전극(341)과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 본체 사이에는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어, 손전극(341)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

다. 예컨대, 사용자가 손전극(341)을 잡아당기게 되면 본체와 연결된 와이어가 본체로부터 확장되어 손전극(341)이 본체

의 모서리로부터 사용자측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손전극(341)을 놓게되면, 와이어가 신원확인-체중

-체지방 측정 모듈(300) 본체 내부로 되감겨 들어가 손전극(341)은 다시 본체의 모서리 부분으로 복귀하게 된다.

  손전극(341)과 발전극(342)은 체지방 측정과 ECG 측정에 공통으로 사용된다. 사용자가 발전극(342)을 딛고 올라서서

손전극(341)을 끌어올리게 되면,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은 각 생체 신호의 측정에 앞서 ECG 신호를 측정

하여 해당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신원이 확인된 사용자에 대해 체중과, 손전극(341) 및 발전극(342)으로부터 입

력되는 생체 전기 임피던스를 측정한다. 그리고, 측정된 생체 신호를 생체정보 처리모듈(500)로 무선 전송한다.

  즉,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은 신장측정모듈(200)에 의해 사용자의 신장이 측정되는 동안 ECG 신호를 측

정하여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동작과, 사용자의 체중을 읽어 들이는 동작, 그리고 사용자의 손 및 발에 접촉되어 있는

전극들을 이용하여 생체 전기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동작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를 위해 체중-체지방 측정모듈(340)은 손전극(341), 발전극(342), 하중 센서(343), 체중측정부(344), 체지방 측정부

(345), ADC(346), 제어부(347), 및 측정데이터송수신부(348)를 포함한다. 신원확인모듈(320)은 ECG 측정부(322)를 포

함하며, 체중-체지방 측정모듈(340)에 구비되어 있는 손전극(341) 및 발전극(342)을 공유하여 ECG 전극으로 사용하고,

체중-체지방 측정모듈(340)에 구비되어 있는 ADC(346), 제어부(347), 및 측정데이터송수신부(348)를 공유하여 ECG 측

정부(322)에서 취득된 ECG 신호를 처리한다. 이들 각 모듈에서 수행되는 상세 동작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원확인모듈(320)은 ECG 측정부(322)를 통해 손전극(341) 및 발전극(342)으로부터 입력되는 ECG 신호를 소정

의 크기만큼 증폭한 후, 증폭된 ECG 신호를 ADC(346)로 전달한다. ECG 신호의 측정에 사용되는 심전도 기록법으로는 표

준사지 유도 제 1 리드법에 의한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의 전극을 통해 수행될 수 있고, 심전도 기록법의 표준사지 유도 제 2

리드법에 의한 오른쪽 손과 왼쪽 발의 전극을 통해 수행될 수도 있으며, 표준 사지 유도 제 3 리드법에 의한 왼쪽 손과 왼쪽

발의 전극을 통해 수행될 수도 있다.

  제어부(347)는 ADC(346)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ECG 신호를 받아들여 ECG 신호를 분석한 후, 기 등록된 사용자 고유 심

전도 템플릿(template)을 통한 비교 연산을 통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제어부(347)는 신원 확인 결과, 입력된 ECG

신호가 기 등록된 사용자의 ECG 신호와 일치하는 경우, 생체정보 처리모듈(500)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사용자에 대한 신

상정보(예를 들면, 사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혈액형, 기본 병력 사항 등의 정보)를 측정데이터송수신부(348)를 통해

로딩한다. 그 결과, 아동의 성장발육 관리에 필요로 하는 정보, 예컨대 사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혈액형, 기본 병력

사항 등의 정보를 생체 정보를 측정할 때마다 반복 입력하지 않고도 사용자별 성장 발육 정보, 비만 정보, 영양 상태 정보

등을 사용자별로 저장 및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사용자 인식에 사용되는 정보는 사용자로부터 취득된 ECG 신호

외에도 사용자로부터 취득된 체중정보, 생체 전기 임피던스 정보, 및 체지방 정보 등을 모두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체중-체지방 측정모듈(340)을 구성하는 각 기능 블록들의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중측정부(344)는 사용자가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 위에 올라섰을 때 하중 센서(343)에 의해 감지된

사용자의 체중 데이터를 입력받고, 입력된 데이터를 소정의 크기만큼 증폭하여 ADC(346)로 전달한다. 이 때 체중측정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사용자가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에 올라 선 후 사용자의 손이 손전극(341)과 접촉되기

전의 수 초 동안에 취득된 데이터로서, 제어부(347)는 ADC(346)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체중 데이터를 입력받고, 입력된

체중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하여 사용자의 체중을 산출한다. 그리고, 산출된 체중 정보는 측정데이터송수신부(348)를 통해

생체정보 처리모듈(500)로 무선 전송되어 각 사용자별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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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지방 측정부(345)는 사용자가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에 구비된 발전극(342)과 손전극(341)에 모두 접

