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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 및 전극 모듈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신경/근육 치료 기능을 가지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상기 이

동통신 단말기와 연동되는 전극 모듈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본체와; 상기 본체와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는 배터리 팩;을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

어서, 상기 배터리 팩이 :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와 인터페이스 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와; 전극 모듈과 무선으로 통신

하는 무선 통신부와; 상기 무선 통신부를 통해 상기 전극 모듈로 해당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하는 팩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본체는 : 사용자 조작부와; 표시부와; 무선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신호를 송/수신하는 무선 데이터 통신부와; 상기 배

터리 팩에 구비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와 결합되어 해당 신호를 송수신하는 외부 통신 인터페이스부와; 상기 표시부를 통

해 조작 안내 정보를 출력하고, 상기 사용자 조작부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조작신호의 선택에 따라 상기 외부 통신 인터

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배터리 팩으로 해당 동작을 명령하는 본체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7

색인어

신경/근육 치료, 이동통신 단말기, 전기자극, 근전도 신호, 전극

등록특허 10-0550666

- 1 -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블루투스 모듈을 구비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종래의 신경/근육 치료 장치를 도시한 일 예.

도 3은 종래의 신경/근육 치료 장치를 도시한 다른 예.

도 4는 종래의 신경/근육 치료 장치를 도시한 또 다른 예.

도 5는 종래의 신경/근육 치료 장치를 도시한 또 다른 예.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와 전극 모듈의 외관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기기의 구성을 도시한 일 예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기기의 구성을 도시한 다른 예.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기기의 구성을 도시한 또 다른 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신경/근육 치료 기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기기에 관한 것이다.

적외선 통신이나 블루투스 통신등과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동통신 단말기에 적용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1-0018710호에는 블루투스 통신을 이동통신 단말기에 적용하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블루투스는 근거리에서 유선 통신이나 적외선 통신을 대체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개념으로서, 브루투스 표

준안(BLUETOOTH PROTOCOL)이 에릭슨(ERICSSON)사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상기 브루투스 표준안은 근거리에서 통

신의 주체를 마스터로 하여 이의 요구를 수용하여 브루투스 표준안에 따라 다른 브루투스 모듈들과 통신을 수행하는 방법

이다.

첨부된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블루투스 모듈(210)은, RF 송신부(211), RF 수신부(212), 기저대역

(BASEBAND) 처리부(213) 및 링크 제어부(214)로 구성되며, 상기 블루투스 모듈(210)의 기저대역 처리부(213) 및 링크

제어부(214)는 HCI(HOST CONTROL INTERFACE)에 의해 이동통신 단말기의 제어부(221)에 연결되어 HCI 패킷

(Packet)을 송/수신하므로써 제어명령과 그 결과, 사용자의 송수신 데이터가 송/수신 된다. 상기 HCI로는 RS232C를 비롯

하여 USB, 표준 PC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기 HCI 패킷은 Command, Event, Data 패킷으로 구분된다.

또한, 이동 통신단말기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하여 배터리 팩에 추가적인 옵션 회로를 내장시키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왔

다. 1997. 10. 14. 자 간행된 일본 특개평 제9-270836호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는 배터리팩에 내

장된 라디오 회로로 구현된 부가 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또한, 김태진 등에 의해 출원되어 2001. 3. 15.자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1-19664호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배터리 팩에 MP3 코덱과 플래시 메모리 모듈을 내장하고 이동통

신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제어하는 오디오 재생장치에 대해 기재하고 있다.

본 출원인은 배터리 팩에 부가 기능을 내장할 경우 단말기 본체의 하드웨어적인 변경 없이 쉽게 많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

다는 점에 착안한 바 있다. 그리고 치료나 진단기능 중에는 피부 미용이나 생체 임피던스를 통한 체지방 측정과 같이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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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데이터수집이 중요하다는데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출원인은 이동통신 단말기와 결합되어 저

주파 치료, 초음파 미용 치료, 생체 임피던스 측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배터리 팩 장치를 2002.9.3.자로 특허출원 제

2002-53004호, 2002-52996호, 2002-52995호, 2002-52994호로 출원한 바 있다. 이 장치들은 배터리 팩 내에 필요한

프로브들과 관련 구동회로를 내장하고 이동 통신 단말기 본체와 통신하며,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에 의해 배터리 팩 내의 회로를 제어하여 전술한 부가 기능을 지원한다.

본 출원인은 이에서 더 나아가 사용자에게 전극을 착용하는데 부담감을 최소화 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활동의

용이성, 조작의 편리성,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한 신경/근육 치료를 이동통신 단말기와 통합시키기 위해, 전극 모듈의 구현

방안, 상기 전극 모듈과 이동통신 단말기간의 인터페이스를 연구해 왔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배터리 팩에 추가회로를

포함시켜 기존의 단말기 하드웨어를 최소한으로 변경하면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연구해 왔다.

한편, 현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사용자(예: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직접 의료 치료나 의료 측

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신체의 현 상태를 관찰하고자 하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경/근육 치료법은 골반신경을 포함한 손상된 신경의 재생과 불감증, 성기능 장애, 요실금, 통증완화, 변비,

변실금 치료외에도 재활 치료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신경/근육 치료법에는, 먼저 전기자극법이 있는데, 신경의 손상등으로 더 이상 자위적으로 운동기능을 제어하지 못

하는 근육에 전기자극을 가하여 운동을 유발하고 운동을 복원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전기자극의 세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특정한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기능적 전기자극법(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이 있다. 또한 단순히 근육의 수축과

이완 운동을 반복하는 치료적 전기자극법이 있다.

또한, 인체의 해당 신경/근육에 전극을 접촉시키고, 이 전극에서 유기되는 전압 신호를 감지하며, 근전도(EMG,

Electromyograph) 신호를 측정하여 이를 화면 표시하여,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환자의 훈련 의지를

강하게도 하는 생체 궤환법(Bio Feedback)이 있다.

상술한 신경/근육 치료에 있어서, 인체의 해당 신경/근육에 접촉되어 전기신호를 방사하거나 유기되는 전압신호를 감지하

기 위한 전극이 필요한데, 여성의 질이나 엉덩이에 구비되는 괄약근등과 같은 체강(Body Cavity)에 전극을 삽입하는 차료

방식과, 표피에 전극을 부착하는 치료 방식으로 나뉘어 진다.

한편, 이러한 신경/근육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구성의 장비가 개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292034호에는 종래의 신경/근육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의 일 예가 개시되어 있는데,

첨부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체의 해당 부위에 접촉되는 전극부(201)(상기 도 2의 예에서는 질삽입형태와 항문삽입

형태인 체강삽입용 전극)와, 자극신호 발생 회로부, 근전도 신호 검출 회로부, 자극패턴 신호와 근전도 신호 처리를 담당하

는 신호 처리부, 전기자극 동작과 근전도 측정 동작을 전반적으로 제어하는 제어부(이상 도시하지 않음.), 사용자 조작부

및 화면표시부(도시하지 않음.)등을 구비하는 제어장비(205)와, 전극부(101)와 제어장비(105)간을 연결하는 케이블(203)

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구성에 의하면, 제어장비(205)와 전극부(201)가 유선의 케이블(203)에 의해 연결되는 형태이다.

