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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태그를 갖는 아이템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캐비넷용 RFID는 적어도 하나의 록킹 전면 도어를 갖는 캐비넷을 포함

한다. RFID 검출기는 상기 캐비넷 내에 배치된 각 아이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되고, 캐비넷 내부에 위치된다. 컴퓨터

는 상기 RFID 캐비넷에 결합되고 상기 전면 도어의 개폐를 제어하며, 사용자를 식별하는 입력을 수신하도록 구성된다. 이

러한 방식으로, 컴퓨터는 RFID 검출기에 의해 상기 RFID 태그들로부터 판독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기록하도록 구성된

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개특허 10-2007-0049148

- 1 -



RFID 태그를 갖는 아이템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RFID 캐비넷(cabinet)으로서,

후면, 제 1 측면, 제 2 측면, 상부, 하부 및 적어도 하나의 록킹(locking) 전면 도어를 포함하는 캐비넷;

상기 캐비넷 내에 배치된 각 아이템을 모니터링하고 상기 캐비넷 내에 배치된 상기 아이탬들 중 적어도 일부에 위치된

RFID 태그에 내장된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RFID 검출기 - 상기 RFID 검출기는 상기 RFID 캐비넷의 내부에 위치됨 -;

및

상기 RFID 캐비넷에 결합된 컴퓨터 - 상기 컴퓨터는 상기 록킹 전면 도어의 개폐를 제어하고, 상기 컴퓨터는 사용자를 식

별하는 입력을 수신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컴퓨터는 상기 RFID 검출기에 의해 상기 RFID 태그들로부터 판독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기록하도록 구성됨 -

를 포함하는 RFID 캐비넷.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캐비넷은 상기 RFID 캐비넷의 내부에서 상기 RFID 검출기에 의해 생성되는 RFID 필드를 한정하는 물질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캐비넷.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측면, 상기 제 2 측면, 및 상기 록킹 전면 도어는 투명 물질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캐비넷.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물질은 상기 RFID 필드가 상기 캐비넷 내에 포함되도록 전도성 물질로 차단(screen)되지만, 사용자는 상기 투

명 물질을 통해 상기 캐비넷을 볼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캐비넷.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측면들은 와이어 메시(wire mesh)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캐비넷.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측면들은 투명 플라스틱 및 와이어 메시의 조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캐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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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아이템이 상기 RFID 캐비넷 내부로부터 제거되는지 여부를 상기 RFID 캐비넷이 결정할 수 있도록, 상기 RFID 검출기는

시간 주기에서 상기 캐비넷 내에 배치된 각 아이템을 스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캐비넷.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주기는 2초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캐비넷.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를 상기 RFID 캐비넷에 결합하기 위한 방법은 이더넷, 무선, 광 적외선, 시리얼 케이블, 또는 USB 케이블을 포

함하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캐비넷.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를 식별하는 입력은 사용자 ID와 패스워드, RFID 배지(badge), 바코드, 음성 인식, 자기 카드, 또는 생체인식

을 포함하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캐비넷.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RFID 검출 장치는 상기 컴퓨터를 통해 또는 직접적으로, 이더넷 네트워크에 결합되고, 재료 매니저(material

manager)는 상기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판독기에 접속될 수 있으며, 상기 캐비넷 내에 배치된 각 아이템들의 제 2

목록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캐비넷.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목록 제어 모듈 소프트웨어는 상기 RFID 검출 장치가 원격 캐비넷의 아이템들을 스캔하고 임의의 아이템들이 현저하게 적

거나 품절될 경우 상기 재료 매니저에게 경보하도록 인에이블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캐비넷.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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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RFID 캐비넷에 액세스하기 위한 수단은 RFID 배지를 포함하고, 상기 RFID 캐비넷의 록킹 전면 도어는 상기 RFID 캐

비넷에 근접하여 나오는 상기 RFID 배지에 응답하여 개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캐비넷.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물질은 모든 아이템들이 상기 RFID 검출기를 이용하여 판독될 수 있도록 상기 캐비넷 내에 충분히 강한 필드를 허용

하기에 충분한 차폐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캐비넷.

