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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용자에 의해 착용된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에 관한 것이다. 생리정보획득 유니트는 이용자의 생리정보

를 획득한다. 활동정보획득 유니트는 이용자의 활동정보를 획득한다. 상태인식 유니트는 활동정보에 따라 이용자의 

상태를 인식한다. 생리정보결정 유니트는 생리정보가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정상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표시 유니

트는 생리정보결정 유니트의 결정 결과를 이용자에게 부여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의 실시예의 블록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의 센서모듈의 구성요소의 예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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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실시예의 변형에 따른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의 블록도,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의 센서모듈의 구성요소의 예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의 처리의 플로우차트,

도 6은 활동정보와 행위간의 대응 테이블의 도면,

도 7은 개인 성향과 측정값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관계 계획의 도면,

도 8은 제2실시예에 따른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의 처리의 플로우차트,

도 9는 하루 동안의 혈압의 경향 그래프의 도면,

도 10은 맥박과 활동 자세의 그래프의 디스플레이 예,

도 11은 맥박과 활동 자세의 그래프에 따른 동기화 데이터의 검색 결과의 디스플레이 예,

도 12는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의 디스플레이 예,

도 13은 일주일 동안의 스트레스의 디스플레이 예,

도 14는 한달 동안의 스트레스의 디스플레이 예

도 15는 다양한 종류의 생리정보체의 메모리 포맷의 예,

도 16은 센서정보체의 동기화 데이터의 디스플레이 예,

도 17은 센서정보체의 센서 데이터의 디스플레이 예,

도 18은 휴대용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하루 동안의 건강 상태의 예시적 요약을 나타낸 도면,

도 19는 휴대용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하루 동안의 혈압의 예시적 경향 그래프를 나타낸 도면,

도 20은 개인체와 제3실시예에 따른 외부 네트워크상의 센서정보체를 포함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 시스템의 블록도,

도 21은 제3실시예에 따른 착용가능 터미널, 홈 서버, 가정의사/관리회사 서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블록도,

도 22는 아날로그 회로를 이용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의 센서모듈의 구성요소의 예를 나타낸 도면,

도 23은 생리정보체의 디스플레이 예,

도 24는 생리정보의 검색영역의 선택 예,

도 25는 검색 결과의 디스플레이 예,

도 26은 심전도 그래프중 하나의 맥박의 선택 예,

도 27은 심전도 그래프중 2개의 맥박의 선택 예,

도 28은 심전도 그래프중 부정맥 선택 예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장치를 착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상태를 측정하고, 건강 조절 및 개인 항해와 같은 이용자의 활동을 유지하

기 위한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등과 같은 노인병은 불균형화된 다이어트와, 운동 부족, 불규칙한 생활 및, 스트레스와 같은 생

활 형태 선택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병은 "생활 형태 관련 질병"으로서 정의된다. 최근, 생활 형태

와관련된 질병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인식은 통상적인 2차적 예방(조기 발견, 조기 의학적 처치)으로부터 

1차적 예방(건강)의 방향으로 많이 진행된다.

착용가능 형태의 많은 장치는 이용자의 생리정보를 획득하여 이용자의 건강정보를 제어하도록 제안된다. 예컨대, 일

본국 공개특허 평11-53319호에 있어서, 이용자는 휴대용 터미널을 통해 식사 데이터와 움직임 데이터를 입력하고, 

센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측정한다. 이 때, 이용자의 건강은 데이터를 기초로 조절된다.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평10-29

5651호에 있어서, 호스트 컴퓨터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의 건강정보를 제어한다. 그러나, 이러한 참고문헌에 있

어서, 이용자는 음식 데이터로서 식사 메뉴 또는 식사 재료를 입력해야만 하고, 이러한 동작은 이용 자에 대해 매우 귀

찮은 것이다. 매일 3회 식사에 부가하여 식사와 고급 식사 사이에서의 무엇인가를 입력하는 것은 이용자를 매우 힘들

게 한다.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11-53454호에 있어서, 휴대용 터미널은 닥치는 대로 이용자에 대해 건강 조언을 부여한다. 

이용자는 종종 건강 조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용자는 항상 건강을 돌볼 수는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참고문헌

에 있어서, 건강 조언은 되는 대로 이용자에게 주어진다. 건강 조언이 이용자의 상태를 기초로 적절한 시간에 주어지

지 않으면, 이는 소용없게 된다. 한편, 이는 이용자의 일을 방해하여 이용자는 스트레스를 받게된다.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9-322882호에 있어서, 착용가능 형태의 휴대용 터미널은 건강정보를 기록한다. 이 경우, 중

요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건강정보가 음성으로 출력된다. 그러나, 이러한 참고문헌에 있어서, 측

정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용자는 측정을 조작해야만 한다. 더욱이, 이용자는 자신의 행위와 건강 상태의 변화의 이유

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기록시간이 이용자에게 주어질 때, 이용자가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용자는 실제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착용가능 컴퓨터가 제안되었는 바, 착용가능 컴퓨터는 이용자에 의해 착용되는 각 구성요소(예컨대, CPU, 디스플레

이, 통신부)로 나뉘어진다. 생리센서 및 환경센서는 착용가능 컴퓨터와 결합된다. 이용자 상태를 인식함으로써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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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이용자에게 주어진다. 이용자의 상태를 인식하기 위한 이러한 기능은 "정황 인식(contex awareness)"로 불리

워진다. 이러한 동작은 핸드-프리 동작이므로 음 성 대화에 의해 실행된다.

더욱이,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평10-305016호에 있어서, 이용자의 활동정보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로

부터의 위치정보와, 스케쥴 데이터 및, 뇌파와 같은 생리정보에 의해 획득된다. 활동정보는 맥박수와, 체온, 혈압 및, 

발한등과 같은 생리정보에 대응하여 기록된다. 이 경우, 스케쥴이 이용자에 대해 좋은지를 나타내는 결정 데이터가 

또한 기록되고, 장래 스케쥴의 조언이 결정 데이터를 기초로 생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참고문헌에 있어서, 이용자는 

모든 스케쥴 정보를 미리 입력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은 이용자에 대해 매우 귀찮은 것이고, 활동정보가 충

분하게 얻어지지 않게 된다. 더욱이, 이용자가 자신의 스케쥴을 입력시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항상 그 스케쥴에 

따르지는 않게 된다. 요컨대, 실제 행위가 스케쥴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스케쥴은 올바르지 않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용자의 생리정보를 획득하고,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조절하기 위한 착용가능 형태의 많은 장치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측정된 생리정보는 이용자의 행위에 따라 크게 변화된다. 따라서, 생리정보가 이용자의 행위에 

대응하여 측정되지 않으면 건강상태의 올바른 결정이 어렵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점을 감안하여 발명된 것으로, 착용가능 장치에 의해 건강조절과 같은 이용자의 생명을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한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르면, 이용자의 생리정보를 획득하도록 구성된 생리정보획득 유니트와; 이용

자의 활동정보를 획득하도록 구성된 활동정보획득 유니트; 이용자의 각 활동정보와 각 행위 사이의 대응을 나타내는 

테이블과, 각 행위의 생리정보의 표준 한계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메모리; 획득된 활동정보에 대응하는 행위를 테이블