이로인해, 시술자등(의사, 간호사)과 함께 실내(예:병실)에서 신경/근육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가

없어 매우 불편하다.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0310305호와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281926호에는, 유선 케이블을 통해 연결

되는 별도의 제어 장치를 두지 않고 있으며 단일의 휴대장치내에 전극부, 회로부, 조작부, 제어부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

서, 환자의 활동성을 보장하여 주는 휴대형태의 전기 자극기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먼저, 단일의 하우징내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들이 모두 내장되어야 하므로, 그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

어 체강 삽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휴대장치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휴

대장치 하우징 전체가 인체의 질이나 항문에 삽입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사용자 조작부가 단일의 휴대장치에 구비되는

형태이므로, 사용자는 필요할 때마다 체강내에서 휴대장치를 꺼내어 조작해야 하므로, 착용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등록특허 10-0550666

- 3 -



특히, 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생체 궤환 치료에는 더욱더 활용될 수가 없다. 생체 궤환 치료에 의하면 신호처리된 근전도

측정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전도 측정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구성들이 휴대장치내에 모두 구

비되어야 한다면 휴대장치의 사이즈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등록특허 공보 제 10-0328483호에는 근전도 신호 처리부가 기기 본체와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하게 하여, 휴대

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요실금 치료 장치에 대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공보의 구성을 첨부되는 도 3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공보의 구성에서는 상기 도 3의 근전도 신

호 처리부(80)를 상기 도 4와 같이 기기 본체에 일체로 구비되는 합체형 근전도 신호 처리부(80a)와 상기 기기 본체와 분

리되는 분리형 근전도 신호 처리부(80b)를 두고 각 근전도 신호 처리부는 선택적으로 케이블을 통해서 전극과 연결 시키

는 것이다. 또한 분리형 근전도 신호 처리부(80b)는 몸에 착용할 수 있는 형태, 예를 들어, 벨트로 허리에 고정하는 형태로

구현되어, 환자가 요실금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충분히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하기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먼저, 전극과 분리형 근전도 신호 처리부

(80b)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케이블에 의해 연결되는 구성이므로, 전극과 연결되는 케이블이 체강내에서 나오게 되

어 미관상이나 느낌상 좋지 않으며, 분리형 근전도 신호 처리부(80b)를 허리에 차는 등과 같이 별도로 운반하여야 하므로,

환자가 전극 치료를 하기 전과 같은 똑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어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다.

특히, 상기 공보에서는 기기 본체까지도 휴대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상기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상기 공보의 전기치료 장치의 기기 본체는 전술한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292034호와 같은 타입으로서,

전기자극 및 근전도 측정을 위한 조작, 제어, 화면 표시를 위해서는 휴대용이 아닌 병원등에서 사용하는 큰 사이즈의 제어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비록 분리형 근전도 신호 처리부(80b)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근전도 측정 결과를 기기 본체가 있는 곳으로 가야

만 확인할 수가 있으며, 또한 조작할 수 있었다. 또한 기기 본체와 분리형 근전도 신호 처리부(80b)의 통신 가능 범위는 한

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는 기기 본체와 멀리 떨어진 곳까지는 활동할 수가 없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출된 것으로, 사용자에게 전극 또는 압력센서를 착용하는데 부담감을 최소화 하고, 일상생활

을 영위하는데 있어 휴대의 용이성, 활동의 용이성, 조작의 편리성,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한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기기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은, 기존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하드웨어를 최소로 변경하면서 경제적으로 신경/근육 치료 장치를 구현하는

것에 다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양상에 의하면, 전극 모듈이, 대응되는 외부의 무선 통신부와 통신이 가능한 모듈

측 무선 통신부와;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로부터, 상기 외부 무선 통신부로부터의 전기자극 동작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전기자극 동작을 제어하는 전극 제어부와; 상기 전기자극 동작 제어신호에 대응하여 해당되는 전기자극 신호를 발생하고

이를 전극으로 인가하는 자극신호 발생회로;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외부와의 인터페이스가 종래와 같이 케이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선 통신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용자가 전

극 모듈을 착용하는데 있어 부담감을 줄여 줄 수가 있게 되며, 전극 모듈에는 자극신호 출력과 관계되는 최소한의 아날로

그 회로 및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구성만이 마련되므로, 상기 전극 모듈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서 사이즈가 줄어들

게 되어 전극 모듈 착용의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전극 모듈이, 대응되는 외부의 무선 통신부와 통신이 가능한 모듈측 무선 통신부와;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로부터, 상기 외부의 무선 통신부로부터의 근전도 측정 동작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근전도 신호 검출 동

작을 제어하며, 검출된 근전도 신호를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를 통하여 상기 외부 무선 통신부로 송신하는 전극 제어부

와; 상기 근전도 측정 동작 제어신호에 대응하여, 신체의 해당 부위로부터 발생하고 전극을 통해 유기되는 근전도 신호를

검출하여 상기 전극 제어부로 전달하는 근전도 신호 검출 회로;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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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외부와의 인터페이스가 종래와 같이 케이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선 통신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용자가 전

극 모듈을 착용하는데 있어 부담감을 줄여 줄 수가 있게 되며, 전극 모듈에는 자극신호 출력과 관계되는 최소한의 아날로

그 회로 및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구성만이 마련되므로, 상기 전극 모듈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서 사이즈가 줄어들

게 되어 전극 모듈 착용의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다.

더 나아가 본 발명의 보조적인 양상에 따르면, 상기 전극 모듈이 : 그 외주면이 비도전 성질을 가지는 원통형의 본체와; 상

기 본체 외주면에 마련되는 도전 성질의 상기 전극과; 상기 본체 외주면에 마련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탈 방지 돌출부;

를 적어도 포함하는 체강 삽입용이며,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 전극 제어부 및 회로부가, 상기 본체에 내장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전극 모듈의 하우징 전체가 체강 내부에 삽입될 수 있어 착용에 대한 부담감이 최소화되고 무선 통신에 의해 자

유로운 일상 활동이 보장되게 된다.

더 나아가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압력 센서 모듈이, 대응되는 외부의 무선 통신부와 통신이 가능한 모듈측 무선

통신부와;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로부터, 상기 외부의 무선 통신부로부터의 압력 측정 동작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압력

신호 검출 동작을 제어하며, 검출된 압력 신호를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를 통하여 상기 외부 무선 통신부로 송신하는 센

서 제어부와; 상기 압력 측정 동작 제어신호에 대응하여, 압력을 검출하고 이를 상기 센서 제어부로 전달하는 압력 센서;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외부와의 인터페이스가 무선 통신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용자가 압력 센서 모듈을 착용하는데 있어 부담감을

줄여 줄 수가 있게 되며, 압력 센서 모듈에는 압력 검출과 관계되는 최소한의 아날로그 회로 및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구성

만이 마련되므로, 상기 압력 센서 모듈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어 압력 센서 모듈 착용의 부

담감을 줄일 수가 있다.

더 나아가 본 발명의 보조적인 양상에 따르면, 상기 압력 센서 모듈이 : 고무성질을 가지는 원통형의 본체와; 상기 본체 외

주면에 마련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탈 방지 돌출부;를 적어도 포함하는 체강 삽입용이며,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 센

서 제어부 및 압력 센서가, 상기 본체에 내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압력 센서 모듈의 하우징 전체가 체강 내부에 삽입될 수 있어 착용에 대한 부담감이 최소화되고 무선 통신에 의

해 자유로운 일상 활동이 보장되게 된다.

더 나아가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서로 간에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본체; 및 전극 모듈;로 이루어지되, 상기 전극 모

듈이 : 상기 본체와 무선으로 통신하는 모듈측 무선 통신부와;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로부터, 상기 본체로부터의 전기자

극 동작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전기자극 동작을 제어하는 전극 제어부와; 상기 전기자극 동작 제어신호에 대응하여 해당되

는 전기자극 신호를 발생하고 이를 전극으로 인가하는 자극신호 발생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본체가 : 사용자

조작부와; 표시부와; 상기 전극 모듈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본체측 무선 통신부와; 상기 표시부를 통해 조작 안내 정보를 출

력하고, 상기 사용자 조작부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조작신호의 선택에 따라 상기 무선 통신부를 통해 상기 전극 모듈로

상기 전기자극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하는 본체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전극 모듈에는 신경/근육 치료와 관계되는 최소한의 아날로그 회로 및 외부와의 무선 통신을 위한 구성만이 마

련되므로 상기 전극 모듈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어 전극 모듈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어 전극 모듈 착용의 부담감을 줄

일 수 있으며, 특히 체강 삽입용의 전극 모듈의 경우에는 전극 모듈의 하우징 전체가 체강내부에 삽입 될 수 있어 착용에

대한 부담감이 최소화 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계되는 부분이 본체에 마련되고 무선 통신에 의함으로, 자유로운 일상

활동이 보장되며 사용이 편리하며 휴대가 용이해 진다.