청구항 15.

RFID 캐비넷으로부터 RFID 태그를 갖는 아이템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캐비넷 내에 배치된 각 아이템을 모니터링하고 상기 캐비넷 내에 배치된 각 아이템 상에 위치된 RFID 태그에 내장된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RFID 검출기를 갖는 캐비넷을 제공하는 단계 - 상기 RFID 검출기는 상기 RFID 캐비넷 내부에 위

치되고, 컴퓨터는 상기 RFID 캐비넷에 결합되며, 상기 컴퓨터는 록킹 전면 도어의 개폐를 제어함 -;

사용자를 식별하는 입력을 판독하는 단계;

상기 컴퓨터에서 사용자를 식별하는 상기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가 허용되게 액세스하면 상기 RFID 캐비넷에 상기 도어를 언록킹하는 단계; 및

임의의 아이템들이 상기 사용자에 의해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RFID 캐비넷의 모든 아이템들을 적어도

주기적으로 스캐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RFID 태그를 갖는 아이템들의 제거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RFID 캐비넷에 대한 도어가 개방될 때 상기 RFID 검출기를 디스에이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태그를 갖는 아이템들의 제거 방법.

청구항 17.

RFID 캐비넷에 RFID 태그를 갖는 아이템들을 스캐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캐비넷 내에 배치된 각 아이템을 모니터링하고 상기 캐비넷 내에 배치된 각 아이템 상에 위치된 RFID 태그에 내장된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RFID 검출기를 갖는 캐비넷을 제공하는 단계 - 상기 RFID 검출기는 상기 RFID 캐비넷의 내부에

위치되고, 컴퓨터는 상기 RFID 캐비넷에 결합되며, 상기 컴퓨터는 상기 록킹 전면 도어의 개폐를 제어하고, 상기 컴퓨터는

상기 RFID 캐비넷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입력을 수신하도록 구성됨 -;

상기 RFID 검출기로부터 RFID 필드를 이용하여 아이템과 연관된 상기 RFID 태그를 판독하는 단계; 및

상기 컴퓨터의 메모리 내에 위치된 데이터베이스에 결과적인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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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RFID 태그를 갖는 아이템들의 스캐닝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의 메모리 내에 프로그래밍되는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면 경보를 알리는(sounding)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태그를 갖는 아이템들의 스캐닝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가출원이 아니며 2004년 7월 29일자로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60/592,907호의 장점을 청구하고, 그 최종 명

세서는 참조로 본 발명에 포함된다.

배경기술

헬스케어 산업에서, 공급 제품들의 가용성은 중요하다. 제품 사용법 추적(tracking), 신속한 보충(replenishment), 사용자

추적, 및 비용청구용 환자 추적을 제공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존재한다.

또한, 상기 추적을 수행하여 유출 또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기입(entry) 없이 아이템들의 제거를 방지

하는 폐쇄 캐비넷(cabinet) 시스템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오퍼레이팅 룸(OR) 또는 캐스 랩(cath lab)에서 사용되

는 값비싼 아이템들에 특히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폐쇄 캐비넷 시스템들은 배터리, 붕대, 삼푸, 펜 등과 같은 헬스케어 설

비 외부에서 유용한 저렴한 아이템들의 고용량 전환(high volume diversion)에 적용가능하고, 사용자는 아이템이 너무 작

아서 "도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시, 사용자, 제품 및 계좌 번호 또는 환자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기입하는 동시에 접근

(access)의 편의성과 속도를 균형 맞추는 것이 목적이다. 편의성과 보안을 위해 바람직하게, 캔디 머신(candy machine)

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별 제품을 분배하는 시스템들은 일반적으로 너무 비싸고, 특별한 패키징을 요구하며, 병원에서 소유

할 필요가 있는 제품의 다양한 크기 및 구성들 면에서 융통성이 없다. 이들은 또한 아이템들이 개별적으로 이격되고 하우

징되기 때문에 대단히 공간 효율적이지 못하다.