촉하게 되면, 사용자의 생체 전기 임피던스(Bio-electrical Impedance)를 측정한다. 생체전기 임피던스 측정법이란 인체

에 전극(341, 342)을 접촉시키고, 인체 내로 약한 교류전류를 흘려주면서 인체의 전기 저항 혹은 임피던스를 측정함으로

써 인체의 수분량, 근육량, 지방량 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체지방 측정부(345)는 두 전극(341, 342) 사이에 소

정의 전류를 흘려보내 주는 전류원(3451), 두 전극(341, 342) 양단 간의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 측정장치(3452), 및 전압

측정장치(3452)에서 측정된 전압을 소정의 크기만큼 증폭시켜주는 증폭기(3453)를 구비한다. 체지방 측정부(345)에서

측정된 생체 전기 임피던스 데이터는 증폭기(3453)를 통해 소정의 크기만큼 증폭되어 ADC(346)로 전달된다. 제어부

(347)는 ADC(346)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생체 전기 임피던스 데이터를 입력받고, 입력된 생체 전기 임피던스 데이터로부

터 체지방 성분을 분석한다. 분석된 체지방 정보는 측정데이터송수신부(348)를 통해 생체정보 처리모듈(500)로 무선 전송

되어 각 사용자별로 관리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정보 처리모듈(500)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고, 도 7은 도 6에 도시된 생체

정보 처리모듈(500)이 적용되는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1000)의 전체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먼저 도 6을 참조하면, 생체정보 처리모듈(500)은 데이터 수신부(510), 데이터 저장부(520), 데이터 연산부(530), 데이

터 표시부(540), 디지털 IO(550), 및 전원 공급부(570)로 구성되어, 생체정보 측정모듈(100)로부터 무선으로 송신되어 오

는 생체 정보들에 대한 분석, 저장,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수신부(510)는 그 내부에 무선 데이터 수신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 생체정보 측정모듈(100)로부터 송신된 생체

정보를 무선으로 받아들인다. 데이터 저장부(520)는 데이터 수신부(510)에서 수신된 생체 정보를 각 사용자별로 분류하여

저장한다. 데이터 연산부(530)는 수신된 생체 정보에 대한 통계처리 및 소정의 분석 알고리즘의 수행을 통해 사용자(예를

들면, 아동)에 대한 성장·발육 정보를 분석한다. 데이터 연산부(530)에서 수행된 분석 결과는 데이터 저장부(520)에 전달

되어 각 사용자별로 저장되고, 상기 분석 결과 또는 데이터 저장부(520)에 저장되어 있는 생체 정보는 데이터 표시부(540)

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이를 위해 데이터 표시부(540)는 관련 정보를 음성 정보로 출력하는 스피커(미 도시됨)와,

분석된 생체 정보를 화면 정보로 출력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예컨대, LCD(Liquid Crystal Display) 등)를 구비한다. 디지

털 IO(550)는 데이터 수신부(510), 데이터 저장부(520), 데이터 연산부(530), 및 데이터 표시부(540)의 데이터 입출력을

제어하고, 전원 공급부(570)는 생체정보 처리모듈(500)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한다.

  계속해서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생체정보 처리모듈(500)은 생체정보 측정모듈(100)과 함께 아동성장발육 관

리시스템(1000)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생체정보 측정모듈(100)에서 측정된 신장, 체중, 체지방 등의 생체 정보를 무선

으로 받아들여 이를 분석하고, 사용자별로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생체정보 처리모듈(500)은 사용자의 성장

발육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용 플랫폼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휴대폰이나, PDA, 손목 시계형 휴대 단말기 등으로 구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성장발육 관리시스템(1000)은 생체정보 처리모듈(500)이 생체정보 측정모듈(100)은 물론 원격지의 데

이터 센터(도 9의 700 참조)와 연동되어 동작할 수 있도록 그 구성을 확장함으로써,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의 비만 및 영양

상태 관리 서비스와, 건강정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확장된 기능을 가진 생체정보 처

리모듈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생체정보 처리모듈(600)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고, 도 9는 도 8에 도시된 생

체정보 처리모듈(600)이 적용되는 비만 및 영양 상태 관리 시스템(1000')과, 건강정보 관리 시스템(2000)의 구성을 보여

주는 블록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생체정보 처리모듈(600)은 생체정보 측정모듈(100)로부터 무선으로 송신되어 오는 생체 정보들을 분

석하여 비만 및 영양 상태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는 기능과, 데이터센터(도 9의 700 참조)로부터 무선 송신되어 오는 사용

자별 건강 관리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생체정보 처리모듈(600)은 데이터 수신부(610), 데

이터 저장부(620), 데이터 연산부(630), 데이터 표시부(640), 디지털 IO(650), 데이터 송신부(660) 및 전원 공급부(670)

를 포함한다.