로부터 검색함으로써 이용자의 상태를 인식하도록 구성된 상태인식 유니트; 획득된 생리정보와 검색된 행위의 생리

정보의 표준 한계를 비교함으로써 획득된 생리정보가 정상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구성된 생리정보결정 유니트 및

; 상기 생리정보결정 유니트의 결정 결과를 부여하도록 구성된 표시유니트를 구비하여 구성된 이용자에 의해 착용되

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가 제공된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르면, 착용가능형 장치를 통해 이용자의 생리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와; 착용가능형 장치를 통해 

이용자의 활동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이용자의 각 활동정보와 각 행위 사이의 대응을 나타내는 테이블과, 각 행위의 

생리정보의 표준 한계를 저장하는 단계; 획득된 활동정보에 대응하는 행위를 테이블로부터 검색함으로써 이용자의 

상태를 인식하는 단계; 획득된 생리정보와 검색된 행위의 생리정보의 표준 한계를 비교함으로써 획득된 생리정보가 

정상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착용가능형 장치를 통해 결정 결과를 부여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착용

가능형 장치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생명 유지방법이 또한 제공된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르면, 착용가능형 장치를 통해 이용자의 생리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명령 유니트와; 착용가능형 

장치를 통해 이용자의 활동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명령 유니트; 이용자의 각 활동정보와 각 행위 사이의 대응을 나타

내는 테이블과, 각 행위의 생리정보의 표준 한계를 저장하기 위한 명령 유니트; 획득된 활동정보에 대응하는 행위를 

테이블로부터 검색함으로써 이용자의 상태를 인식하기 위한 명령 유니트; 획득된 생리정보와 검색된 행위의 생리정

보의 표준 한계를 비교함으로써 획득된 생리정보가 정상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명령 유니트 및; 착용가능형 장

치를 통해 결정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명령 유니트를 구비하여 구성된 착용가능형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컴퓨터-판독가능 명령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메모리가 또한 제공된다.

(실시예)

이하, 예시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1에 있어서, 메인 모듈(101)은 메모리(101

1)와, CPU(1012) 및, 모듈간의 통신을 하기 위한 블루투스 칩(1013: Bluetooth chip)을 포함한다. 블루투스는 단거

리 무선통신 수단의 일례이고, 다른 유무선 통신 프로토콜이 또한 이용될 수 있다. 메인 모듈(101)은 시스템용 예약 

데이터와, 시스템의 단일화 처리, 모듈간의 데이터 통신 및, 홈 서버와 관리 서버에 대한 통신을 실행한다.

센서 모듈(102)은 메모리(1021)와, CPU(1022), 블루투스 칩(1023), A/D 콘버터(1024) 및, 전처리 유니트(1025)를 

포함한다. 전처리 유니트(1025)는 각각의 센서(맥박파 센서, 전자뇌파 센서, 심장센서, 체온센서, GSR 전극)로부터의

신호에 대해 증폭 및 전처리를 실행한다. 블루투스 칩(1023)은 메인 모듈(101)과 데이터 통신을 실행한다. 이 경우,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센서 모듈이 각각 각 센서에 연결된다. 그러나, 도 3 및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

나의 센서 모듈은 하나의 몸체로서 모든 센서에 연결될 수 있다. 센서 모듈이 하나의 몸체로서 구성되면, 배선이 각 센

서로부터 센서 모듈로 형성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센서 모듈은 각각의 센서에 대해

종속적으로 구성되고, 배선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센서와 모듈의 처리는 통상적

으로 실행될 수 있다. CPU는 A/D 변환기능을 포함하는 마이크로-콘트롤러(예컨대, 마이크로 칩 테크놀로지社의 PIC

16F877)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실행될 수 있고, 다른 A/D 콘버터는 준비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전처리 유니트(1025

)는 각각의 신호에 대한 적절한 이득으로 증폭하고, 신호의 대역에 비례하는 하이-패스 필터나 로우-패스 필터를 포

함한다. 필요하다면, 각 센서는 다수의 채널을 포함한다.

통상적인 휴대용 전화일 수 있는 셀룰러-폰(103)은 액정 디스플레이와, 동작 버튼 및, 입력/출력 음성에 대한 통신 유

니트를 포함한다. 셀룰러-폰(103)은 메인 모듈(101)에 대해 통신하도록 블루투스 칩(1031)을 포함한다. 이러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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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해, 음성의 입력/출력과 커서 키의 커서 제어가 실행된다.

디스플레이(104)는 단지 액정 스크린이고, 메인 모듈(101)로부터 블루투스 칩(1041)으로의 디스플레이 내용을 제어

한다. 헤드셋(105)에 설치된 블루투스/CCD 카메라는 음성/화상 인터페이스용 장치로서, 음성의 입력/출력 및 화상의

획득을 실행하도록 블루투스 칩을 저장한다. 셀룰러-폰(103)과 헤드셋(105) 양쪽은 동시에 이용될 수 있다. 더욱이, 

헤드셋(105)에 설치된 디지털 카메라는 화상을 입력할 수 있다.

도 5는 제1실시예에 따른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의 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이용자는 메인 모듈(101)과, 각 센서 모

듈(102), 셀룰러-폰(103), 디스플레이(104) 및, 헤드셋(105)을 포함하는 착용가능 장치를 휴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시스템이 활성화되면(S501), 각 센서는 소정의 생리정보를 입력하고, 가속센서는 가속을 측정한다(S502). 센서로부

터의 아날로그 신호가 센서모듈에 의해 증폭, 필터링 및, A/D 변환에 따라 처리된다. A/D 변환된 신호는 메인 모듈(1

01)에 전송된다. 메인 모듈(101)은 프리셋 로직에 의해 계측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용자의 상태를 결정한다.

먼저, 이용자의 활동(움직임)이 가속정보에 의해 인식된다(S503). 인식방법에 따라, 예컨대 3차원 가속센서가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자의 신체의 소정 부위에 부착된다. 신체 주요부의 모션을 측정하는 경우, 이러한 센서는 허리에 

부착된다. 센서의 기울어짐이 가속 파형의 로우패스필터 출력에 의해 얻어진 DC(직류) 엘리먼트로부터 계산되어, 자

세가 검출된다. 활동(예컨대,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자동차 타기, 전차 타기)은 주파수 엘리먼트로부터 구별되고,

AC(교류)의 패턴을 변화시킨다. 예컨대, 가속 센서로서 2차원 가속센서(아날로그 디바이스社의 ADXL202JQC)가 이

용된다. 3차원 가속센서는 2차원 가속센서의 직교 위치에 의해 구성된다.

이용자의 위치를 인식하기 위해, 내부에 있는 경우, 메인 모듈은 각 룸내의 무선 태그(블루투스)와 통신하여, 이용자

의 위치를 검출한다. 외부에 있는 경우, 이용자의 위치는, 예컨대 셀룰러-폰(PHS) 또는 GPS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

용하여 검출된다. 동시에, 생리정보가 측정된다. 이러한 측정방법에 대해 이하 설명한다.