제품들 상의 RFID 태그들의 사용은 값비싼 분배(dispensing) 시스템들에 대한 필요성 없이 개별 제품들을 추적하는 기회

를 나타낸다. 이것은 특히 RFID 태그들을 적용하는 부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는 값비싼 제품인 것이 사실이다.

RFID 태그들은 바코드들처럼 제품들에서 현재 이용가능하지 않고, 수년 동안 헬스케어 제품들에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것이 아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RFID 태그들을 이용하는 의학적 환경의 제품들의 목록을 추적, 모니터링, 보호(protecting) 및 제한

(safeguarding)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캐비넷이 제공되고, 상기 캐비넷은 캐비넷의 내부의

RFID 검출기로부터 생성되는 RFID 필드를 한정하기에 충분한 물질로 구성된다. RFID 검출기는 캐비넷 내의 모든 제품들

의 RFID 태그들을 스캔하고, 캐비넷 내의 모든 제품들의 가장 최신의 목록 리스트를 생성한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는 의학적 환경의 제품들의 목록을 하우징하기 위한 캐비넷을 제공한다. 상기 캐비넷 내의 각각의

제품은 각 제품에 고유한 RFID 태그가 제공된다. 상기 캐비넷은 캐비넷의 내부의 임의의 제품의 RFID 태그들을 스캔하기

위해 RFID 필드를 생성하는 RFID 검출기를 포함한다. 이더넷 또는 유사한 커넥션을 이용하여 컴퓨터가 캐비넷에 결합된

다. 컴퓨터는 캐비넷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고, 각 제품의 RFID 태그와 연관된 모든 제품 정보를 갖는 데이터베이스와 통

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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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록킹 전면 도어 및 캐비넷의 측면 패널들은 사용자가 록킹 전면 도어를 개폐할 필요 없이 캐비

넷을 볼 수 있도록 투명 물질로 구성된다. 상기 투명 물질은 캐비넷의 내부의 RFID 검출기에 의해 생성되는 RFID 필드를

포함하기에 충분하게 제조된다. 일 실시예에서, 투명 물질은 은 기질의 전도성 잉크의 다수의 수직 스트라이프들과 체커보

드 패턴에 배치된 탄소 기질 전도성 잉크의 다수의 수평 스트라이프들을 포함하는 코팅을 구비한 아크릴 패널이다.

실시예

이하에서 본 발명의 몇가지 예시적인 실시예들이 기술된다. 도시된 특정 실시예들과 관련하여 논의의 용이함을 위해 특정

한 특징들이 기술되지만, 통상의 당업자는 본 발명의 명세서를 기초로 다양한 진보적 특징들이 본 발명의 많은 상이한 실

시예들에 따라 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 예시된 실시예들은 단지 예로서만 제공되고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본 발명의 범주를 제한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캐비넷에 록킹 도어를 제공하거나, 다수의 개별적으로 제어되는 도어들을 제공한다. 다른 실시예에

서, 본 발명은 전자적으로 제어되는 록을 룸(또는 다중 룸들)에 제공할 수 있다. 캐비넷 또는 룸은 다수개의 다중 아이템들

을 포함할 수 있다.

특정 아이템들은 제품들의 다양한 태그들에 대한 충분한 신호 세기의 전송을 방지하는 액체 또는 금속 내용물(content)을

함유하기 때문에, 특정 아이템들은 특정 선반재료 고정체들(shelving fixtures)을 요구한다. 선반재료 고정체들은 이들을

적절히 이격되게 유지시키기 위해, 이러한 아이템들 또는 아이템들의 클리스들을 위해 특정하게 설계된다. 그 간격은

RFID 필드가 시스템의 모든 태그들을 충분히 활성화(energize)시키도록 허용한다.