더 나아가 본 발명의 추가적인 양상에 따르면, 상기 본체가 : 하나 이상의 자극 패턴 정보를 구비하고, 해당되는 자극 패턴

정보를 제공하는 자극 패턴 처리부;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상술한 특징으로 가지는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기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극 패턴으로 전기 자극을 받

을 수가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서로 간에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본체; 및 전극 모듈;로 이루어지되, 상기 전극 모

듈이 : 상기 본체와 무선으로 통신하는 모듈측 무선 통신부와;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로부터, 상기 본체로부터의 근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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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검출 동작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근전도 신호 검출회로의 동작을 제어하며, 검출된 근전도 신호를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를 통하여 상기 본체로 송신하는 전극 제어부와; 전극에 의해 감지되는 근전도 신호를 검출하는 상기 근전도 신호

검출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본체가 : 사용자 조작부와; 표시부와; 상기 전극 모듈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본체측

무선 통신부와; 상기 표시부를 통해 조작 안내 정보를 출력하고, 상기 사용자 조작부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조작신호의

선택에 따라 상기 본체측 무선 통신부를 통해 상기 전극 모듈로 상기 근전도 신호 검출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하며, 근전도

신호 처리된 결과 정보를 상기 표시부를 통해 출력하는 본체 제어부와; 상기 본체측 무선 통신부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전

극 모듈로부터의 근전도 검출 데이터에 대응하여 근전도 신호 처리하고 그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근전도 신호처리부;를 포

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전극 모듈에는 신경/근육 치료와 관계되는 최소한의 아날로그 회로 및 외부와의 무선 통신을 위한 구성만이 마

련되므로 상기 전극 모듈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어 전극 모듈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어 전극 모듈 착용의 부담감을 줄

일 수 있으며, 특히 체강 삽입용의 전극 모듈의 경우에는 전극 모듈의 하우징 전체가 체강내부에 삽입 될 수 있어 착용에

대한 부담감이 최소화 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계되는 부분이 본체에 마련되고 무선 통신에 의함으로, 자유로운 일상

활동이 보장되며 사용이 편리하며 휴대가 용이해 진다.

더 나아가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서로 간에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본체; 및 압력 센서 모듈;로 이루어지되, 상기 압

력 센서 모듈이 : 상기 본체와 무선으로 통신하는 무선 통신부와;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로부터, 상기 본체로부터의 압력

측정 동작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압력 신호 검출 동작을 제어하며, 검출된 압력 신호를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를 통하여

상기 본체로 송신하는 센서 제어부와; 상기 압력 측정 동작 제어신호에 대응하여, 압력을 검출하고 이를 상기 센서 제어부

로 전달하는 압력 센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본체가 : 사용자 조작부와; 표시부와; 상기 압력 센서 모듈과 무선으

로 통신하는 본체측 무선 통신부와; 상기 표시부를 통해 조작 안내 정보를 출력하고, 상기 사용자 조작부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조작신호의 선택에 따라 상기 무선 통신부를 통해 상기 압력 센서 모듈로 상기 압력 측정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하

고, 압력 측정 처리된 결과 정보를 상기 표시부를 통해 출력하는 본체 제어부와; 상기 본체측 무선 통신부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압력 센서 모듈로부터의 압력 검출 데이터에 대응하여 압력 측정 처리하고 그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압력 측정 처리

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압력 센서 모듈에는 신경/근육 치료와 관계되는 최소한의 아날로그 회로 및 외부와의 무선 통신을 위한 구성만

이 마련되므로 상기 압력 센서 모듈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어 전극 모듈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어 압력 센서 모듈 착용

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체강 삽입용의 전극 모듈의 경우에는 압력 센서 모듈의 하우징 전체가 체강내부에 삽입

될 수 있어 착용에 대한 부담감이 최소화 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계되는 부분이 본체에 마련되고 무선 통신에 의함

으로, 자유로운 일상 활동이 보장되며 사용이 편리하며 휴대가 용이해 진다.

더 나아가 본 발명의 보조적인 양상에 따르면, 상기 본체가, 이동통신 단말기;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블루투스 모듈등과 같은 무선 통신부가 구비되면, 이동통신 단말기가 본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으므로, 휴대가

편리한 이동통신 단말기와 신경/근육 치료 기기가 통합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휴대의 용이성, 활동의 용이성,

조작의 편리성,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해 진다.

더 나아가 본 발명의 추가적인 양상에 따르면, 상기 본체가 ; 근전도 신호처리 결과 정보를 무선 데이터 통신부를 통해 호

스트 컴퓨터로 송신하고, 상기 무선 데이터 통신부를 통해 입력되는 상기 호스트 컴퓨터로부터의 분석 결과를 상기 표시부

를 통해 표시하도록 제어하는 원격 분석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원격 호스트에 많은 회원들의 근전도 측정 데이터를 집중시켜 관리하고 회원별로 히스토리를 관리

하므로 근전도 측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근전도 측정 데이터를 전문가에게 의

뢰하던지 또는 전문가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등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신경/근육

치료의 진행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방안등을 언제 어디서든지 체크해 볼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와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는 배터리 팩; 및 전극 모듈;로 이

루어지되, 상기 전극 모듈이 : 상기 배터리 팩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모듈측 무선 통신부와;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로부

터, 상기 배터리 팩으로부터의 전기자극 동작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전기자극 동작을 제어하는 전극 제어부와; 상기 전기자

극 동작 제어신호에 대응하여 해당되는 전기자극 신호를 발생하고 이를 전극으로 인가하는 자극신호 발생회로;를 포함하

여 이루어지고, 상기 배터리 팩이 :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와 인터페이스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와; 상기 전극 모듈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무선 통신부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로부터의 전기자극 동작 명령에 대응하여 상기 무선 통신부

를 통해 상기 전극 모듈로 해당 전기자극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하는 팩 제어부;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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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극 모듈에는 신경/근육 치료와 관계되는 최소한의 아날로그 회로 및 외부와의 무선 통신을 위한 구성만이 마

련되므로 상기 전극 모듈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어 전극 모듈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어 전극 모듈 착용의 부담감을 줄

일 수 있으며, 특히 체강 삽입용의 전극 모듈의 경우에는 전극 모듈의 하우징 전체가 체강내부에 삽입 될 수 있어 착용에

대한 부담감이 최소화 되며, 신경/근육 치료 기능이 이동통신 단말기와 결합되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휴대의

용이성, 활동의 용이성, 조작의 편리성,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해지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의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으

며, 기존 이동통신 단말기의 조작부와 표시부를 사용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이 가능하며, 분석 결과를 항상 휴대하

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게 되며, 신경/근육 치료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GVM

(General Virtual Machine)등과 같은 가상 머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이동통신 단말기에 용이하게 구현할 수가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이와 같은, 또 다른 추가적인 양상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후술하는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통하여 더욱 명백

해질 것이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을 이러한 실시예를 통해 당업자가 용이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기

로 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와 전극 모듈의 외관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

신 단말기는 본체(10)와, 이 본체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며 전기자극 및/또는 근전도 측정에 필요한 구성의 일부가 내장

된 배터리 팩(20)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배터리 팩(20)은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10)로부터 동작 명령을 받아, 전극 모듈(30)로 해당

동작 제어신호를 무선으로 송신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기(10)는 전극 모듈(30)로 직접 해당

동작 제어신호를 무선으로 송신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기기의 구성을 도시한 일 예이다.