맥박파 센서(1026)에 있어서, 측정 부위(손가락, 손목, 귀)와 같은 말초 혈관의 핼액 흐름의 변화는 광전신호로서 검

출된다. 백열램프 또는 LED는 혈관이 모이는 부분에 헤모글로빈의 파장을 흡수하는 광을 조사하고, 포토다이오드는 

투과광 또는 반사광을 광전신호로 변환시킨다. 이러한 계측 데이터는 전처리 유니트에 의해 변환 및 필터링되고 A/D 

콘버터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이 때, 디지털 신호는 메인 모듈로 전송된다. 메인 모듈은 전위(electric pote

ntial) 파형의 이러한 계측의 피크 간격을 검출하거나 주파수를 분석하고 이러한 피크 주파수로부터 다수의 맥박(맥박

수)을 계산한다.

더욱이, 맥박파 센서(1026)는 이용자 신체의 부분상의 소정 거리에 위치한다. 2개의 파형이 각각 측정되고, 각 디지

털 신호가 메인 모듈에 전송되며, 혈관의 혈압 또는 탄력율이 2개의 다른 파형간의 차이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심전

도를 이용하여 맥박을 측정할 경우, 고동 수는 주파수 분석에 의해 얻어진 피크 간격 또는 피크 주파수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맥박 값과 혈압 값은 연속해서 측정되어 메인 모듈(101)의 메모리(1011)에 저장된다. 체온에 대해서

는 온도계의 출력이 온도로 변환된다. 더욱이, GSR의 출력이 또한 메인 모듈(101)의 메모리(1011)에 저장된다. 이러

한 계측 값에 부가하여, 가속센서로부터의 아날로그(전압) 데이터가 A/D 변환 후 메모리에 저장된다. 이러한 데이터

는 측정 시간을 각 데이터에 부가함으로써 또는 동일한 기록에 각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상호 대응된다.

측정이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동안, 생리정보(맥박, 혈압, 체온)가 변하거나, 활동정보가 "걷기 멈춤"과 같이 변하면, 

이러한 변화 상태가 검출된다(S504). 이 때, 활동정보(이용자의 행위)가 이용자의 스케쥴 데이터와 비교되고(S505), 

불충분한 데이터나 모순점에 대한 질문이 음성 합성에 의해 이용자에게 주어진다(S506,S507). 예컨대, 가속센서로부

터의 AC 엘리먼트의 X, Y, Z축 방향에 따른 절대값이 임계를 상회하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이용자

에 게 주어지고, 이용자의 행위 정보가 이용자의 응답의 음성-인식에 의해 입력된다(S508,S509). 더욱이, 가속데이

터로부터 예측된 행위가 현재 시간의 스케쥴 데이터와 비교된다. 불일치의 경우, 스케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대화가

이용자에게 주어지고, 예측 결과가 이용자의 응답에 따라 정정된다.

한편, 이용자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이러한 행위는 움직임이 없는 행위가 정정되는가의 여부를 체크하도

록 현재 시간의 스케쥴과 비교된다. 행위가 스케쥴과 매치되지 않으면, 질문이 이용자에게 주어진다. 예컨대, 이러한 

질문이 음성 대화에 의해 실행된다. 이러한 처리는 행위에 따른 활동 정보와 관련된 경험 관례를 기초로 한다. 예컨대,

활동 정보 "걷기"가 획득될 때, 활동 "걷기"와 각각의 행위인 "수면", "TV 시청", "영화 보기" 사이의 조합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조합의 관계는 메모리에 미리 저장된다. 이 경우, 활동정보에 대응하는 행위는 메모리

로부터 검색되어, 행위가 현재 시간의 스케쥴과 비교된다.

도 6은 활동정보와 실제 행위간의 대응을 나타내는 테이블을 도시한 것이다. 도 6에 있어서, 이용자가 행위(수면, 식

사, 통근)를 수행하는 동안, 활동(눕기, 앉기, 서기 등)의 실제 가능성이 " "(행위가 활동에 의해 거의 수행됨)와, " 

"(행위가 활동에 의해 때때로 수행 됨) 및, "×"(행위가 활동에 의해 수행되지 않음)에 의해 표현된다. 이러한 가능

성은 숫자(예컨대, 0∼100)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예컨대, 스케쥴이 회사의 회의실에서의 회의를 나타내는 동안, 활동정보가 "연속적 걷기"이면, "걷기"와 "회의" 사이의

조합은 테이블에서 "×"로 표현된다. 따라서, "스케쥴은 회의를 나타내고 있지만, 당신은 외부를 걷고 있습니다. 어떻

게 당신의 스케쥴이 변합니까?"라는 질문이 이용자에게 주어진다. 이용자가 "고객 불편으로 인해 외부로 나가야만 합

니다."와 같이 응답할 때, 시스템은 "고객의 불편 처리(외출)"로서 현재 시간의 스케쥴을 변화시킨다. 계측 및 대화에 

부가하여, 이용자의 회의 상태의 화상(고객의 화상)이 헤드셋(105)의 CCD 카메라(1052)에 의해 입력될 수 있다. 동

시에, 마이크로폰(1051)이 회의 방향을 따른 지향성에 의해 이용자와 고객 사이의 대화를 기록할 수 있다. 이러한 데

이터는 동일한 기록 시간이나 동일한 파일명을 기록함으로써 상호 관련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시간의 인식된 행위가 스케쥴 이전에 수행되어야 한다면, 이용자의 행위는 스케쥴화된 시간으로부터 지

연된다. 따라서, 하루 동안 나머지 스케쥴을 변화시키기 위한 질문 메시지가 이용자에게 주어진다. 예컨대, 질문 "당신

은 14:00에 외출하도록 스케쥴이 잡혀 있지만,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스케쥴을 바꿉니까?"가 이용자에게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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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생리정보는 스케쥴과의 비교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책상에서 일하는 동안 이용자의 맥박이 빠른 경우, 스케

쥴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질문 "당신은 지금 걷거나 뛰고 있습니까?"가 이용자에게 출력된다. 책상에서 일

하고 있다면, 맥박수의 증가는 정신적이거나 병으로 야기될 수 있다. 먼저, 이용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를 확인

하기 위해 "당신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출력된다. 이용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진다. 이 경우, 이용자의 상태가 셀룰러-폰에 의해 가정의(family doctor)에게 보고되거

나 경고가 이용자 주위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다음에, 이러한 결과로부터 얻어진 활동정보(행위)에 대응하는 생리정보가 정상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S510). 정상

/비정상의 결정방법으로서, 각 행위에 대한 생리정보의 표준 한계가 메인 모듈의 메모리에 파라메터로서 저장되고, 

측정된 생리정보가 표준 한계와 비교된다. 표준 한계내에 있으면, 이용자는 정상으로 결정된다. 표준 한계를 넘으면, 

이용자는 비정상으로 결정된다. 비정상의 경우, 메시지 "당신은 지금 고객의 사무실로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맥박은 

걷기로 인해 높습니다. 당신은 건강 상태가 좋습니까? 당신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가 음성합성에 의해 이용

자에게 주어진다(S511). 이용자가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이용자는 예컨대 "좋습니다(받아들임)"를 응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는 예컨대 "침묵하시오(거절)"를 응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응답은 이용자가 메시지를 받아들

이거나 거절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인식된다. 표준 한계(파라메터)가 엄밀히 설정된 것을 이용자가 고려한다면, 이

용자는 "문제 없습니다" 또는 "침묵하시오"를 응답하게 된다. 이 경우, 느슨하게 설정하기 위해 파라메터가 근소하게 

정정된다.