RFID 검출기(또는 다중 검출기들)은 캐비넷의 내부에 배치된다. RFID 검출기는 캐비넷 내의 아이템들의 연속적인 모니터

링, 예를 들어 각 제품의 태그에 내장된 데이터의 식별을 제공한다. RFID 검출기들은 바람직하게는 2초 미만의 짧은 시간

주기에서 모든 제품들을 반복적으로 스캐닝할 수 있다. 상기 시스템은 존재하는 아이템들의 최종 리스트를 이전에 생성된

아이템 리스트와 비교함으로써 아이템이 제거되는 시기를 결정한다. 스캐닝 시간 주기가 짧은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본

발명은 사용자가 캐비넷 부근에서 벗어나고 컴퓨터를 제어하기 이전에 임의의 경보들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예를 들어, 검출되는 포털 영역(portal area)을 통해 이동되는 아이템을 검출하는 시스템들과 같은 현존

하는 시스템들에 바람직할 수 있다. 현존 시스템들에서, 임의의 검출 에러들은 수동 사이클 카운트에 의해 단지 수정될 수

있는 누적되는 지속적인 에러들을 초래한다. 본 발명은 모든 제품들의 목록을 반복적으로 획득함으로써 이러한 에러들을

방지한다. 실제로, 본 발명은 반복되는 전자적인 총 사이클 카운트이다.

캐비넷 내의 RFID 태그들(및 연관되는 목록)의 다중 판독들을 위해, 상이한 전력장들이 캐비넷에 퍼지도록 각각의 스캔 동

안 전력 분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력 분포를 변화시키는 것은 부가적인 상이한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판독

정확도 또한 증대시킨다.

본 발명에 따라, RFID 태그와 연관된 데이터는 많은 형태들을 가질 수 있다. 일 예에서, 본 발명은 모든 시간에 대해 사용

되는 전체 태그들에 고유한 고정 ID 넘버를 사용한다. 적절한 시간 지점에서, 캐비넷 또는 개별 워크스테이션 또는 중앙 공

급기의 시스템에서, 이러한 고유한 번호는 데이터베이스로 판독된다. 또한, 제품과 관련된 다른 데이터는 순차적인 검색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기입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아이템 타입 ID, 그 UPN, 만료일, 일련번호, 제조자 또는 다른 파라미터

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예에서, RFID 태그들은 WORM(한번 기록, 다수 판독) 태그들이다. WORM 태그의 경우,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는

태그의 판독가능한 메모리에 한번 기록될 수 있으므로, RFID 태그에서 직접 판독될 수 있다.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이용불

가하면, 제품은 여전히 식별될 수 있다. 또한, 중앙 서버에 대한 액세스가 이용블가하면, 제거시에 주어진 임의의 사용자

경보들이 로컬 컴퓨터와 캐비넷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예에서, RFID 태그는 기록가능한 태그를 사용한다. 기록가능한 태그에 대해, 사용자에 의해 제품에 정보가 부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록가능한 태그는 환자의 ID, 사용자 ID, 제거 일자 및 시간 등과 같이,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모든 경우들에서, 태그들과 연관된 데이터 포맷들은 소프트웨어 시스템들과 호환가능해야 하므로, 아이템

-레벨 세부사항에 대한 정확한 리포팅이 자동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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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캐비넷의 일 예를 도시한다. 캐비넷(1)은 힌지들(3)을 구비한 록킹 도어들(2), 핸들들(4) 및

지시등들(5)을 가진 하우징 프레임을 포함한다. 도어들(2)의 투명 물질(6)은 사용자가 선반들(8)상의 아이템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지만, 메시(mesh)(7)는 캐비넷의 내부 후방에 장착된 송신기/수신기 어셈블리(9)로부터의 무선 주파수가 캐비

넷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메시는 도어의 유리 또는 플라스틱 투명 물질 상의 반투명 코팅에 의

해 대체될 수 있다.

캐비넷(1)은 임의의 물질로 제조될 수 있다. 그러나, 캐비넷 내부에 RFID 필드를 포함하도록 금속의 캐비넷(1)을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루미늄이 사용될 수 있지만, 바람직하게는 사용될 수 있는 금속들의 타입은 강철이다. 캐비넷 내부의

제품들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전면 도어 및 측면들은 투명할 수 있다. 전면 도어는 캐비넷으로부터 획득된 아이템의 페

이퍼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열적 프린터를 포함할 수 있다. 캐비넷 내부에서, RFID 필드와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

반 및 파티션들을 위한 비금속 컴포넌트들을 사용하는 것이 종종 바람직할 수 있다.