상기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경/근육 치료 기능을 가지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는, 본체(730)

와; 상기 본체(730)와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는 배터리 팩(720);을 포함하되, 상기 배터리 팩(720)이 : 상기 이동통신 단말

기 본체(730)와 인터페이스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713)와; 전극 모듈(710)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무선 통신부(715)와;

상기 무선 통신부(715)를 통해 상기 전극 모듈(710)로 해당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하는 팩 제어부(717);를 포함하고, 상기

본체(730)는 : 사용자 조작부(707)와; 표시부(709)와; 무선 데이터 통신망(도시하지 않음.)을 통해 신호를 송/수신하는 무

선 데이터 통신부(701)와; 상기 배터리 팩(720)에 구비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713)와 결합되어 해당 신호를 송수신하는

외부 통신 인터페이스부(705)와; 상기 표시부(709)를 통해 조작 안내 정보를 출력하고, 상기 사용자 조작부(707)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조작신호의 선택에 따라 상기 외부 통신 인터페이스부(705)를 통해 상기 배터리 팩(720)으로 해당 동작

을 명령하는 본체 제어부(703);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먼저, 배터리 팩(720)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통신 인터페이스부(713)는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 USB 포트이며 물리적으로는 배터리 팩(720)의 본체(730)와의

결합면에 접점들로 구현된다. 이 접점은 전원 공급 단자와 인접하여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시하지 않음.). 개선된 최

근의 휴대폰에 채택된 메인 칩, 예를 들어 퀄컴사의 MSM5000 칩은 그 자체에 USB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사용자가 배

터리 팩(720)을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730)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결합하기만 하면 배터리 팩(720)의 결합면과 대응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결합면(도시하지 않음.)에 설치된 인터페이스간의 연결이 이루어져 편리하게 통신 인터페이스간의 물

리적 결합이 이루어진다.

전극 모듈(710)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무선 통신부(715)는 블루투스 모듈이 될 수가 있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이 무선 통신

부(715)를 블루투스 모듈로 가정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블루투스 모듈(715)은 대응되는 외부의 블루투스 모듈(725)(전극 모듈(710)에 구비됨.)과 데이터 통신하는 무선 링크를

제공한다. 블루투스 통신은 주파수 호핑(Frequency Hopping) 방식의 CDMA 통신을 통해 근거리(대략 10m 이내) 장치들

간의 점대점 및 다중점 연결을 지원한다. 전송 속도는 1 Mbps까지 가능하며 데이터의 전송은 ACL(Asynchronous

Connectionless) 링크와 SCO(Synchronous Connection Oriented) 링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블루투스에서 지원하는 시

리얼 포트 프로파일 중의 하나, 예를 들면 랜엑세스 프로파일이나 또는 CT 프로파일을 통해서도 본 발명의 무선 링크를 구

현할 수 있다. 블루투쓰 모듈은 본 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충분히 상용화되고 발전하여 현재는 매우 소형의 휴대용 기

기에 적합할 정도로 소형 모듈로 제공되고 있다. 블루투스 모듈을 통신 링크로 채택할 경우 전자파 장해에 의한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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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데이터에러의 확률을 최소로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소형 가전기기들에 널리 보급될 것으로 보이는 블루

투스 모듈을 채택함으로써 타 기기들간의 접속이 더욱 용이해진다. 실제 구현에 있어서 블루투스 모듈(715)은 신호처리

프로세서와 소프트웨어 모듈로 구현되므로 물리적으로는 팩 제어부(717)는 동일한 신호처리 프로세서 내의 또 다른 소프

트웨어 모듈로 구현될 수도 있다.

팩 제어부(717)는 통신 인터페이스(713)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730)로부터, 사용자 조작신호의 선택에 따른 동작

명령 신호를 전달받으며, 블루투스 모듈(715)을 통해 전극 모듈(710)로 해당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한다.

배터리 셀(723)은 통상적으로 배터리 팩(720)내에 포함되는 배터리 셀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730)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무선 데이터 통신부(701)는 이동통신 처리부가 될 수가 있다. 먼저, 무선 데이터 통신부(701)를 이동통신 처리부로 가정하

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동통신 처리부(701)는 기지국(도시하지 않음.)간에 송/수신되는 신호를 처리한다. 이동통신 처리부

(701)는 기지국간에 송/수신 되는 신호를 무선 처리하고, 무선 처리된 수신신호를 복조하며, 송신신호를 변조한다. 이때,

이동통신 처리부(701)는 이동통신용으로 기설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변/복조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데, 예컨대 채널 코딩/

디코딩, 직교 부호/복호등의 CDMA 변/복조 동작을 수행 할 수가 있다. 또한 이동통신 처리부(701)는 이동통신망과 연계

되는 무선 데이터 통신망(예:무선 인터넷 서버)과의 데이터 송/수신에 대해서도 처리를 수행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무선 데이터 통신부(701)는 무선 랜 통신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제한된 지역에서 무선 통신이 수행된다.

사용자 조작부(707)는 사용자의 조작에 의한 신호를 입력받아 해당 조작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으로, 키패드, 터치패널, 음

성인식부, 필기체 인식부등이 될 수가 있다. 표시부(709)는 액정이나 유기 EL 소자로 이루어 질 수가 있다.

전원 제어부(711)는 배터리 팩(720)으로부터 공급받은 직류전원을 처리하여 필요로 하는 전압으로 변환하고 이를 안정화

시켜 본체(730)내의 각 구성요소들로 공급한다.

한편,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본체(730)에는 이동통신 단말기라면 구비하고 있는 음성 통화를 위한 스피커, 마이크, 그리고

음성 압축과 채널 통신을 위한 코덱들이 더 포함될 수가 있다.

외부 통신 인터페이스부(705)는 전술한 배터리 팩(720)의 통신 인터페이스부(713)에 대응되는 것으로, 서로 간에는 동일

한 프로토콜로 구현되고 물리적으로는 대응되는 형상의 접점으로 구현되어 상호 결합된다(도시하지 않음.).

본체 제어부(703)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내에 구현된 소프트웨어 모듈로 구현될 수가 있다. 개선된 CDMA 직접회로, 예를

들면 퀄컴사의 MSN 계열 칩들은 자체에 고성능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하고 있다.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외부

버스 또는 시리얼 통신 링크를 통해 프로그램 가능하다. 이동통신 단말기의 프로그래밍 환경은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여 개

인용 컴퓨터와 유사한 개발 환경이 제공되고 GVM(General Virtual Machine)과 같은 가상 머쉰 기반의 프로그래밍 환경

이 제공되고 있다. 본체 제어부(703)에 의해 수행되는 신경/근육 치료와 관련한 동작 제어 절차는, 이와 같은 프로그래밍

환경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구현할 수가 있다.