  데이터 수신부(610)는 생체정보 수신부(612)와 건강정보 수신부(614)로 구성되어, 생체정보 측정모듈(100)로부터 송신

된 생체 정보와, 데이터센터로부터 송신된 사용자별 건강 관리 정보를 각각 받아들인다. 데이터 저장부(620)는 생체정보

저장부(622)와 건강정보 저장부(624)로 구성되어, 생체정보 수신부(612)와 건강정보 수신부(614)에서 수신한 생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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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용자별 건강 관리 정보를 각각 저장한다. 특히, 상기 생체정보 처리모듈(600)이 적용되는 비만 및 영양 상태 관리 시

스템(1000')과, 건강정보 관리 시스템(2000)에는 사용자 인식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부(620)는 사용자 인

식 결과에 따라서 생체 정보와 건강 관리 정보를 사용자별로 관리하게 된다.

  데이터 연산부(630)는 수신된 생체 정보에 대한 통계처리 및 소정의 분석 알고리즘의 수행을 통해 사용자(예를 들면, 아

동)에 대한 비만 및 영양 관리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다. 데이터 연산부(630)에서 수행된 분석 결과는 데이터 저장부(620)

에 전달되어 각 사용자별로 저장되고, 디지털 IO(650)와 데이터 송신부(660)를 통해 데이터 센터로 무선 전송된다. 한편,

상기 분석 결과 또는 데이터 저장부(620)에 저장되어 있는 생체 정보는 데이터 표시부(640)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이를 위해 데이터 표시부(640)는 관련 정보를 음성 정보를 출력하는 스피커(미 도시됨)와, 분석된 생체 정보를 화면 정보

로 출력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예컨대, LCD(Liquid Crystal Display) 등)를 구비한다.

  데이터 송신부(660)는 생체정보 전송부(662)를 구비하여 데이터 연산부(630)에서 분석된 생체정보의 분석 결과를 데이

터 센터(700)로 전송한다. 그리고, 디지털 IO(650)는 데이터 수신부(610), 데이터 저장부(620), 데이터 연산부(630), 데이

터 표시부(640), 및 데이터 송신부(660)의 데이터 입출력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전원 공급부(670)는 생체정보 처

리모듈(600)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도 8에 도시된 생체정보 처리모듈(600)은 도 6에 도시된 생체정보 처리모듈(500)과 같은 사용자별 생체정보 처

리 및 관리 기능 외에도, 원격지 데이터 센터와의 건강 정보(신장, 체중, 체지방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각 사용자에 대

한 기간별 맞춤형 건강 정보)의 교환 및 관리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사용자별 성장·발육 정보, 더 나아가 해당 사용자의

건강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계속해서 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생체정보 처리모듈(600)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체정보 측정모듈(100)

과 함께 비만 및 영양 상태 관리 시스템(1000')과, 건강정보 관리 시스템(2000)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생체정보 측정모

듈(100)에서 측정된 신장, 체중, 체지방 등의 생체 정보를 무선으로 받아들여 이를 분석하고, 사용자별로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생체정보 처리모듈(600)은 데이터 센터(700)와 함께 건강정보 관리시스템(2000)의 일부분으로 구성되

어, 생체정보 측정모듈(100)로부터 무선으로 송신되어 오는 생체 정보들에 대한 분석, 저장, 및 관리 기능과, 데이터센터

(700)로부터 무선 송신되어 오는 사용자별 건강 관리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생체정보 처리모

듈(600)은 사용자의 성장 발육 정보(또는 비만 및 영양 관리 정보)와 건강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용 플랫폼으로 구

현할 수 있으며, 휴대폰이나, PDA, 손목 시계형 휴대 단말기 등으로 구현할 수 있다.

  데이터 센터(700)는 생체정보 처리모듈(600)의 원격지에 위치하며, 데이터 센터(700)의 내부에는 건강정보 데이터베이

스(720)가 구비되어 있어, 각 사용자에 대한 건강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한다.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생체정보 처리모듈(600) 및 데이터 센터(700)간의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데이터 센터(700)는 생체정보 처리모듈(600)로부터 전송되는 생체 정보(예를 들면, 신장, 체중, 체지

방 정보 등)와, 사용자 신상 정보(예를 들면, 성별, 연령, 기본 병력 사항 등)를 근거로 하여 사용자의 기간별(일별, 주별, 월

별 등) 건강 관리 정보를 분석하고, 기타 목적의 통계처리 및 분석 알고리즘을 수행한 후, 수행 결과를 사용자별로 구분하

여 건강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720)에 저장한다. 그리고, 건강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720)에 저장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

자별 건강관리 정보를 다시 생체정보 처리모듈(600)로 전송해 줌으로써, 생체정보 처리모듈(600)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건

강 관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센터(700)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리 정보는 음성 메시지, 문자

메시지, 전자 메일 등의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데이터 센터(700)에 로그인하여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도 있