와이어 메시는 목표된 레벨의 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캐비넷 내부에 RFID 필드를 포함하기 위해 차폐물(shield)로서 사용될

수 있다. 메시에서 홀들의 최대 직경은 사용되는 RFID 필드의 주파수에 의해 나타낸다. 대안적으로, 메시의 패턴에서 전도

성 막이 얇은 반투명 층 또는 불투명 코팅으로서, 도어들의 투명 표면들상에 코팅될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사용자가 캐비

넷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캐비넷 내부에 RFID 필드의 필요한 차폐를 제공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인

(regular) 아크릴 패널은 코팅되어 중심에서 0.5인치의 스트라이프들에서 은 기질의 전도성 잉크를 가진 수직 배향으로 먼

저 통과되고, 상기 스트라이프들은 0.05 내지 0.25인치 범위의 폭을 갖는다. 그 다음, 수평 방향으로, 중심에서 0.5인치의

스트라이프들에서 탄소 기질의 전도성 잉크를 가지며, 상기 스트라이프들은 0.05 내지 0.25 인치 범위의 폭을 갖는다. 임

의의 특정 접지 커넥션들 없이, 수직 은 기질의 전도성 잉크 스트라이프들과 수평 탄소 기질의 전도성 잉크 스트라이프들

의 결과적인 체커보드 패턴은 캐비넷의 다양한 내용물들을 유지하면서 아이템들과 연관된 RFID 태그들이 캐비넷 외부에

서 판독되지 않도록, RFID 필드를 포함한다.

효과적인 차폐물의 사용은 캐비넷 내부의 안테나 수용과 단일의 강력한 에너자이저(energizer)의 사용을 허용한다. 단일

한 보다 강력한 에너자이저와 수용 안테나의 사용은 각각의 선반에서 더 짧은 범위의 안테나들과 다중 에너자이저들 또는

더 큰 캐비넷의 섹션을 사용하는 종래기술에 비해,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과 신뢰가능한 검출을 제공한다.

컴퓨터는 록킹된 전면 도어를 언록킹하고 개방함으로써 캐비넷의 내부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한다. 전형적으로, 다중 도어

들이 존재하고, 단지 적용가능한 도어만이 사용자의 ID와 연관된 액세스의 레벨에 따라 개방될 것이다. 이러한 ID는 캐비

넷의 특정 요구사항들에 따라, RFID 배지(badge), 개인 식별번호, 음성 명령, 생체인식 스캔, 자기 카드, 바코드 배지 판독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단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정확한 캐비넷, 도어를 위치설정하고 몇몇 경우들에서 제품의 실제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 가이딩 광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가이딩 광을 사용함으로써, 수 초 동안 캐비넷상에 모든 광들을 섬광한 다음, 도어 또는 선반들 상의 모든 광들, 그

다음 아이템에 대해 모든 광들을 섬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은 모든 방법들에 대해 참조로 본 발명에 포함되

는 미국 특허번호 제5,745,366호, 제5,805,455호, 제5,805,456호, 제6,039,467호, 제6,272,394호, 및 제6,385,505호에

기술된다.

컴퓨터는 캐비넷 내부내에 또는 캐비넷에 인접하게 내장될 수 있고, 이더넷, 무선, 광 적외선, 시리얼 케이블, USB 또는 임

의의 다른 데이터 커넥션 수단에 의해 캐비넷에 결합될 수 있다. 캐비넷의 내부에 내장되는 컴퓨터를 갖지 않는 한가지 장

점은 가변되는 형성 팩터들(form factors)을 가진 범용 컴퓨터들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 형태, 사이즈, 형상 및/또는 구

성은 캐비넷 설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가 캐비넷 제어를 급속히 발전시킴에 따라, 보다 새로운 버전들은

새로운 운영 시스템을 종종 필요로 하고, 이들은 반대로 새로운 컴퓨터를 필요로 한다. 컴퓨터를 외부에 유지시킴으로써,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고 저렴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 RFID 배지, 바코드, 자기 카드 또는 지문, 얼굴 인식 등과