비정상 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임계 한계가 설정 모드에 의해 이용자의 목적 및 이용자의 체질이나 유전과 같은 개인 

정보에 따른 파라메터로서 설정된다. 도 7은 임계 설정 및 스크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용자는 동작 개시 시간에서의 음성 대화에 의한 차례로 각 항목을 입력할 때, 각 항목에 대응하는 임계가 설정되고, 

모델 코스가 체질이나 유전의 가중치에 의해 선 택된다. 예컨대, 식사 조절이 "ON"으로 설정되는 경우, 씹는 근육의 

근전 센서가 턱의 움직임을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실시간 조언이 "ON"으로 설정되는 경우, 측정의 결정 결과와 조언

이 해당 시간에서 주어진다. 더욱이, 운동을 하는 동안 맥박수가 운동의 임계를 넘는 경우, 경보가 주어진다.

표시방법에 따라 다음의 다양한 종류가 초기화 모드에서 선택적으로 설정된다. 제1방법에 따르면, 착용가능 센서에 

의한 측정에 의해 측정된 값이 "상위 혈압이 130이고 하위 혈압이 70이다."와 같이 직접 주어진다. 제2방법에 따르면,

측정값이 표준값과 비교된다. 표준값을 넘으면, 메시지가 "혈압값이 표준값을 넘었습니다."와 같이 주어진다. 더욱이, 

"당신의 혈압값이 연속적으로 높습니다. 당신은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와 같은 조언이 부가적으로 주어

진다. 더욱이, 착용가능 센서가 비정상 값을 측정할 때, "당신의 혈압값이 표준값을 넘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중입니까

? 무엇을 하였습니까?"와 같이 이용자의 행위가 질문되어진다. 제3방법에 따르면, 생리정보를 측정하기 위한 시간(장

소, 행위)이 설정되고, 매일 변하는 데이터가 이용자에게 피드백된다. 예컨대, 이용자가 일어난 후 30분의 체온이 매

일 아침 측정된다. "당신의 체온은 평상 보다 더 높습니다."와 같이 변하는 데이터가 상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이용자를 위해 차례로 주어진다.

이용모드가 각 생명 스포트를 위해 설명된다. 수면을 취하는 동안, 생리정보가 단지 저전력 모드에 의해 측정된다. 메

시지는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저전력 모드에 따라 배터리가 충전된다. 일어나는 시

간이 스케쥴에 의해 설정되는 경우, 음성이나 헤드셋으로부터의 진동의 알람으로 인해 이용자는 일어나게 된다. 이용

자가 잠에서 깨는 상태는 전자뇌파에 의해 검출된다. 이용자가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깨기는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

으면, 메시지 "일어날 시간입니다."가 알람 대신 주어진다. 가속센서와 같은 자세센서는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일어난 

상태를 검출한다. 이용자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면, 메시지는 일어나도록 이용자를 강요하기 위해 다시 주어진다. 다

음에, 이용자가 일어난 상태를 자세센서가 검출한 경우, 이용자는 행동을 시작하도록 결정하게 된다. 이때, 스케쥴 데

이터를 참고함으로써 집으로부터의 출발시간이 사무소로 가는 시간으로부터 거꾸로 카운팅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알

려진다. 예컨대, 메시지 "8:10 AM에 집을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가 출력된다. 더욱이, 수면의 시간으로부터 일어나

는 시간의 감산이 계산되고, 수면시간이 검출된다. 설정한계를 넘는 것에 의해 평균 수면시간 보다 더 짧으면, 메시지 

"수면시간이 짧습니다. 잔업 없이 일찍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가 사무실로 가는 도중에 주어진다. 이러한 메시지는 

잔업을 하는 동안 이용자에게 또한 주어진다.

식사에 대해, 씹는 근육의 근전도 및 음성은 이용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 상태를 검출한다. 턱에 설정된 전극은 씹는 

근육의 근전도를 측정한다. 근전도는 씹는 주기의 동일한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이용자는 음식을 취하도

록 결정되며, 질문 "먹고 있는 중입니까?"가 주어진다. 이용자가 "예'로 응답을 할 때, 질문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가 

주어진다. 한편, 음식의 물체 이미지가 얻어지고, 접시가 이미지에 의해 인식된다. 다 먹은 경우, 메뉴에 프린트된 구

성 성분이 인식되거나 구성성분이 센서를 포함하는 수저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검출된다. 소모되지 않은 음식의 양은 

질문되어지거나 식사 후 이미지-인식에 의해 입력된다. 씹는 양은 씹는 근육의 근전도를 기초로 카운트되고, 크거나 

작은 양의 씹음이 식사의 양을 위해 결정된다. 먹는 방법이 먹는 시간과 씹는 양의 관점으로부터 조언되어진다. 예컨

대, "더 천천히" 및 "더 씹음"이 먹는 동안 주어진다. 더욱이, 음식의 소정 불평형 엘리먼트가 매주 또는 매월 카운트되

고, 표준값과는 먼 영양분 또는 칼로리 양이 경고되어진다. 이용자가 아침을 먹지 않고 집을 출발하는 경우, 메시지 "

아침을 먹지 않으면 아침의 일 능률이 떨어집니다."가 이용자에게 주어진다.

센서의 "온/오프"가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 행위나 활동에 의해 제어된다. 예컨대, 가속센서가 수면을 취하는 동안 "오

프"로 설정되고, 이용자가 일어날 때 "온"으로 설정된다. 대화하는 동안 메시지가 귀찮다는 것을 이용자가 느끼는 경

우, 이용자는 "침묵하시오!" 또는 "중지하시오!"와 같은 거절 응답을 말로 나타낼 수 있다. 이용자가 거절 응답을 반복

하면, 이러한 메시지는 확인 후 이용자에게 주어지지 않게 된다(초기 설정값이 변화됨). 이러한 메시지 대신에, 하루의

생리정보의 요약이 디스플레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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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제2실시예에 따른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를 설명한다. 이용자에 의해 휴대되는 착용가능 터미널의 구성요소

는 도1 및 도 3에 도시된 제1실시예와 동일하다. 그러나, 생리정보와 활동정보는 측정 타이밍의 유니트에 의해 메인 

모듈의 메모리에 저장된다. 이러한 저장된 정보는 "센서정보체(sensor information corpus)"로서 불리워진다.

도 8은 제2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먼저, 시스템이 활성화되고(S801), 생리정보와 가속의 

계측이 시작된다(S802). 이용자의 자세가 가속의 DC 엘리먼트에 의해 인식되고, 이용자의 모션(주시적 모션: 걷기, 

달리기, 전차타기, 자동차 타기, 자전거 타기)이 가속의 AC 엘리먼트에 의해 인식된다(S803). 계측값 또는 활동이 변

하면(S804), 현재 시간의 스케쥴과 매치되는가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이 PIM 소프트에 등록된 스케쥴 

데이터와 비교된다(S805). 일치하지 않을 경우, 스케쥴이 음성 대화에 의해 확인된다(S807, S808). 예컨대, 질문 "스

케쥴에서 당신은 회의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외부에서 걷고 있습니까?"가 이용자에게 주어진다. 이용자

가 "예'를 응답할 경우, 다음 질문 "왜 스케쥴을 변경하였습니까?"가 이용자에게 주어진다. 이용자가 "나는 고객의 사

무소에서 발생된 문제로 인해 외출해야만 합니다."를 응답할 경우, 시스템은 "고객의 사무소에서의 문제"로서 스케쥴

을 변경한다(S809). 다음에, 메인 모듈의 메모리에 저장된 센서정보체가 행위정보, 데이터 및, 얻어진 위치를 이용하

여 검색된다(S810).