본체 제어부(703)는 신경/근육 치료와 관련한 메뉴 선택 리스트를 표시부(709)를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주며, 사용자 조작

부(707)로부터 사용자 조작신호가 입력되면, 이에 해당하는 동작 명령을 외부 통신 인터페이스부(705)를 통해 배터리 팩

(720)으로 송신하게 되는데, 바람직하게는, 본체 제어부(703)는 배터리 팩(720)으로 전기자극 동작을 명령한다. 그러면,

팩 제어부(717)는 전극 모듈(710)로 전기자극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하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의 보조적인 양상에 따르면, 배터리 팩(720)이 : 하나 이상의 자극 패턴 정보를 구비하고, 상기 본체 제어부

(703)로부터의 전기 자극 동작 명령에 대응하여 해당되는 자극 패턴 정보를 제공하며, 상기 팩 제어부(717) 내부 또는 외

부에 마련되는 자극 패턴 처리부(719);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자극 패턴 처리부(719)는 전기 자극 신호로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기 자극 패턴 정보를 저장한다. 예컨대, 펄

스파인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가 있으며, 사인파인 경우에도 전파, 반파등과 같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다. 또

한, 자극 패턴 처리부(719)는 전류 펄스나 전압 펄스를 저장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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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패턴 처리부(719)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모듈로 구현 가능하며 팩 제어부(717)로부터의 전

기 자극 동작 명령에 대응하여 해당되는 자극 패턴 정보를 제공한다. 상기 전기 자극 동작 명령에는 사용자 조작에 따른,

특정 전기 자극 패턴의 지정, 신호의 세기, 주파수등의 정보가 포함될 수가 있다. 이러한 자극 패턴 처리부를 구현하는 것

은 신경/근육 치료 기기 제조 분야에서는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부연하면, 상기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극 패턴 처리부(719)는 팩 제어부(717)/블루투스 모듈(715/725)/전극 제어부

(727)를 통하여, 자극 신호 발생회로(729)와 연결된다. 따라서, 자극 신호 발생회로(729)가 자극 패턴 처리에 해당되는 제

어 신호를 입력하여 해당 자극 신호를 발생하는 것은 신경/근육 치료 기기 제조 분야에서는 공지된 기술에 해당된다.

팩 제어부(717)는 상기 제공되는 자극 패턴 정보를 전기자극 동작 제어신호에 포함시켜 블루투스 모듈(715)을 통해 전극

모듈(710)로 송신하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의 추가적인 양상에 따르면, 상기 배터리 팩(720)이 : 상기 전극 모듈(710)로부터 수신되는 근전도 검출 데이

터에 대응하여 근전도 신호 처리하고 그 결과 정보를 제공하며, 상기 팩 제어부(717) 내부 또는 외부에 마련되는 근전도 신

호처리부(721);를 더 포함하고, 상기 팩 제어부(717)가 :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730)로부터의 근전도 측정 동작 명령

에 대응하여 상기 무선 통신부(715)를 통해 상기 전극 모듈(710)로 근전도 측정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근전도

신호 처리된 결과 정보를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713)를 통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730)로 송신하며; 상기 본체 제어

부(703)가 : 상기 사용자 조작부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조작신호의 선택에 따라 상기 외부 통신 인터페이스부(705)를 통

해 상기 배터리 팩(720)으로 상기 근전도 측정 동작을 명령하며, 상기 배터리 팩(720)으로부터의 상기 근전도 신호 처리

결과 정보를 상기 표시부(709)를 통해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근전도 신호처리부(721)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모듈로 구현 가능하며, 상기 전극 모듈(710)로부

터 수신되는 디지털화된 근전도 검출 데이터에 대응하여 근전도 신호 처리하고 그 결과 정보(예:그래프, 상태정보)를 제공

한다. 이러한 근전도 신호처리부(721)를 구현하는 것은 신경/근육 치료 기기 제조 분야에서는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부연하면, 상기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근전도 신호 처리부(721)는 팩 제어부(717)/블루투스 모듈(715/725)/전극 제어

부(727)를 통하여, 근전도 신호 검출회로(731)와 연결된다. 따라서, 근전도 신호 검출부(731)에 의해 검출된 근전도 신호

가 디지털로 변환되면, 근전도 신호 처리부(721)가 이를 해당 신호 처리하여 근전도 측정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것은 신경

/근육 치료 기기 제조 분야에서는 공지된 기술에 해당된다. 또한, 전극 모듈(710)이 신체의 괄약근에 삽입되는 형태이면,

근전도 측정 데이터는 질, 항문등과 같은 괄약근 근전도 데이터가 된다.

팩 제어부(717)는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730)로부터의 근전도 측정 동작 명령에 대응하여 상기 무선 통신부(715)를 통해

상기 전극 모듈(710)로 근전도 측정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한다. 또한 팩 제어부(717)는 상기 근전도 신호 처리된 결과 정

보를 통신 인터페이스(713)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730)로 송신한다.

한편, 본 발명의 추가적인 양상에 따르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730)가 : 상기 근전도 신호처리 결과 정보를 상기 무

선 데이터 통신부(701)를 통해 호스트 컴퓨터(도시하지 않음.)로 송신하고, 상기 무선 데이터 통신부(701)로부터 입력되

는 분석 결과를 상기 표시부(709)를 통해 표시하도록 제어하며, 상기 본체 제어부(703) 내부 또는 외부에 마련되는 원격

분석부(도시하지 않음.);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원격 분석부는 무선 인터넷등과 같은 무선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미리 지정된 호스트에 접속되도록 무선 데이터 통신부

(701)를 제어한다. 상기 호스트와의 접속이 이루어지면, 원격 분석부는 근전도 신호처리 결과 정보를 상기 호스트로 송신

한다. 상기 근전도 신호처리 결과 정보는 개인별로 할당된 호스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호스트가 브라우저등을 통

해 업로드된 데이터에 대하여 분석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를 질의 하고,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선택하면 내부의 근전도 측

정 전문가 엔진(도시하지 않음.)을 실행시켜 업로드된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때, 기존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피 측정자

의 히스토리 데이터가 함께 분석될 수가 있다. 데이터 분석은 전문가 엔진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데이터를 분석 전문가에게 전송하여 분석 전문가가 분석 결과를 입력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된

결과는 호스트에 의해 피측정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730)의 무선 데이터 통신부(701)를 통해 수신되어 표시부(709)

에 표시되도록 원격 분석부가 제어한다. 이에 따라, 표시부(709)는 분석 결과를 텍스트 혹은 그래픽 모드로 표시한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상기 전극 모듈(710)이 : 상기 배터리 팩(720)의 무선 통신부(715)와 통신하는 모듈

측 무선 통신부(725)와;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725)로부터 상기 배터리 팩(720)으로부터의 전기자극 동작 제어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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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받아 이를 전기자극 발생회로(729)로 전달하는 전극 제어부(727)와; 상기 전기자극 동작 제어신호에 대응하여 해당되

는 전기자극 신호를 발생하고 이를 전극으로 인가하는 자극신호 발생회로(729)와; 신체의 해당 부위에 접촉되어 상기 전

기자극 신호를 출력하는 전극(733);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극 모듈을 도 7의 블록 구성도와 도 6의 외관도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전극 모듈(710)은 표피 부착용 또는 체강 삽입용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체강 삽입용의 경우, 상기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극 모듈(710)은 그 외주면이 비도전 성질을 가지며 대략 원통형태인 본체로 이루어지며, 상기 본체 외

주면에는 도전 성질의 전극(733)이 마련된다. 또한, 상기 본체 외주면에는 체강내에 삽입된 본체가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탈 방지 돌출부가 마련된다. 전극 모듈(30)을 체강내에 삽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는, 후술하는 자극신호 발생회로(729), 근전도 신호 검출회로(731), 전극 제어부(727) 및 블루투스 모듈(725)이 본체 내

에 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극 모듈(710)에 구비되는 모듈측 무선 통신부(725)는 블루투스 모듈이 될 수가 있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모듈측 무선 통

신부(725)로 블루투스 모듈로 가정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블루투스 모듈(725)은 외부의 대응되는 블루투스 모듈(715)(상

기 도 7의 실시예에서는 배터리 팩(720)에 구비되는 블루투스 모듈(715))과 무선 통신을 수행한다.

전극 제어부(727)는 상기 모듈측 블루투스 모듈(725)로부터 상기 외부의 블루투스 모듈(715)(상기 도 7의 실시예에서는

배터리 팩(720)에 구비되는 블루투스 모듈(715))로부터의 전기자극 동작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이를 전기자극 발생회로

(729)로 전달한다. 물리적으로는 전극 제어부(727)는 블루투스 모듈(725)과 동일한 신호처리 프로세서 내의 또 다른 소프

트웨어 모듈로 구현될 수도 있다.