같은 다양한 생체인식을 이용하여 캐비넷에 액세스한다. 전형적으로, 특정 ID 장치는 사용자 로그인 위치 또는 컴퓨터 인

터페이스에 위치된다. 그러나, 몇몇 실시예들에서, 특히 사용자의 RFID 배치를 검출하는 실시예들에서, 사용자의 식별은

캐비넷에서 발생한다. 한가지 인증 방법은 사용자가 캐비넷에 접근하고, 캐비넷이 사용자를 인식하여 사용자에 의한 임의

의 동작 없이, 캐비넷 도어들을 언록킹한다. 이러한 신속한 인식은 시간이 임계 팩터인 의사들과 같은 바쁜 임상의

(clinician), 및 병상(case) 동안 아이템들을 요구하는 OR 간호사들에게 매우 큰 편리함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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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환자 식별 또는 원가 중심점(cost center)을 선택하도록 요구되거나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대신, 1) 설비의

위치(설비가 위치된 OR 부에 공급하기 위한 계좌번호); 2) 사용자 식별 및 부서와 사용자의 연관; 3) 병상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어느 병상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일반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일과시간에 의한 병상에 대한 연관성;

또는 4) 자기 카드 및/또는 RFID 카드와 같은 식별자의 사용에 의해 병상 및/또는 환자에 대한 연관성에 의해, 아이템에 대

한 계산이 결정될 수 있다. RFID 카드들은 이들에 인코딩된 병상 또는 환자 번호를 가질 수 있다. 선택적으로, 이러한 카드

들은 그날 동안 환자 또는 병상을 가진 날의 시작에 일시적으로 연관된 영구적 ID를 가질 수 있다.

캐비넷의 특정 내용물들에 대한 액세스와 관련한 관행적/규제적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사용자 액세스 규정들은 임의

의 고유한 액세스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고 인증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신속히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기입(enter) 또는 선택된 아이템에 할당된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사용자는 명칭(들) 또는 컴퓨터에서 제품(들)에 대한 가명

(들)을 기입할 수 있다. 컴퓨터는 캐비넷의 레이아웃의 시각적 그림을 생성할 수 있고, 제품(들)이 캐비넷 내부에 위치된 곳

을 하이라이팅(highlighting)한다. 시각적 그림은 비용상의 이유들로, 사용자를 특정 도어로 가이드하기 위한 광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RFID의 장점은 아이템 제거가 사용자의 행동 없이 기록된다는 점이지만, 많은 설비들은 바코드를 스캐닝, 버튼을 푸시 또

는 아이템 ID를 누름으로써 아이템의 제거가 기록되는 곳에 현재 배치된 캐비넷들을 갖는다. 현존하는 장치와 방법들을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들과 결합함에 있어서 상당한 장점들이 있다. 현존하는 캐비넷들은 RFID 태그들을 수용하기 위해 본

발명의 특징들을 사용하게 업그레이드된다. 초기의 도입시, 프로세스가 태그에 완전히 셋업되고 아이템들을 식별하기 이

전에, 혼합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다. 비용상의 이유들 때문에, 고비용의 아이템들(예, 거즈 패드들(gauze pads), 배관

(tubing), 장갑들 등)과 연관되게 사용되는 저비용 아이템들을 동일한 위치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저비용 아

이템들을 RFID 태깅할 필요가 없다하더라도, 이들의 사용은 목록 레벨들을 추적하고 신속한 재주문을 보장하기 위해 기록

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액세스 특권들에 따라, 캐비넷 상의 하나 이상의 도어들은 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기입 요구조건들의 성

공적인 완료시에 언록킹된다. 아이템이 제거되지만 개방 도어 근처에 유지되도록 도어가 개방될 때 RFID 판독기를 일시적

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시스템에 의해 실수로 제거되지 않는 아이템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

음, 사용자는 개방된 구획들로부터 또는 개방된 구획으로 아이템들을 제거 또는 복귀시킨다.