이하, 센서정보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착용가능 터미널에 의해 측정된 생리정보는 시간, 위치, 행위, 환경과 같은

태그와 관련되어 저장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키로서 태그에 의해 검색되고, "센서정보체"로서 언급된다. 체(cor

pus)는 데이터의 축적을 나타내고, 이는 언어처리영역에서 이용된다. 예컨대, 도 9는 하루 동안의 혈압의 변화를 나타

내는 경향 그래프를 나타낸다. 이러 한 방법에 있어서, 생리정보는 움직임의 양과 활동 이력(통근, 일 등등)과 상호 관

련되어지고, 데이터베이스로서 구축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비정상 경우를 표현하는 태그 또는 변화의 

발생을 표현하는 태그가 기록된다.

다른 실시예로서, 도 10은 맥박 변화와 활동 자세의 디스플레이 예를 나타낸다. 이러한 타이밍의 맥박 값과 활동 자세

는 다른 색에 의해 디스플레이된다. 이용자가 스크린상의 임의 점을 클릭할 때,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른 센서

로부터 동시에 수집된 데이터(시간, 활동 자세, 입력 이미지, 기록된 음성)가 체로부터 검색되고, 다른 윈도우 상에 디

스플레이된다. 이용자가 스크린 상의 검색된 데이터를 더 클릭할 경우, 이용자는 상세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된

다.

더욱이, 도 12, 도 13, 도 14는 각각 하루, 일주일, 한달 동안의 다수의 생리정보로부터 획득한 스트레스의 디스플레

이 예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데이터는 각 태그를 할당함으로써 다양한 포맷에 따라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도 15a, 15b, 15c, 15d는 4종류의 생리정보체로서의 체 항목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1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활

동 내용(행위), 자세(주기적 움직임의 피치), 맥박수, 혈압, 체온 및, GSR값이 각 데이터와 각 장소에 대해 기록된다. 

활동 내용은 이용자의 생활 패턴을 나타낸다. 이 경우, 생활 패턴의 부분이 도시된다. 체의 형태는 선택적으로 이용된

다. 도 15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간 단위에 의한 생리정보체의 평균이나 활동 내용이 표준으로서 이용된다. 도 15c 

및 도 15d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경향 데이터를 소팅(sorting)하는 것에 의한 경향체(trend corpus)가 일일 경향 그래

프 또는 일년 경향 그래프를 디스플레이하 도록 이용된다.

더욱이, 다른 방법에 의해 설명된 생리정보체의 예가 도 16 및 도 17에 도시되어 있다. 도 16은 각 센서(가속센서, 맥

박센서, 카메라, 마이크로폰)에 의해 수집된 각 데이터의 동기화 정보의 설명을 나타낸다. 도 17은 센서 데이터의 일

례로서 가속센서(2개의 축)로부터의 데이터의 설명을 나타낸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이벤트가 야기됨과 더불어 유사 데이터가 센서정보체로부터 검색될 경우, 생리정보가 정상인

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측정된 생리정보가 체 값(corpus value)(유사 데이터)과 비교된다(S818). 비정상 결과의 

경우, 결정 결과가 체에 기록되고(S819), 조언이 음성합성에 의해 이용자에게 주어진다(S820). 유사 데이터가 측정된

생리정보와 비교됨에 따라, 예컨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일주일 전의 동일한 시간의 저장된 생리정보가 체로부터 검색

된다. 이러한 비교 대상은 제1실시예에서 언급한 설정모드에서 변화되어진다. 예컨대, 한달의 평균 값, 또는 작년에 

동일한 기간의 저장된 생리정보가 표시되면, 비교결과가 응답되어진다. 비교대상으로서의 측정된 생리정보가 비정상

으로 결정될 경우, 이러한 생리정보가 체에 새롭게 저장된다. 더욱이, 이용자가 휴대하는 디스플레이(104; 304)를 활

성화시킬 때, 디스플레이는 과거의 일주일 또는 한달의 경향 그래프를 출력한다. 한편, 알람이 이용자에 대해 미리 출

력될 때, 이용자는 경향 그래프를 출력하도록 디스플레이를 활성화시킨다.

체에 대한 등록에 따라, 활동정보 또는 생리정보가 변할때의 모든 데이터가 획득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어떠한 생

리정보는 주기적으로 측정된다(예컨대, 30분 간격으로). 하루의 모든 경향 데이터가 문제를 포함한다면, 문제는 태그

로서 등록된다. 더욱이, 이러한 데이터는 생활 패턴(활동 이력)과 관련되는 개인 데이터베이스로서 등록될 수 있다.

더욱이, 이용자가 생리정보 변화의 원인으로서 활동/행위를 실행하면, 생리정보는 시간에 따라 활동/행위에 의해 변

화된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생리정보의 종류에 의해 달리된다. 따라서, 생리정보 변화의 원인으로서의 

활동/행위가 야기될 경우, 생리정보의 종류에 의해 소정 시간 경과 후 생리정보의 변화가 측정되고, 계측 데이터가 활

동/행위와 관련하여 체에 기록된다. 예컨대, 식사를 한 경우의 체중의 변화가 식사 직후에 측정된다. 그러나, 포도당 

레벨이 식사로부터 30분 후 측정되고, 식사(필요하다면, 식사의 내용)와 관련하여 체에 기록된다. 한편, 계측는 연속

적으로 실행된다. 데이터 검색의 경우, 검색영역은 생리정보의 종류에 의해 테이블로부터 호출된다. 예컨대, 포도당 

레벨의 계측 주기는 테이블에 1시간으로서 설정된다. 이용자가 활동 그래프 스크린을 통한 활동에서 식사(예컨대, 아

침식사)를 선택하면, "1시간"이 테이블로부터 판독되고, 식사 후 1시간 동안의 포도당 레벨의 그래프가 디스플레이된

다. 더욱이, 심전도 그래프가 하나의 그래프로서 설정되면, 하나의 그래프만이 디스플레이된 그래프상의 하나의 포인

트를 클릭함으로써 추출된다.

더욱이, 상기한 유사 데이터 검색이 실시간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유사 데이터가 센서 모듈(102; 302)에 의해 측정

된 생리정보/활동정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센서정보체로부터 검색될 때, 유사 데이터가 디스플레이(104)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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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에 출력되고, 상태가 현재 상태를 인식하도록 이용자를 위해 차례로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생리정보

로서의 맥박과, 행위정보로서의 가속센서로부터의 활동/자세 정보가 기록되고, 다이나믹 이미지와 음성이 동시에 기

록되는 경우, 계측 데이터가 맥박의 변화와 과거 평균 값과 비교되는 행위 정보를 기초로 비정상이면, 변화 패턴과 유

사한 과거 데이터가 검색된다. 현재 상태의 맥박수 데이터(또는 그래프) 및 행위정보에 부가하여, 검색 데이터의 다이

나믹 이미지 및 음성이 디스플레이(104;304)를 통해 출력된다.