전기자극 발생회로(729)는 상기 전기자극 동작 제어신호에 대응하여 해당되는 전기자극 신호를 발생하고 이를 전극(733)

으로 인가한다. 전기자극 발생회로(729)는 D/A 변환기, 이득 제어기, 잡음 필터, 증폭기 및 변압기등의 소자의 결합으로

구현될 수가 있다(도시하지 않음.). 이러한 전기자극 발생회로(729)를 구현하는 것은 신경/근육 치료 기기 제조 분야에서

는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전극(733)은 신체의 해당 부위(예컨대 괄약근등)에 접촉되어 상기 전기자극 신호를 출력한다.

한편, 본 발명의 추가적인 양상에 따르면, 상기 전극 모듈(710)이 : 감지되는 근전도 신호를 검출하는 근전도 신호 검출회

로(731);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전극(733)이, 신체의 해당 부위로부터 상기 전기자극 신호를 감지하며; 상기 전극 제어부

(727)가,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725)로부터 상기 외부의 대응되는 무선 통신부(상기 도 7의 실시예에서는 배터리 팩

(720)에 구비되는 무선 통신부(715))로부터의 근전도 측정 동작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근전도 신호 검출회로(731)의

동작을 제어하며, 상기 검출된 근전도 신호를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725)를 통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송신하는

동작을 더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근전도 신호 검출회로(731)는 전극(733)에 의해 감지되는 근전도 신호를 검출하고, 이를 전극 제어부(727)에 전달한다.

근전 신호 검출회로(731)는 전극(733)을 통해 인가되는 근전도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와, 상기 증폭기의 출력에 대해 잡

음을 제거하는 잡음 필터와, 잡음이 제거된 근전도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 변환기등의 소자의 결합으로 구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근전도 신호 검출회로(731)를 구현하는 것은 신경/근육 치료 기기 제조 분야에서는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전극 모듈(710)에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자체에 전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배터리, 예를 들면 충전 가능한 2차전지나 교

체 가능한 배터리를 포함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이 차단되도록 수동 전원 스위치나 아니면 전극 제어부

(727)와 통합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블루투스 모듈(340)을 통한 외부 액세스를 감시하여 사용 중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자

체 전력 모드를 전환시켜 소모 전력이 최소로 되도록 장치 각 부품들로 공급되는 전력을 제어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기기의 다른 예를 도시한다.상기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은, 신경/근육 치료 기능을 가지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사용자 조작부(807)와; 표시부(809)

와; 무선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신호를 송/수신하는 무선 데이터 통신부(801)와; 전극 모듈(810)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무

선 통신부(815)와; 상기 표시부(809)를 통해 조작 안내 정보를 출력하고, 상기 사용자 조작부(807)로부터 입력되는 사용

자 조작신호의 선택에 따라 상기 무선 통신부(815)를 통해 상기 전극 모듈(810)로 해당 동작을 명령하는 제어부(803);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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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8의 설명에 있어, 상기 도 7과 중복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도 8의 실시예에서는, 전극 모듈(810)의 무선 통신부(825)와 대응되며 신경/근육 치료와 관련된 각종 신호들을 무선

으로 통신하는 본체측 무선 통신부(예:블루투쓰 모듈)(815)와, 전기자극 신호의 패턴을 처리하기 위한 자극 패턴 처리부

(819) 및 검출된 근전도 측정 데이터를 신호 처리하기 위한 근전도 신호 처리부(821)의 구성이, 배터리 팩(도시하지 않음.)

에 구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820)에 구비되는 점에서 상기 도 7의 실시예와는 차별된다.

블루투쓰 모듈(815)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내장될 수가 있으며, 또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제공되고 있는 IF 컨넥터에 외장형

블루투쓰 어댑터가 장착되어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도 8의 실시예에서는 본체(820)가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인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용 휴대

기기가 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기기의 또 다른 예를 도시한다.

상기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은, 서로 간에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본체(920); 및

압력 센서 모듈(910);로 이루어지되, 상기 압력 센서 모듈(910)이 : 상기 본체(920)와 무선으로 통신하는 무선 통신부

(925)와;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925)로부터, 상기 본체(920)로부터의 압력 측 동작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압력 신호 검

출 동작을 제어하며, 검출된 압력 신호를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925)를 통하여 상기 본체(920)로 송신하는 센서 제어부

(927)와; 상기 압력 측정 동작 제어신호에 대응하여, 압력을 검출하고 이를 상기 센서 제어부(927)로 전달하는 압력 센서

(933);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본체(920)가 : 사용자 조작부(907)와; 표시부(909)와; 상기 압력 센서 모듈(910)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본체측 무선 통신부(915)와; 상기 표시부(909)를 통해 조작 안내 정보를 출력하고, 상기 사용자 조작부

(907)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조작신호의 선택에 따라 상기 무선 통신부(915)를 통해 상기 압력 센서 모듈(910)로 상기

압력 측정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하고, 압력 측정 처리된 결과 정보를 상기 표시부(909)를 통해 출력하는 본체 제어부(903)

와; 상기 본체측 무선 통신부(915)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압력 센서 모듈(910)로부터의 압력 검출 데이터에 대응하여 압력

측정 처리하고 그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압력 측정 처리부(919);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도 9의 설명에 있어서, 상기 도 7 및 도 8과 중복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압력 센서 모듈(910)은 체강 삽입용에 적용될 수 있다. 체강 삽입용의 경우, 압력 센서 모듈(910)은 대략

원통형태이며 고무 재질의 본체로 이루어지며, 상기 본체 외주면에는 체강내에 삽입된 본체가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탈 방지 돌출부가 마련된다. 압력 센서 모듈(910)이 체강 내에 삽입되고 공기의 압력을 받게 되

면, 압력 센서(933)는 그 압력을 검출하게 된다.

압력 센서 모듈(910)을 체강내에 삽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압력센서(933), 센서 제어부(927) 및 모듈측 무

선 통신부(925)이 본체 내에 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압력 센서 모듈(910)에 구비되는 모듈측 무선 통신부(925)는 블루투스 모듈이 될 수가 있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모듈측 무

선 통신부(925)로 블루투스 모듈로 가정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블루투스 모듈(925)은 외부의 대응되는 블루투스 모듈

(915)(상기 도 9의 실시예에서는 본체(920)에 구비되는 블루투스 모듈(915))과 무선 통신을 수행한다.

센서 제어부(927)는 상기 모듈측 블루투스 모듈(925)로부터 상기 외부의 블루투스 모듈(915)(상기 도 9의 실시예에서는

본체(920)에 구비되는 블루투스 모듈(915))로부터의 압력 검출 동작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이를 압력센서(933)로 전달한

다. 물리적으로는 센서 제어부(927)는 블루투스 모듈(925)과 동일한 신호처리 프로세서 내의 또 다른 소프트웨어 모듈로

구현될 수도 있다.

압력센서(933)는 상기 압력 검출 동작 제어신호에 대응하여 공압을 검출하고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센서 제어부로

전달한다. 이러한 압력센서(933)를 구현하는 것은 신경/근육 치료 기기 제조 분야에서는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므로, 그 상

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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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압력 센서 모듈(910)에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자체에 전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배터리, 예를 들면 충전 가능한 2차전지

나 교체 가능한 배터리를 포함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이 차단되도록 수동 전원 스위치나 아니면 센서 제어

부(927)와 통합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블루투스 모듈(925)을 통한 외부 액세스를 감시하여 사용 중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자체 전력 모드를 전환시켜 소모 전력이 최소로 되도록 장치 각 부품들로 공급되는 전력을 제어한다.