컴퓨터가 원격이면, 캐비넷에 있는 음향 및/또는 시각 센서는 제품의 제거 이후 컴퓨터의 모니터를 체크하도록 사용자에

경고할 수 있다. 상기 경고는 제품의 제거와 더불어 추가적인 동작이 필요하다고 컴퓨터가 결정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

리며, 상기 추가적인 동작은 예를 들어, 1) 컴퓨터에 일련번호 또는 다른 정보를 기입; 2) 캐비넷 또는 컴퓨터에 장착된 바

코드 스캐너를 이용하여 이러한 정보를 판독; 또는 3) 제품에 대한 만료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음향들"은 "일련번호와 만료일을 스캔하십시오"와 같이 필요한 것에 대해 사용자에게 명확

히 지시하도록 음성 녹음될 것이다. 많은 경우들에서, 이것은 포함될 아이템에 특정한 정보를 허용하기 때문에 다음 음성

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당신은 방금 Cordis 78 French Catheter를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아이

템인지 체크해 주십시오."이다.

기능을 말하는 특히 유용한 텍스트는 현재 갖고 있는 수량을 진술하는 것이다. 시스템이 에러일 수 있는 정도로, 현재 갖고

있는 수량의 수정은 제품의 반환(restocking) 및 가용성을 의료인(caregiver)에게 적절히 항상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시스템은 "당신은 방금 Medtronic 8F Guiding Catheter를 제거했습니다. 3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록 레벨을 수정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유용한 질문은 "당신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획득했습니까? 만약 아니오이면, 1을 누르세요 - 만약 예이면, 응답

이 불필요합니다."라고 사용자에게 물어보는 자동 음성이다. 이러한 질문은 제품 가용성과 고객 만족도에 대한 관찰을 제

공한다.

전형적으로, 아이템들은 라벨링 시스템을 이용하는 제품의 식별에 따른 고정된 위치들에서 선반들 상에 배치된다. 각 타입

의 아이템에 대해 현재 갖고 있는 현재 수량은 내장된 또는 로컬 PC에 의해 추적되고, 중앙 서버로 전송될 수 있다. 시스템

은 미리 결정된 동등 레벨 아래로 특정 아이템들의 수량들이 떨어지는 임의의 시기에 반환 목록을 생성한다. 상이한 아이

템들이 상이한 소스들로부터 반환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이러한 소스들에 대해 상이한 반환 리스트들을 식별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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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이 캐비넷으로부터 제거될 때 부가적인 처리 없이 캐비넷에 복귀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조절된 아이템들은 부가적인 인증 및 검증 없이 사용자에 의해 캐비넷으로 복귀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몇몇 아이템들은

제한된 캐비넷 수명을 초과하는 수명을 가질 수 있고, 아이템이 악조건의 환경에 노출되지는 않았다는 몇몇 검증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몇몇 인증과 검증은 국부적일 수 있지만, 일부는 원격일 수 있다. 만약 국부적이면, 그 다음 시기에서 동등 레벨을 현재 갖

고 있는 실제 수량과 비교하여 반환 요청이 생성되면, 임의의 이전에 충족되지 않은 주문들이 메모리에 유지되지 않는

"fill-or-kill"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른 제품들, 특히 외부에서 주문된 제품들에 대해, 이전에 주문된 것을 추

적하고 동등 레벨의 임의의 새로운 비교로부터 이를 현재 갖고 있는 현재 주문 수량을 차감하지만, 시간 동안 전달되는 이

전의 주문들의 순량을 얻을 필요가 있다.

물질의 특정 소스에 대해 주문되면, 캐비넷 위치에서 주문된 것에 관한 정보와 주문 식별번호를 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 주문에 대한 아이템을 수신한 후 반환 기술자가 캐비넷에 오면, 반환 리스트의 번호를 기입(또는 바코딩 또는

RFID 스캐닝)함으로써 적절한 반환 주문 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컴퓨터가 가져온 아이템들과 남겨진 수

량들을 기록하도록 한다. 이러한 프로시저가 생략되면, 반환 기술자는 컴퓨터에서 각 아이템을 선택해야 하고 반환되는 수

량을 기입해야 한다.