다.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1000)에서 수행되는 성장 발육 측정 및 분석 방법

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1000)은 측정에 앞서 사용자가 생체 정보 측정을 위한 정위치에 위치해 있

는지 여부를 판정하고(1100 단계), 일체화 된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ECG 신호를

취득하여 현재 측정에 임하고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별하는 신원 확인 과정을 수행한다(1200 단계). 이 때 수행되는

신원 확인 과정은 ECG 신호 외에도 사용자로부터 취득된 체중정보, 생체 전기 임피던스 정보, 및 체지방 정보 등을 모두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1200 단계에서 사용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해당 사용자와 관련된 기 등록 데이터가 로딩되고

(1300 단계), 측정을 위한 준비 과정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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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생체정보 측정모듈(100)을 통해 생체 정보(예를 들면, 신장, 체중, 체지방 정보 등)가 측정되고(1400 단계), 측정

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판별된다(1500 단계), 1500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측정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면 1400 단계

로 되돌아가서 생체 정보 측정을 다시 수행하고, 측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측정된 생체 정보를 생체정보 처리모듈

(500)로 무선 전송한다(1600 단계).

  계속해서, 생체정보 처리모듈(500)은 생체정보 측정모듈(100)로부터 전송된 생체 정보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분석한 후(1700 단계), 분석된 결과를 사용자별로 저장한다(1800 단계). 1800 단계에서 저장되는 상기 분석 결과는 생체

정보 처리모듈(500) 내에 사용자별로 구분되어 저장될 수도 있고, 원격지에 위치해 있는 데이터 센터(700) 내에 데이터베

이스 형태로 저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장된 사용자별 생체 정보는 생체정보 처리모듈(500)을 통해 음성 메시지, 문자 메

시지, 전자 메일 등의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며(1900 단계), 사용자가 데이터 센터(700)에 로그인하여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사용자 정위치 판정 과정에 대한 상세 흐름도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1000)은 사용자 정위치 판정을 위해 먼저 신장측정모듈

(200)의 수직 정위치를 설정한다(1101 단계). 1101 단계에서 수행되는 수직 정위치 설정은 신장 측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초음파 발신부(212)와 초음파 수신부(214)가 실내의 천장과 바닥면 사이에 정상적으로 설정되었는지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시스템(1000)을 초기화할 때 이루어진다.

  이어서, 초음파 발신부(212)에서 발신된 초음파 신호의 90% 이상이 초음파 수신부(214)에서 감지되면, 신장 측정 모듈

(200)이 정상 설치된 것으로 판단한다(1102 단계).

  1102 단계에서 신장 측정 모듈(200)이 정상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면, 신장 측정의 수행을 대기시키고(1103 단계), 일체

화 된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의 손, 발전극(341, 342)을 각각 사용자의 손, 발에 접촉시킨다(1104 단계).

그리고 나서,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의 손, 발전극(341, 342)이 사용자의 손, 발에 정상적으로 접촉되었는

지를 파악하여 전극의 접촉 상태가 정상인지 여부를 판별한다(1105 단계). 예를 들어, 체지방 측정시 4개 혹은 8개의 전극

이 사용자의 손, 발에 정상적으로 접촉되면 포화상태였던 생체 전기 임피던스에 전압 강하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 같은

전압 강하가 발생된 후, 수 초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상이 발생되지 않으면, 전극들의 접촉 상태를 정상으로 판정한다.

  1105 단계에서 전극의 접촉 상태가 정상으로 판정되면, 일체화된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은 신장 측정 모

듈(200)에 구비되어 있는 초음파 발신부(212)로 전극의 접촉 상태가 양호하다는 신호(즉, 접속 상태 정상 신호)를 전송하

고(1106 단계), 그 동안 측정 대기 중이던 신장 측정 모듈(200)은 대기 상태를 종료하고 구동 준비를 완료한다(1107 단

계).

  도 13은 도 11에 도시된 사용자 신원확인 과정에 대한 상세 흐름도이다.

  도 13을 참조하면,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1000)에 구비된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은 사용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먼저 사용자의 손, 발에 접촉된 손전극(341) 및 발전극(342)을 통해 ECG를 측정하고(1201 단계), ECG 측정

에 사용되는 리드가 탈락되었거나, 측정에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한다(1202 단계). 1202 단계에서의 검사 결

과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1201 단계로 되돌아가서 ECG 신호를 재측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어부(347)를 통해

ECG 측정부(322)로부터 측정된 ECG 신호와 미리 저장되어 있는 ECG 템플릿을 비교하여 일치되는 것이 존재하는지 여부

를 판별한다(1203 단계).