더욱이, 정상 결과의 경우의 경향 데이터가 동일 생활 패턴(동일 활동)에 대해 일일, 일주일, 한달, 일년의 단위로 평

균화되고, 평균 경향 데이터로서 처리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용자가 메시지를 귀찮은 것으로 고려할 때, 이용자는 "침묵하시오!" 또는 "중지하시오!"와 같은 

거절 메시지를 말로 표현하게 된다.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거절 메시지를 말하면, 시스템은 이용자를 확인한 후 조언을

부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이용자의 표시는 체에 저장되고, 각 월말에 합산되어진다. 임계가 느슨하게 리세트된다는

사실은 재고려에 대해 이용자를 위해 차례로 이용자에게 주어진다. 더욱이, 현재 시간이 프리세트 시간(예컨대, 10:0

0 PM 또는 저녁식사 후)과 일치할 경우, 하루의 생리정보(혈압, 맥박, 체온, GSR)의 평균 값이 각 행위를 위해 계산되

고, 음성 메시지에 의해 주어진다. 이용자가 이러한 메시지에 흥미를 갖으면, 이용자는 상세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도록

행위를 표시한다. 표시에 응답하여, 표시된 행위와 관련된 상세 정보(도 18) 또는 경향 그래 프(도 19)가 휴대용 디스

플레이 또는 가정용 텔레비전을 통해 제공된다. 표시방법에 따라, 각 행위의 하루의 평균값이 목록으로서 디스플레이

되고, 과거의 일주일 및 한달의 경향 그래프가 또한 표시의 경우에 디스플레이된다. 더욱이, 발자국 수가 맥박 값 및 

가속 데이터로부터 계산되고, 칼로리 소모가 발자국 수 및 행위정보로부터 계산된다. 하루의 칼로리는 소모 칼로리와

모든 식사의 흡수된 칼로리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이용자가 운동 부족이고, 이용자는 너무 많은 음식을 취하였으며,

영양이 편중되었다는 경고가 이용자에게 출력된다.

맥박과 GSR을 이용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맥박의 경우, 측정된 맥박이 프리세트 한

계나 정상 값 보다 더 빠를 경우, 가속센서의 AC 엘리먼트에 의해 이용자가 바로 직전(수십초 전)에 움직이고 있는가

의 여부가 확인된다. 이용자가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 맥박의 비정상 상태는 이용자의 생리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결

정하고, 맥박수의 결과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계산된다. GSR의 경우, 변화의 제1추이가 프리세트 타이밍 보다 빠르

면, 제1추이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카운트된다. 카운트된 값이 소정 시간(예컨대, 수면 전)에서 디스플레이되고, 코

멘트가 부가적으로 디스플레이된다. 예컨대, 카운트된 값이 스트레스하에 있는 한계내이면, 코멘트 "오늘, 당신은 스

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천천히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는 것에 의해 긴장을 푸십시요."가 디스플레

이된다. 더욱이, 각 주말에 건강상태의 매주 요약이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이용자는 필요하다면 요약의 디스플레이를

표시할 수 있다.

다음에, 제3실시예에 따른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에 대해 설명한다. 이용 자에 의해 운반된 착용가능 터미널의 구성

요소는 제1실시예와 동일하다(도 1 또는 도 3). 그러나, 외부에 있어서, 홈 서버는 생리정보, 활동정보, 외부 네트워크

로부터 획득된 환경정보를 저장하고, 영역 서버는 주변 영역의 정보를 관리한다. 제3실시예의 시스템은 홈 서버 및 영

역 서버를 포함한다. 도 20은 제3실시예에 따른 착용가능 생명유지 시스템의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다. 도 20에 나타

낸 바와 같이, 홈 서버는 이용자 주위이 환경 정보를 저장하는 개인 생리정보체(131; personal physiological inform

ation corpus)와 개인 환경정보체(132; personal environment information corpus)를 포함한다. 영역 서버는 시티, 

타운, 빌리지의 지역 환경정보를 저장하는 시티 환경정보체(133; city environment information corpus)와, 각 영역

이나 각 회사를 위한 정보를 저장하는 회사 생리정보체(134; company physiological information corpus)를 포함한

다. 이러한 체(corpus)들은 네트워크에 의해 상호 연결된다. 시티 환경정보체(133)와 회사 생리정보체(134)는 도(pre

fecture)나 주(state) 센서정보체(135)로서 통합될 수 있다.

다음에, 도 21은 제3실시예에 따른 착용가능 터미널, 홈 서버, 가정의사/관리회사 서버간의 관계를 나타낸 블록도이

다. 도 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착용가능 터미널에 의해 측정된 생리정보와 활동정보는 착용가능 터미널의 메모리에 

저장되고, 홈 서버로 전송된다. 홈 서버는 전송된 정보를 기초로 지역/회사 서버의 개인 환경정보체(132)와 도 센서정

보체(135)를 검색하고, 이용자 주위의 환경정보(온도, 습도 등)와, 장소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와 대면하는 사

람과 같은 이용자의 상태 정보를 얻는다. 요컨대, 이용자의 현재 상태와 유사하게 설정된 데 이터는 정보로부터 검색

되고, 착용가능 터미널에 다운로드된다. 한편, 이용자의 상태와 관련된 체 데이터는 서버로부터 착용가능 터미널로 미

리 다운로드된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착용가능 터미널은 홈 서버나 대중 서버를 억세싱하는 것에 

의한 통신을 통해 관계 데이터를 얻는다. 예컨대, 이용자가 직업상 샐러리맨인 경우, 이용자의 상태정보는 직업상 샐

러리맨의 개인 데이터와 외부의 센서정보체에 저장된 유사한 환경의 사람의 개인 데이터를 나타낸다.

제3실시예의 센서정보체에 있어서, 제2실시예의 생리정보와 활동정보에 부가하여, 온도, 습도, 이용자와 대면하는 사

람의 이미지, 이용자 주위의 음성과 같은 환경정보가 저장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소정 시간에서 셀룰러-폰을 통해 홈 

서버에 전송되거나, 이용자가 집에 있을 때 블루투스에 의해 홈 서버에 직접 전송된다. 이 경우, 하루의 합산 결과와 

스트레스 정도, 경향 데이터가 홈 서버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된다.

착용가능 생명유지 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따라서, 다음의 이용 상황이 고려된다. 생활 현장에서의 이용

상황에 따라, 배설의 경우, 이용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상태가 무선 태그를 이용하는 위치 인식 또는 집안에서 이용

자가 걷고 있는 동안 음성 대화에 의해 검출된다. 이 경우, 체중계와 비만계가 각각 이용자의 체중 및 비만을 검출한다

. 배설의 구성성분이 블루투스를 통해 착용가능 터미널의 메인 모듈에 분석되어 전송된다.

이용자가 목욕을 하는 동안 착용가능 센서를 착용한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심전도 센서가 이용자의 심장 박동율을

검출하도록 목욕탕에 설치된다. 목 욕 후, 착용가능 터미널을 다시 착용할 때, 이러한 데이터가 블루투스를 통해 목욕

탕의 메모리로부터 착용가능 터미널에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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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착용을 인식하기 위한 전극이 착용가능 터미널에 장착된다. 전극이 여기되었는가 또는 절연되었는가의 여부를 

검출함으로써, 이용자가 착용가능 터미널을 착용했는가의 여부의 상태가 인식된다. 이용자가 착용가능 터미널을 통해

음성 대화의 상호작용을 하거나 착용가능 터미널의 디스플레이를 착용하는 동안, 정보가 이러한 장치를 이용하는 것

에 의해 이용자에게 주어진다. 이용자가 착용가능 터미널을 벗는 동안, 인터페이스가 대화 시스템이나 정보 시스템(

예컨대, 가정용 정보 터미널)으로 교환된다. 요컨대, 주변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표시수단은 착용가능 터미널의 분

리성에 의해 교환된다.