본체(920)는 이동통신 단말기가 될 수가 있다. 본체(920)에 마련되는 블루투스 모듈(내장용 또는 외장용)(915)은 압력 센

서 모듈(910)과 통신을 수행한다. 이동통신 단말기 제어부(903)는 표시부(909)를 통해 조작 안내 정보를 출력하고, 상기

사용자 조작부(907)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조작신호의 선택에 따라 상기 블루투스 모듈(915)을 통해 상기 압력 센서 모

듈(910)로 압력 측정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하고, 압력 측정 처리된 결과 정보를 표시부(909)를 통해 출력한다. 압력 측정

처리부(919)는 상기 본체측 무선 통신부(915)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압력 센서 모듈(910)로부터의 압력 검출 데이터에 대

응하여 압력 측정 처리하고 그 결과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본 발명은 제시된 실시예를 중심으로 설명되었으나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매우 다양한 변형예

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 같은 변형예들을 포괄하도록 의도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 해석되

어 질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외부와의 인터페이스가 종래와 같이 케이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선 통신에 의해 이

루어지므로, 사용자가 전극 모듈을 착용하는데 있어 부담감을 줄여 줄 수가 있게 되며, 전극 모듈에는 자극신호 출력과 관

계되는 최소한의 아날로그 회로 및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구성만이 마련되므로, 상기 전극 모듈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어 전극 모듈 착용의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다.

또한, 외부와의 인터페이스가 종래와 같이 케이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선 통신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용자가 전극 모

듈을 착용하는데 있어 부담감을 줄여 줄 수가 있게 되며, 전극 모듈에는 자극신호 출력과 관계되는 최소한의 아날로그 회

로 및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구성만이 마련되므로, 상기 전극 모듈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

어 전극 모듈 착용의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다.

또한, 전극 모듈의 하우징 전체가 체강 내부에 삽입될 수 있어 착용에 대한 부담감이 최소화되고 무선 통신에 의해 자유로

운 일상 활동이 보장되게 된다.

또한, 전극 모듈에는 신경/근육 치료와 관계되는 최소한의 아날로그 회로 및 외부와의 무선 통신을 위한 구성만이 마련되

므로 상기 전극 모듈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어 전극 모듈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어 전극 모듈 착용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체강 삽입용의 전극 모듈의 경우에는 전극 모듈의 하우징 전체가 체강내부에 삽입 될 수 있어 착용에 대한 부

담감이 최소화 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계되는 부분이 본체에 마련되고 무선 통신에 의함으로, 자유로운 일상 활동이

보장되며 사용이 편리하며 휴대가 용이해 진다.

또한, 상술한 특징으로 가지는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기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극 패턴으로 전기 자극을 받을 수

가 있게 된다.

또한, 블루투스 모듈등과 같은 무선 통신부가 구비되면, 이동통신 단말기가 본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으므로, 휴대가 편리

한 이동통신 단말기와 신경/근육 치료 기기가 통합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휴대의 용이성, 활동의 용이성, 조작

의 편리성,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해 진다.

또한, 원격 호스트에 많은 회원들의 근전도 측정 데이터를 집중시켜 관리하고 회원별로 히스토리를 관리하므로 근전도 측

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근전도 측정 데이터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던지 또는 전

문가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등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신경/근육 치료의 진행 상태

와 앞으로의 치료 방안등을 언제 어디서든지 체크해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극 모듈에는 신경/근육 치료와 관계되는 최소한의 아날로그 회로 및 외부와의 무선 통신을 위한 구성만이 마련되

므로 상기 전극 모듈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어 전극 모듈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어 전극 모듈 착용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체강 삽입용의 전극 모듈의 경우에는 전극 모듈의 하우징 전체가 체강내부에 삽입 될 수 있어 착용에 대한 부

담감이 최소화 되며, 신경/근육 치료 기능이 이동통신 단말기와 결합되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휴대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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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용이성, 조작의 편리성,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해지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의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기존

이동통신 단말기의 조작부와 표시부를 사용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이 가능하며, 분석 결과를 항상 휴대하는 이동통

신 단말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게 되며, 신경/근육 치료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GVM(General

Virtual Machine)등과 같은 가상 머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이동통신 단말기에 용이하게 구현할 수가 있게 된

다.

또한, 외부와의 인터페이스가 무선 통신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용자가 압력 센서 모듈을 착용하는데 있어 부담감을 줄여

줄 수가 있게 되며, 압력 센서 모듈에는 압력 검출과 관계되는 최소한의 아날로그 회로 및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구성만이

마련되므로, 상기 압력 센서 모듈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어 압력 센서 모듈 착용의 부담감

을 줄일 수가 있다. 또한, 압력 센서 모듈의 하우징 전체가 체강 내부에 삽입될 수 있어 착용에 대한 부담감이 최소화되고

무선 통신에 의해 자유로운 일상 활동이 보장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기존의 요실금 치료외에 여성 성기능 장애 치료(성기능 강화), 남성 전립선의 통증 치료, 항문괄약근의 기

능적 장애로 발생한 만성변비 및 변실금 및 일반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치료 및 근육강화등 다양한 치료 분야에서 활용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대응되는 외부의 무선 통신부와 통신이 가능한 모듈측 무선 통신부와;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로부터, 상기 외부의 무선 통신부로부터의 압력 측정 동작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압력 신호 검출

동작을 제어하며, 검출된 압력 신호를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를 통하여 상기 외부 무선 통신부로 송신하는 센서 제어부

와;

상기 압력 측정 동작 제어신호에 대응하여, 압력을 검출하고 이를 상기 센서 제어부로 전달하는 압력 센서;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력 센서 모듈.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압력 센서 모듈이 :

고무성질을 가지는 원통형의 본체와;

상기 본체 외주면에 마련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탈 방지 돌출부;

를 적어도 포함하는 체강 삽입용이며,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 센서 제어부 및 압력 센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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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체에 내장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압력 센서 모듈.

청구항 6.

서로 간에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본체; 및 전극 모듈;로 이루어지되,

상기 전극 모듈이 :

상기 본체와 무선으로 통신하는 모듈측 무선 통신부와;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로부터, 상기 본체로부터의 전기자극 동작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전기자극 동작을 제어하는 전극

제어부와;

상기 전기자극 동작 제어신호에 대응하여 해당되는 전기자극 신호를 발생하고 이를 전극으로 인가하는 자극신호 발생회

로;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본체가 :

사용자 조작부와; 표시부와;

상기 전극 모듈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본체측 무선 통신부와;

상기 표시부를 통해 조작 안내 정보를 출력하고, 상기 사용자 조작부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조작신호의 선택에 따라 상기

무선 통신부를 통해 상기 전극 모듈로 상기 전기자극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하는 본체 제어부;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장치.

청구항 7.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본체가 :

하나 이상의 자극 패턴 정보를 구비하고, 해당되는 자극 패턴 정보를 제공하는 자극 패턴 처리부;

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장치.

청구항 8.

서로 간에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본체; 및 전극 모듈;로 이루어지되,

상기 전극 모듈이 :

상기 본체와 무선으로 통신하는 모듈측 무선 통신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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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로부터, 상기 본체로부터의 근전도 신호 검출 동작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근전도 신호 검출회로의

동작을 제어하며, 검출된 근전도 신호를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를 통하여 상기 본체로 송신하는 전극 제어부와;

전극에 의해 감지되는 근전도 신호를 검출하는 상기 근전도 신호 검출회로;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본체가 :

사용자 조작부와; 표시부와;

상기 전극 모듈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본체측 무선 통신부와;

상기 표시부를 통해 조작 안내 정보를 출력하고, 상기 사용자 조작부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조작신호의 선택에 따라 상기

본체측 무선 통신부를 통해 상기 전극 모듈로 상기 근전도 신호 검출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하며, 근전도 신호 처리된 결과

정보를 상기 표시부를 통해 출력하는 본체 제어부와;

상기 본체측 무선 통신부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전극 모듈로부터의 근전도 검출 데이터에 대응하여 근전도 신호 처리하고

그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근전도 신호처리부;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장치.