  이 경우, 사용자의 신원 확인에 사용되는 ECG 템플릿은,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 내에 신상정보 저장부를

구비하여 저장할 수도 있고, 시스템의 구성에 따라서 생체정보 처리모듈(500) 또는 원격지에 존재하는 데이터 센터(700)

내에 저장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는 신상 정보 저장부를 생체정보 처리모듈(500)에 구성함으로써 생체정보 측정모듈

(100)과 함께 연동되도록 한다. 즉, 신상 정보 저장부는 생체정보 처리모듈(500)에 일체형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고, 생체

정보 처리모듈(500)과는 별도로 구성된 전자 기록 카드 등의 휴대용 전자 기록 매체를 판독할 수 있는 전자 기록 판독장치

형태의 독립된 디바이스로 구현 할 수 도 있다.

  계속해서, 1203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일치하는 ECG 템플릿이 존재하는 경우,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

은 생체정보 처리모듈(500)로부터 해당 사용자의 정보(예를 들면, 이름, 생년월일, 성별, 혈액형, 기본 병역사항 등)를 로

딩해 온다(1300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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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은 사용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심전도 표준 사지 유도법에 의해 일정 시간 동

안 획득된 심전도 데이터를 기록하고, 기록된 사용자의 심전도 데이터와 기 입력되어 있는 사용자별 심전도 템플릿의 비교

연산을 수행한 후, 가장 상관성이 높은 사용자의 건강 정보 기록 사항을 로딩함으로써 신원 확인 과정을 완료하게 된다. 이

와 같이 심전도 신호를 사용자의 신원 확인에 사용하는 기술은 2002년에 T.W. Shen, W.J. Tompkins, 및 Y.H.Hu에 의해,

2nd Joint Conference of the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and the Biomedical Engineering

Society에 실린 논문, "One-Lead ECG For Identity Verification"등에 개시되어 있다.

  신원 확인을 위한 심전도 기록은 심박동이 20회에서 30회 정도까지 진행되는 약 20초에서 30초 동안 진행된다. 그리고,

기록이 완료되면 템플릿 매칭(Template matching)과 뉴랄 네트워크(Neural network)등의 학습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그

상관성을 분석하게 된다. 템플릿 매칭에 사용하는 심전도 매칭 파라미터로는 QRS onset, P duration, QRS duration, R

duration, S duration, ST slope, QRS p-p amplitude, T amplitude, ST amplitude 등이 사용되며, ECG 신호의 학습을

통한 사용자 인식 방법은 1998년, Biel, L., Pettersson, O., Philipson, L. 및 Wide, P.에 의해 Proc. IEEE

Instrumentation & Measurement Technology Conference, to be presented in Venice, Italy에 실린 논문, "ECG

analysis: A new approach in human identification" 등에 개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용자를 인식함에 있어서 ECG 신호를

사용하는 것은 일 예에 불과하며, ECG 신호 외에도 사용자로부터 취득된 체중정보, 생체 전기 임피던스 정보, 및 체지방

정보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사용자 인식에 의하면, 생체정보의 측정시마다 사용자 신상 정보를 일일이 입력시키고 사용자 등록을 수행하지

않더라고, ECG 신호를 통해 사용자의 신원을 자동을 인식하고, 인식된 해당 사용자별로 성장·발육 정보, 더 나아가 해당

사용자의 건강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도 14는 도 11에 도시된 생체정보측정 과정에 대한 상세 흐름도이다.

  도 14를 참조하면,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1000)에 구비된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은 생체정보측정을

위해 먼저 사용자의 손, 발에 접촉된 손전극(341) 및 발전극(342)의 접촉 상태가 정상인지 여부를 판별한다(1401 단계).

1401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손, 발전극(341, 342)의 접촉 상태에 오류가 발생된 경우에는 다시 측정하라는 간단한 음성

메시지 등을 출력한다. 그리고, 접촉 상태가 정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신장측정모듈(200)을 통해 사용자의 신장을

측정하고(1402 단계),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을 통해 사용자의 체중을 측정한다(1403 단계).

  그리고 나서, 사용자의 손, 발에 접촉된 손, 발전극(341, 342)으로부터 생체 전기 임피던스를 측정한 후, 측정된 생체 전

기 임피던스 값과, 1402 단계에서 측정된 신장 정보, 및 1403 단계에서 측정된 체중 정보를 이용하여 체지방 측정을 수행

한다(1404 단계).

  이어서, 측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1405 단계), 측정 오류가 존재하지 않으면 측정된 데이터를 생체정보

처리모듈(500)로 무선 전송한다(1600 단계).

  도 15는 도 11에 도시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과정에 대한 상세 흐름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

(1000)에서 수행하는 아동의 성장 발육 평가는 아래의 [표1]과 같이 발육 상태 평가, 성장 수준 평가, 양의성장 진입기 및

양의 성장기 판정, 그리고 기간별 성장 발육 변화 추이 분석으로 구분된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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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5를 참조하면, [표 1]에 표시된 아동 성장 발육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1000)에 구비된 생

체정보 처리모듈(500)은 먼저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300)로부터 측정된 생체 정보(즉, 체중, 체지방, 신장 등)

를 수신하고(1701 단계), 아래의 [수학식 1]과 같이 BMI(Body Mass Index)를 계산한다(1702 단계).