상기한 3가지 실시예에 있어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 표시는 음성 합성에 의해 실행된다. 그러나, 표시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펜던트형 디스플레이, 또는 손목시계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미지나 특성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더욱이

, 이용자를 위한 메시지가 저장되면, 진동기가 손목시계형 디스플레이 또는 셀룰러-폰에 설치되고, 메시지의 존재가 

진동기에 의해 이용자에게 통보된다.

더욱이, 이용자의 상태를 위한 피드백 미디어가 측정/인식 행위를 기초로 변화된다. 예컨대, 음성이 걷는 동안 이용되

고, 디스플레이가 일하는 동안 이용된다. 메시지는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긴급 상황의 경우, 이러

한 정보는 이용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주변 사람들, 가정의, 또는 관리회사로 전송된다. 심각한 경우(이용자 자신이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검출되면, 이러한 상태가 이용자 주변 사람들의 다수의 터미널에 방송된다. 이 경우, 누가 어

디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었음을 통보하기 위해 각 터미널의 이용모드에 따라 미디어가 변환된다. 긴급 정도를 부

가함으로써, 예컨대 더 긴급한 상황이 더 큰 음량에 의해 통보된다.

(자동 명령과 데이터 전송이 실행되지 않으면)이용자는 스스로 생리정보를 측정해야만 할 필요가 있고, 메시지에 대

해 이용자를 자극하기 위한 메시지가 계측 스케쥴에 따라 디스플레이된다. 이용자가 생리정보를 측정하지 않으면, 계

측을 강요하기 위한 메시지가 주기적으로 디스플레이된다(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방법이 대화형적으로 제어

됨).

상기한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착용가능 터미널이 병원 서버로부터 의사의 처방 데이

터를 다운로드할 때, 데이터를 기초로 처방하는 약에 대해 이용자를 강요하기 위한 메시지가 이용자의 행위와 협동하

여 디스플레이된다. 예컨대, 식사를 한 후, 메시지 "식사 후 2캡슐의 약을 복용하십시요."가 디스플레이됨으로써, 이용

자의 복용이 확인되고 기록으로서 저장된다. 전기적 신호가 의사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처방 데이터에 할당된다.

환자의 상태나 이력과 같은 개인 정보가 부가적으로 저장된다. 긴급한 경우에, 환자 주위의 사람들, 앰블런스 운전수, 

의사가 개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이용자 상태를 기초로 경로 안내가 주어질 수 있다. 경로 안내는 이용자의 현재 위치(또는 가장 가까운 역)로

부터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나타낸다. 경로를 결정하는 경우, 착용가능 센서에 의해 획득된 생

리정보와 활동정보가 파라메터(강제 조건)로서 부가적으로 이용된. 예컨대, 이용자의 피로도가 높으면, 계단이 없이 

이용자를 위한 경로가 생성된다. 피로도는 이용자가 과도하게 운동을 하거나 행위 정보가 연속적으로 측정되는 동안 

동일한 일을 반복적으로 이용자가 실행하는 경우와 같은 조건에 의해 추출된다. 이 경우, 질문 "피곤합니까?"가 이용

자에게 주어진다. 피로도의 파라메터는 이러한 결과에 의해 약간 제어된다.

제3실시예에 있어서, 블루투스가 모듈간의 통신으로서 이용된다. 그러나, 개인 레벨의 통신이 실행되면, 다양한 종류

의 방법이 선택적으로 이용된다. 전도체로서 사람의 신체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전기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특정 기술

(PAN: Personal Area Network)이 이용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에 있어서, IrDA가 이용될 수 있다. 상기한 3가지 실

시예는 무선통신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나, RS232C와 같은 유선 통신이 또한 이용될 수 있다.

제3실시예에 있어서, 계측 데이터가 A/D 콘버터에 의해 처리되고, 이용자의 상태가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는 것에 의

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는 아날로그 신호처리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도 22는 아날로그 회로를 이용하는 센서 모

듈의 구성요소의 예를 나타낸다. 도 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센서로부터의 아날로그신호가 전처리 유니트(151)를 

통해 지간 후, 비교기(152)는 임계에 의해 신호를 처리하고, 상태정보로서의 디지털 신호 "0", "1"을 출력한다. 논리회

로(153)는 디지털 신호를 조회함으로써 이용자의 상태를 검출하고, 검출결과가 디스플레이 유니트(154; LED, LCD 

등)를 통해 출력된다.

다음에, 상기한 실시예의 변형예를 설명한다. 이용자에 의해 운반된 착용가능 터미널의 구성요소는 제1실시예와 동일

하다. 이 경우, 센서정보체로부터 유사 데이터를 검색함과 더불어 파형 레벨로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방법이 설명된

다. 도 23은 착용가능 터미널에 의해 측정된 생리정보의 그래프의 일례를 나타낸다. 이러한 파형이 이용자가 과거에 

유사한 예를 조회에 대해 원하는 부분을 포함하면, 이용자는 도 2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영역표시수단(예컨대, 마우스 

또는 펜)을 이용하여 사각영역(또는 타원 등)으로서 해당 부분을 표시한다. 표시된 영역은 검색요청 데이터로서 간주

되고, 표시영역의 파형과 유사한 부분이 패턴 매칭에 의해 검색된다. 더욱이, 특성 이벤트는 유사 부분의 인접 데이터

에 포함되고, 이벤트는 부가적으로 디스플레이된다. 도 25는 검색결과의 일례이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이용자는 

어떠한 발작을 이전에 알수 있게 되고, 적절한 처리를 조기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이 경우 검색방법 또는 인식방법이 영역의 표시된 형태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예컨대, 영역이 사각형으로 

에워싸인 한, 유사한 것이 과거 데이터로부터 검색된다. 영역이 타원으로 에워싸이는 한, 영역내의 데이터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가 간단히 결정된다. 비정상인 경우, 형태가 유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의 경우의 과거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더욱이, 심전도와 같은 주기적 생리정보의 경우, 영역은 상기한 영역 표시외에 영역 표시수단을 이용하여 동작 횟수의

수에 의해 표시될 수 있다. 예컨대, 이용자가 영역표시수단으로서의 마우스를 동작시킬 때, 도 2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일 클릭의 경우, 하나의 맥박 파형이 검색을 위해 선택된다. 도 27에 도시된 바와 같이 2중 클릭의 경우, 2개의 맥

박의 파형이 검색을 위해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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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생리정보의 어떠한 비정상부를 인식/검출하기 위한 비정상 검출수단이 준비된다. 예컨대, 심전도의 경우, 부

정맥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검출된다. 도 2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릭 동작에 응답하여, 모든 비정상 데이터가 선택되