캐비넷 반환 프로세스는 본 발명의 시스템과 함께 배치되기에 용이하다. 반환자는 간단히 이들의 ID를 기입하고 그 아이템

들을 캐비넷에 부가한다. 대안적인 방법에서, 사용자는 연관된 아이템들을 갖는 반환 리스트를 식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경우, 아이템들을 캐비넷에 부가할 때, 부족 리스트가 생성될 수 있다. 부족 리스트는 원격 창고(warehouse)에서 픽업

될 때와 캐비넷에 도달될 때 사이에서 제품의 유출을 검출하기 때문에, 캐비넷에 전달 및 반환하도록 외부 실행실

(fulfillment house)에 놓여 있을 때 유용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반환자는 체크가 있을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개인적 소

비를 위해 제품을 유출할 유혹이 적다.

이더넷 네트워크상에서 셋업되는 캐비넷 RFID 판독 장치와 함께, 캐비넷에 대한 로컬 계산 제어 액세스를 통해 또는 직접

적으로, 재료 매니저(material manager)는 판독기 또는 캐비넷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고, 목록 제어 모듈 소

프트웨어(Inventory Control Module software)를 통해 캐비넷내에 포함되는 아이템들의 제 2 목록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것은 RFID 판독기들이 원격 캐비넷에서 아이템들을 스캔할 수 있게 하고 임의의 아이템들이 현저하게 적거나 품절되면 스

태프에게 경보하도록 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일 수 있다.

의료인이 이들 부서의 캐비넷에 저장되지 않은 특정 아이템을 필요로 할 경우, 실시간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아이템을

찾도록 네트워크 상에서 캐비넷들을 인에이블하는 다른 RFID를 체크하고 캐비넷에 현재 실제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를 체크하기 위해, 케어 제공자(care giv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RFID 판독기, 또는 RFID 판독기를 지원하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도되는 캐비넷 정보에 대한 액세

스와 함께, 재료 매니저는 리콜되어 제조자에게 리턴되도록 수집될 수 있는 보관소(lot)에 있는 아이템들 또는 이들의 만료

일(expiration date)이 지난 아이템들에 대해 RFID 캐비넷들을 스캔할 수 있다. 아이템들이 획득된 다음 예를 들어 순차적

으로 리턴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고, 이전의 시스템들에서 연관된 정보(보관소

# 일련번호)는 각 단계에서 추적되어야 한다. RFID를 이용하여, 일시적인 목록 검토 - 획득(takes), 리턴 등의 수동 기록

들의 결과로서 각 위치에 있는 것의 추론이 아닌, 각각의 위치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의 새로운 순간적인 판독을 본질적

으로 가지며, 기록 프로세스의 임의의 단계가 빠지면 초과 시간은 부정확할 수 있다.

도 3은 그 외부 벽들(24)과 도어들(26) 상에 RF 차폐물(22)을 가진 다른 캐비넷(20)을 도시한다. 따라서, 캐비넷(20)내에

배치된 아이템들(28)은 캐비넷(20)내에 있는 동안 스캐닝될 수 있고, RF 신호는 캐비넷 내에 포함된다.

캐비넷(20)은 본 발명에 기술된 다른 실시예들과 유사하게 구성될 수 있고, 도어들 상에 선택적으로 록(lock)들을 가질 수

있으며, 다수의 아이템들을 홀딩하기 위한 다중 구획(compartment)들로 분할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하나 이상의 RFID

검출기들은 각 제품의 태그 상에 내장된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해 캐비넷의 내부에 배치될 수 있다. 또한, 캐비넷(20)은 RF

신호들의 동작을 제어하고 본 발명에 기술된 다른 실시예들과 유사한 제품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

터 또는 제어기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명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상세히 기술되었다. 그러나, 특정 변화들과 변형들이 첨부된 청구범위의 범주내에서 실

시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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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의 실시예의 측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캐비넷의 사시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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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공개특허 10-2007-0049148

- 11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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