  

수학식 1

BMI =체중(kg)/신장(m)의 제곱

  1702 단계에서 BMI가 계산되고 나면, 해당 년도의 성별 및 연령별 BMI 테이블을 근거로 하여 체중 및 비만도가 분석된

다(1703 단계). 이 때 사용되는 BMI 테이블은 해당 년도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갱신된 BMI 테이블로 대체할 수 있다. [표

2]는 BMI 테이블의 일 예를 보여준다.

  

표 2.

  1703 단계에서 수행되는 아동의 비만도 분석은 크게 BMI 테이블에 근거한 비만도 판정과, 생체 전기 임피던스(Bio-

electric Impedance)에 근거한 비만도 판정으로 구분된다. 즉, 1703 단계에서는 BMI 테이블에 근거한 비만도 판정을 먼

저 수행한 후, 생체 전기 임피던스를 근거로 한 비만도 판정을 선택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에 대한 보다 정확

한 비만 정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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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 전기 임피던스 측정법은, 흔히 발목, 발, 손목, 손등에 4개의 표면전극을 부착한 후, 사용자가 감지할 수 없는 미세

전류를 손과 발에 흘려주고, 손목과 발목으로부터 전압을 검출한다. 그리고 나서, 전극간의 인체 조직을 통해 흐르는 전기

전도도(즉, 측정된 전압)를 가지고 체지방율을 환산해 내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생체 전기 임피던스 측정법은 수중 체중 측정법을 통해 얻은 체지방율과 높은 상관관계(r= 0.90 ~0.94)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른 사람의 경우 체지방율 방정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체지방이 과대 평가되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BMI를 통해 과체중과 비만도를 가늠한 후, 과체

중과 비만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해 생체 전기 임피던스를 근거로 한 비만도 판정을 한 번 더 수행해 줌으로써, 사용자 발

육 상태에 대한 건강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계속해서, 1703 단계에서 비만도가 분석되고 나면 그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용자의 발육 상태를 평가한다(1704 단

계). 1704 단계에서는 체지방율이 낮은 집단과, 체지방율이 정상인 집단, 그리고 체지방율이 높은 집단의 세 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별 발육 상태를 판단한다. [표 3]에서는 체지방율을 근거로 하는 세 개의 그룹

에 대한 정의를 보여준다.

  

표 3.

  이어서, 사용자의 성장 수준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기 시작하고(1705 단계), 성별, 연령별 평균 성장 대비 사용자 성장 수

준이 평가된다(1706 단계). 1706 단계에서 수행되는 성장 수준의 평가는 성별 연령별 평균 신장대비 성장수준 평가와, 성

별 연령별 평균 체중대비 성장수준 평가로 나뉘어 지며, 아래의 수학식에 의해 각각 계산된다.

  

수학식 2

성별 연령별 평균 신장대비 성장수준

  = {(성별 연령별 평균 신장 - 사용자 신장)/(성별 연령별 평균 신장)}*100(%)

  

수학식 3

성별 연령별 평균 체중대비 성장수준

  = {(성별 연령별 평균 체중 - 사용자 체중)/(성별 연령별 평균 신장)}*100(%)

  [수학식 2] 및 [수학식 3]에 표시된 바와 같이, 1706 단계에서는 평균 성장 정보(신장, 및 체중)와 해당 사용자의 성장

정보를 비교하여 이를 백분율로 표시함으로써, 그 성장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1706 단계에서 사용자의 성장 수준이 평가되고 나면, 양의 성장기를 판정한다(1707 단계).

  도 16은 도 15에 도시된 양의 성장기 판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6을 참조하면, 사용자의 연령이 6세 이후가 된 이후에, 최근 6개월 내의 신장 증가율 곡선의 기울기가 음(-) 또는 영

(0)에서 양(+)으로 전환되면, 그 변곡점 부분(도 16의 화살표 참조)을 양의 성장 진입기로 판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곡선의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를 6개월 이상 유지하거나, 또는 더 급격한 양의 기울기로 전개될 경우, 이를 양의 성장기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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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도 15를 참조하면, 1707 단계에서 양의 성장기가 판정되고 나면, 기간별 생체 정보의 변화를 분석하여 기간별 생체

정보와 발육 상태의 추이를 분석하고(1708 단계), 사용자별 데이터를 호출해 온다(1709 단계).