청구항 9.

서로 간에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본체; 및 압력 센서 모듈;로 이루어지되,

상기 압력 센서 모듈이 :

상기 본체와 무선으로 통신하는 무선 통신부와;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로부터, 상기 본체로부터의 압력 측정 동작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압력 신호 검출 동작을 제어하

며, 검출된 압력 신호를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를 통하여 상기 본체로 송신하는 센서 제어부와;

상기 압력 측정 동작 제어신호에 대응하여, 압력을 검출하고 이를 상기 센서 제어부로 전달하는 압력 센서;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본체가 :

사용자 조작부와; 표시부와;

상기 압력 센서 모듈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본체측 무선 통신부와;

상기 표시부를 통해 조작 안내 정보를 출력하고, 상기 사용자 조작부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조작신호의 선택에 따라 상기

무선 통신부를 통해 상기 압력 센서 모듈로 상기 압력 측정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하고, 압력 측정 처리된 결과 정보를 상기

표시부를 통해 출력하는 본체 제어부와;

상기 본체측 무선 통신부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압력 센서 모듈로부터의 압력 검출 데이터에 대응하여 압력 측정 처리하고

그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압력 측정 처리부;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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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청구항 6 내지 청구항 9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가,

이동통신 단말기;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장치.

청구항 11.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본체측 무선 통신부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통신 컨넥터에 연결되는 외장형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장치.

청구항 12.

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본체가 ;

상기 근전도 신호처리 결과 정보와 압력 측정 결과 정보 중 어느 하나를 무선 데이터 통신부를 통해 호스트 컴퓨터로 송신

하고, 상기 무선 데이터 통신부를 통해 입력되는 상기 호스트 컴퓨터로부터의 분석 결과를 상기 표시부를 통해 표시하도록

제어하는 원격 분석부;

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장치.

청구항 13.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와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는 배터리 팩; 및 전극 모듈;로 이루어지되,

상기 전극 모듈이 :

상기 배터리 팩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모듈측 무선 통신부와;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로부터, 상기 배터리 팩으로부터의 전기자극 동작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전기자극 동작을 제어하

는 전극 제어부와;

상기 전기자극 동작 제어신호에 대응하여 해당되는 전기자극 신호를 발생하고 이를 전극으로 인가하는 자극신호 발생회

로;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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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배터리 팩이 :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와 인터페이스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와;

상기 전극 모듈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무선 통신부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로부터의 전기자극 동작 명령에 대응하여 상기 무선 통신부를 통해 상기 전극 모듈로 해당 전기

자극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하는 팩 제어부;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장치.

청구항 14.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배터리 팩이 :

하나 이상의 자극 패턴 정보를 구비하고, 해당되는 자극 패턴 정보를 제공하는 자극 패턴 처리부;

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장치.

청구항 15.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와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는 배터리 팩; 및 전극 모듈;로 이루어지되,

상기 전극 모듈이 :

상기 배터리 팩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모듈측 무선 통신부와;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로부터, 상기 배터리 팩으부터의 근전도 신호 검출 동작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근전도 신호 검출회

로의 동작을 제어하며, 검출된 근전도 신호를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를 통하여 상기 패터리 팩으로 송신하는 전극 제어

부와;

전극에 의해 감지되는 근전도 신호를 검출하는 상기 근전도 신호 검출회로;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배터리 팩이 :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와 인터페이스 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와;

상기 전극 모듈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무선 통신부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로부터의 근전도 신호 측정 동작 명령에 대응하여 상기 무선 통신부를 통해 상기 전극 모듈로

해당 근전도 신호 검출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하고, 근전도 신호 처리된 결과 정보를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로 송신하는 팩 제어부와;

상기 무선 통신부를 통해 전극 모듈로부터 수신되는 근전도 검출 데이터에 대응하여 근전도 신호 처리하고 그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근전도 신호 처리부;

등록특허 10-0550666

- 17 -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장치.

청구항 16.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와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는 배터리 팩; 및 압력 센서 모듈;로 이루어지되,

상기 압력 센서 모듈이 :

상기 배터리 팩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모듈측 무선 통신부와;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로부터, 상기 배터리 팩으로부터의 압력 측정 동작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압력 신호 검출 동작을

제어하며, 검출된 압력 신호를 상기 모듈측 무선 통신부를 통하여 상기 배터리 팩으로 송신하는 센서 제어부와;

상기 압력 측정 동작 제어신호에 대응하여, 압력을 검출하고 이를 상기 센서 제어부로 전달하는 압력 센서;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배터리 팩이 :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와 인터페이스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와;

상기 압력 센서 모듈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무선 통신부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로부터의 압력측정 동작 명령에 대응하여 상기 무선 통신부를 통해 상기 압력 센서 모듈로 상기

압력 측정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하는 팩 제어부;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장치.

청구항 17.

청구항 13 내지 청구항 16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가 ;

상기 배터리 팩에 구비되는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부와 결합되어 해당 신호를 송수신하는 외부 통신 인터페이스부와;

상기 외부 통신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수신되는 상기 근전도 신호처리 결과 정보와 압력 측정 처리 결과 정보 중에서 어느

하나를 무선 데이터 통신부를 통해 호스트 컴퓨터로 송신하고, 상기 무선 데이터 통신부를 통해 입력되는 상기 호스트 컴

퓨터로부터의 분석 결과를 표시부를 통해 표시하도록 제어하는 원격 분석부;

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표시부를 통해 조작 안내 정보를 출력하고, 사용자 조작부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조작신호의 선택에 따라 상기 외부

통신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배터리 팩으로 해당 동작을 명령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신경/근육 치료 장치.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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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본체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 단자와;

상기 전원 공급 단자로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적어도 하나의 배터리 셀과;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와 인터페이스 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와;

전극 모듈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무선 통신부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로부터의 전기자극 동작 명령에 대응하여 상기 무선 통신부를 통해 상기 전극 모듈로 해당 전기

자극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하는 팩 제어부;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배터리 팩 장치.

청구항 19.

청구항 18에 있어서,

상기 배터리 팩 장치가 :

하나 이상의 자극 패턴 정보를 구비하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로부터의 전기자극 동작 명령에 대응하여 해당되는 자

극 패턴 정보를 제공하는 자극 패턴 처리부;

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배터리 팩 장치.

청구항 20.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 단자와;

상기 전원 공급 단자로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적어도 하나의 배터리 셀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와 인터페이스 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와;

전극 모듈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무선 통신부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로부터의 근전도 신호 측정 동작 명령에 대응하여 상기 무선 통신부를 통해 상기 전극 모듈로

해당 근전도 신호 검출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하고, 근전도 신호 처리된 결과 정보를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로 송신하는 팩 제어부와;

상기 무선 통신부를 통해 전극 모듈로부터 수신되는 근전도 검출 데이터에 대응하여 근전도 신호 처리하고 그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근전도 신호 처리부;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배터리 팩 장치.

청구항 21.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 단자와;

상기 전원 공급 단자로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적어도 하나의 배터리 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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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와 인터페이스 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와;

압력 센서 모듈과 무선으로 통신하는 무선 통신부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로부터의 압력신호 측정 동작 명령에 대응하여 상기 무선 통신부를 통해 상기 압력 센서 모듈로

압력신호 검출 동작 제어신호를 송신하고, 압력 측정 처리된 결과 정보를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본체로 송신하는 팩 제어부와;

상기 무선 통신부를 통해 압력 센서 모듈로부터 수신되는 압력 검출 데이터에 대응하여 압력 측정 처리하고 그 결과 정보

를 제공하는 압력 측정 처리부;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배터리 팩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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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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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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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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