  즉, 본 발명에 따른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1000)에서는 사용자별 생체 정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순시 데이터(즉, 그

때 그때의 순간적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발육 상태와 성장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들을 사용자별

로 저장하고 있다가, 해당 사용자에 대한 각 분석 결과들을 기간별로 누적 집계하여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도 1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성장 발육 분석 화면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7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1000)은 각 사용자에 대한 기간별 생체 정보의 변화 추이와, 그것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기간별 변화 추이와, 이와 관련된 건강 정보와 더불어 각 사용자에게 필요한 운동 처방, 식단 정보 등을 제공

한다. 그리고, 원격지간 건강 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센터(700)와 함께 연동되어 운동 관련 스포츠 센터 정보, 질

병 관련 전문 진료기간 정보, 전문 의료인과의 진료 예약까지도 가능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1000)은, 사용자별로 신장, 체중, 체지방 등의 생체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해당 사용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저장되어 온 동종 생체 정보들에 대한 시간 흐름 순의 변이

결과를 보여 줌으로써 아동의 성장 발육 상태와 아동의 측정 당시 각 상황에 맞는 운동, 휴식, 식단 등의 대처 방안 등에 대

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같은 건강 정보 관리 기능은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생체 신호를 측정에 소요되는 공간 및 장치의 크기가 최소화되도록 구성되기 때문에, 휴대, 이

동 및 보관이 용이하여, 가정이나 여행지 등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

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 저장되고 실행

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

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

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

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

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에 의하면, 사용자별로 신장, 체중, 체지방 등의 생체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해당 사용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저장되어 온 동종 생체 정보들에 대한 시간 흐름 순의 변이

결과를 보여 줌으로써 아동의 성장 발육 상태와 아동의 측정 당시 각 상황에 맞는 운동, 휴식, 식단 등의 대처 방안 등에 대

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생체 신호를 측정에 소요되는 공간 및 장치의 크기가 최소화되어, 휴대,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하므로, 가정이나 여

행지 등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의 성장 및 발육의 분석에 사용될 적어도 둘 이상의 생체 신호를 취득하고, 취득된 상기 생체 신호들 중 적어도 하

나 이상의 생체 신호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생체정보 측정모듈; 및

  상기 생체 신호에 응답해서 사용자별 발육 상태 및 성장 수준을 평가하고, 사용자의 신상 정보 및 상기 평가 결과를 사용

자별로 저장 및 관리하는 생체정보 처리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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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은

  상기 생체정보 처리모듈로부터 상기 생체 정보와, 상기 사용자 신상 정보, 및 상기 사용자별 발육 상태 및 성장 수준 평가

결과를 받아들여, 사용자의 건강 상태 및 건강 관리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상기 사용자의 건강 관련 정보를 소정

의 기간별로 제공해주는 데이터센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정보 측정모듈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신장을 측정하는 신장측정모듈; 및

  상기 사용자의 심전도, 체중, 및 생체 전기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측정된 상기 심전도를 분석하여 상기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상기 생체 전기 임피던스로부터 체지방 수치를 분석하는 기능들이 일체화된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신장측정모듈은

  초음파를 사용자의 머리 부분에 조사한 후,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를 감지하는 신장데이터취득부;

  상기 신장데이터취득부에서 취득된 아날로그 타입의 초음파 수신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털 컨

버터;

  외부로부터 신장측정 수행신호를 받아들이는 신장측정 수행신호 수신부;

  상기 신장측정 수행신호와 상기 디지털 초음파 수신 데이터에 응답해서 상기 사용자의 신장을 계산하는 제어부; 및

  계산된 상기 신장 데이터를 상기 생체정보 처리모듈로 무선 전송하는 데이터 송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

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은

  측정된 상기 심전도와 기 등록된 사용자 고유 심전도 템플릿과의 비교 연산을 통해 상기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신원

확인모듈; 및

  상기 사용자의 체중, 및 생체 전기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측정된 상기 생체 전기 임피던스로부터 체지방 수치를 분석하는

체중-체지방 측정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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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체중-체지방 측정 모듈은

  상기 사용자의 손에 접촉되어 상기 심전도 및 상기 생체 전자 임피던스 데이터를 취득하는 손전극;

  상기 사용자의 발에 접촉되어 상기 심전도 및 상기 생체 전자 임피던스 데이터를 취득하는 발전극;

  상기 사용자의 발에 접촉되어 체중 데이터를 취득하는 하중 센서;

  상기 하중센서로부터 취득된 상기 체중 데이터를 소정의 크기만큼 증폭시키는 체중측정부;

  상기 손전극 및 발전극으로 미량의 전류를 흘려주고 양단간의 전압을 측정하여 상기 생체 전자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측

정된 상기 생체 전자 임피던스 데이터를 소정의 크기만큼 증폭시키는 체지방 측정부;

  상기 체중측정부 및 상기 체지방 측정부로부터 증폭된 상기 체중 데이터 및 상기 생체 전자 임피던스 데이터를 디지털 형

태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입력된 상기 디지털 형태의 체중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하여 사용자의 체중을 계산하고, 디지털 형태의 상기 생체 전자 임

피던스를 분석하여 체지방을 계산하는 제어부; 및

  상기 제어부에서 계산된 상기 체중 및 상기 체지방 정보를 상기 생체정보 처리모듈로 무선 전송하고, 상기 생체정보 처리

모듈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이터 송수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성장발육 관리시

스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신원확인모듈은

  상기 손전극 및 발전극을 통해 취득된 상기 심전도 신호를 소정의 크기만큼 증폭하는 심전도 측정부를 포함하며,

  상기 심전도 측정부에서 증폭된 상기 심전도 신호는, 사용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상기 제어부에서 상기 심전도 템플릿과

비교되고,

  상기 사용자의 신상정보는 상기 측정 데이터 송수신부를 통해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정보 처리모듈은

  상기 생체정보 측정모듈로부터 송신된 상기 생체 정보를 무선으로 받아들이는 데이터 수신부;

  수신된 상기 생체 정보를 사용자별로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부;

  상기 생체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별로 발육 상태 및 성장 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사용자의 기간별 성장·발육 변화 추이

를 분석하는 데이터 연산부;

  상기 분석 결과를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데이터 표시부;

  상기 데이터 수신부, 상기 데이터 저장부, 상기 데이터 연산부, 및 상기 데이터 표시부의 데이터 입출력을 제어하는 디지

털 IO;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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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생체정보 처리모듈에서 필요로 하는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성장발육 관

리시스템.

청구항 9.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정보 처리모듈은

  상기 데이터센터에게 상기 생체 정보와, 상기 사용자 신상 정보, 및 상기 사용자별 발육 상태 및 성장 수준 평가 결과를 무

선으로 전송하는 데이터 송신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데이터 수신부를 통해 상기 데이터센터에서 제공되는 상기 건강 관련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정보 처리모듈은

  독립적으로 동작되는 스탠드얼론 타입(stand alone type)의 장치, PC(Personal Computer), 휴대폰, 손목시계, 및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중 어느 하나의 형태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

청구항 11.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센터는 사용자별로 상기 건강 관리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건강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건강 관리 정보는 음성 메시지, 문자 메시지, 및 전자 메일 중 어느 하나의 형식으로 상기 생체정보 처리모듈에게 제

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성장발육 관리시스템.

청구항 12.

  (a) 사용자가 생체 정보 측정을 위한 정위치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b) 일체화 된 신원확인-체중-체지방 측정 모듈로부터 취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생체 정보를 근거로 하여 사용자의 신

원을 확인하는 단계;

  (c) 사용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해당 사용자와 관련된 기 등록 데이터를 로딩하고, 해당 사용자로부터 생체 정보를 측정하

는 단계;

  (d) 측정된 상기 생체 정보를 생체정보 처리모듈로 무선 전송하는 단계; 및

  (e) 상기 생체정보 처리모듈이 상기 생체 정보에 응답해서 사용자별 발육 상태 및 성장 수준을 평가하고, 상기 평가 결과

를 사용자별로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성장발육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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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아동성장발육 관리 방법은

  (f) 상기 생체정보 처리모듈가 상기 생체 정보, 상기 사용자 신상 정보, 및 상기 사용자별 발육 상태 및 성장 수준 평가 결

과를 데이터 센터로 무선 전송하는 단계; 및

  (g) 상기 데이터 센터가 상기 생체 정보, 상기 사용자 신상 정보, 및 상기 사용자별 발육 상태 및 성장 수준 평가 결과를 받

아들여, 사용자의 건강 상태 및 건강 관리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분석된 상기 사용자의 건강 관련 정보를 소정의

기간별로 제공해주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성장발육 관리 방법.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e-1) 상기 생체 정보에 응답해서 BMI(Body Mass Index)를 계산하고 , 해당 년도의 성별 및 연령별 BMI 테이블을 근거

로 하여 체중 및 비만도를 분석하는 단계;

  (e-2) 상기 (e-1) 단계에서의 분석 결과 상기 사용자가 비만으로 판명된 경우, 상기 사용자로부터 측정된 생체 전자 임피

던스를 근거로 하여 체중 및 비만도를 분석하는 단계;

  (e-3) 사용자의 성별, 연령별 평균 신장 및 체중을 근거로 하여 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단계;

  (e-4) 상기 사용자의 신장 증가율을 고려하여 양의 성장 진입기를 및 양의 성장기를 판정하는 단계; 및

  (e-5) 상기 (e-1) 내지 상기 (e-4) 단계에서 분석된 결과에 대한 소정의 기간 동안의 추이를 분석하여 기반별 생체정보

변화를 분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성장발육 관리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양의 성장 진입기는 상기 사용자의 연령이 6세 이후가 된 이후에, 최근 6개월 내의 신장 증가율 곡선의 기울기가 음

(-) 또는 영(0)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성장발육 관리 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양의 성장기는 상기 양의 성장 진입기를 기준으로 하여 곡선의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를 6개월 이상 유지하거나, 또

는 더 급격한 양의 기울기로 전개되는 구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성장발육 관리 방법.

청구항 17.

  제 12 항 내지 제 16 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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