고 검색된다. 이 경우, 비정상 검출수단은 센서정보체의 과거 평균값을 비교함으로써 비정상 부분을 상대적으로 검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 검출수단은 의학적 지식에 의해 비정상 부분을 절대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더욱이, 상기한 유사 데이터 검색은 실시간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유사 데이터가 센서 모듈(102; 302)에 의해 측정

된 생리정보/활동정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센서정보체로부터 검색될 때, 유사 데이터가 디스플레이(104)를 통해 

동시에 출력될 수 있고, 상태가 현재 상태를 인식하도록 이용자를 위해 차례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생리정보

로서의 맥박과 행위정보로서의 가속센서로부터의 활동/자세 정보가 기록되고, 다이나믹 이미지와 음성이 동시에 기

록되는 경우, 과거 평균 값과의 비교에 있어서 맥박과 행위정보의 변화를 기초로 계측 데이터가 비정상이면, 변화 패

턴과 유사한 과거 데이터가 검색된다. 현 상태의 펄스값(또는 그래프)과 행위정보에 부가하여, 검색된 데이터의 다이

나믹 이미지와 음성이 디스플레이(104; 304)를 통해 출력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에 있어서 생리정보와 활동정보가 이용자의 신체로부터 대응되게

측정된다. 따라서,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활동과 관련된 생리정보에 의해 결정되고, 적절한 조언이 이용자에게 주어진

다. 더욱이, 이용자의 스케쥴에 따른 활동정보를 비교함으로써 이용자의 생활 습관이 이용자의 원하는 스케쥴로 올바

르게 안내된다.

CD-ROM,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마그네틱 테이프, 또는 반도체 메모리와 같은 메모리장치는 상기한 처리를 

수행하도록 처리기나 컴퓨터를 야기시키기 위한 명령을 저장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하게 변형

하여 실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착용가능 장치에 의해 건강조절과 같은 이용자의 생명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용자의 생리정보를 획득하도록 구성된 생리정보획득 유니트와;

이용자의 활동정보를 획득하도록 구성된 활동정보획득 유니트;

이용자의 각 활동정보와 각 행위 사이의 대응을 나타내는 테이블과, 각 행위의 생리정보의 표준 한계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메모리;

획득된 활동정보에 대응하는 행위를 테이블로부터 검색함으로써 이용자의 상태를 인식하도록 구성된 상태인식 유니

트;

획득된 생리정보와 검색된 행위의 생리정보의 표준 한계를 비교함으로써 획득된 생리정보가 정상인가의 여부를 결정

하도록 구성된 생리정보결정 유니트 및;

상기 생리정보결정 유니트의 결정 결과를 부여하도록 구성된 표시유니트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

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리정보획득 유니트가 맥박파 센서와, 뇌전도 전극, 심장 전극, 근전 전극, 체온센서 및, GSR 

전극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활동정보획득 유니트가 가속센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유니트가 디스플레이와, 셀룰러-폰 및, 스피커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인식 유니트의 이용자의 상태와 상기 생리정보결정 유니트의 결정 결과를 기초로 보충 정

보를 입력하도록 구성된 입력유니트를 더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활동정보획득 유니트와 상기 상태인식 유니트 사이의 데이터의 전송과, 상기 생리정보획득 유

니트와 상기 생리정보결정 유니트 사이의 데이터 전송 및, 상기 생리정보결정 유니트와 상기 표시유니트 사이의 데이

터 전송이 무선통신에 의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가 이용자의 스케쥴을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활동정보와 생리정보가 연속적으로 획득되는 동안 활동정보와 생리정보중 적어도 하나가 변할 때, 

상기 상태인식 유니트가 획득된 활동정보에 대응하는 행위를 테이블로부터 검색하고, 행위와 이용자의 스케쥴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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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행위가 이용자의 스케쥴과 매치되지 않으면, 상기 표시유니트는 행위와 스케쥴 사이의 불일치 메시

지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유니트가 불일치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보충 정보를 입력할 때, 상기 상태인식 유니트는 

보충 정보를 조회함으로써 스케쥴을 정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생리정보결정 유니트는 획득된 생리정보가 획득된 활동정보에 대응하는 행위의 생리정보의 표

준 한계내인가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획득된 생리정보가 표준 한계를 넘으면, 상기 표시유니트가 정상 생리정보를 복구하도록 조언을 부

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13.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유니트가 이용자의 이력과, 이용자의 특성과 체질 및, 대화 모델을 미리 세트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생리정보와, 활동정보, 상태 및, 결정 결과를 대응되게 저장하도록 구성된 체 메모리(corpus memor

y)를 더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생리정보결정 유니트는 상기 체 메모리로부터의 현재 상태에 대응하는 생리정보를 검색하고, 

현재의 생리정보와 검색된 생리정보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현재 상태에 대응하는 생리정보가 상기 체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으면, 상기 체 메모리는 현재 상태

에 대응하는 현재의 생리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현재의 생리정보가 비교 결과를 기초로 정상이 아닌 것으로 상기 생리정보결정 유니트가 결정하면,

상기 체 메모리는 현재의 생리정보와 결정 결과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체 메모리는 생리정보체와, 평균값체, 일일 경향체 및, 일년 경향체를 저장하고,

생리정보체는 생리정보와 각 시간 및 날짜의 행위를 포함하며,

평균값체는 각 행위의 생리정보의 평균값을 포함하고,

일일 경향체는 생리정보의 각 종류에 대한 생리적 이력 데이터와 일일의 행위를 포함하며,

일년 경향체는 생리정보의 각 종류에 대한 생리적 이력 및 일년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

명유지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유니트는 생리정보체와 평균값체를 기초로 일일의 건강 상태의 코멘트를 이용자에게 부

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유니트는 일일 경향체와 일년 경향체를 기초로 일일의 생리정보와 행위 이력의 경향 그래

프를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21.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체 메모리는 상태와 관련된 개인 환경정보를 더 저장하고,

개인 환경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센서 정보체로부터 교환되며,

지역 센서정보체는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영역의 환경정보체와 특정 회사의 생리정보체로부터 지역 센서정보를 수집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생리정보결정 유니트는 상기 체 메모리로부터의 상태에 대응하는 개인 환경정보를 검색하고, 

개인 환경정보에 따라 생리정보가 정상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 생명유지장치.

청구항 23.
착용가능형 장치를 통해 이용자의 생리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와;

착용가능형 장치를 통해 이용자의 활동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이용자의 각 활동정보와 각 행위 사이의 대응을 나타내는 테이블과, 각 행위의 생리정보의 표준 한계를 저장하는 단

계;

획득된 활동정보에 대응하는 행위를 테이블로부터 검색함으로써 이용자의 상태를 인식하는 단계;

획득된 생리정보와 검색된 행위의 생리정보의 표준 한계를 비교함으로써 획득된 생리정보가 정상인가의 여부를 결정

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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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가능형 장치를 통해 결정 결과를 부여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형 장치를 이

용하는 이용자의 생명 유지방법.

청구항 24.
착용가능형 장치를 통해 이용자의 생리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명령 유니트와;

착용가능형 장치를 통해 이용자의 활동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명령 유니트;

이용자의 각 활동정보와 각 행위 사이의 대응을 나타내는 테이블과, 각 행위의 생리정보의 표준 한계를 저장하기 위

한 명령 유니트;

획득된 활동정보에 대응하는 행위를 테이블로부터 검색함으로써 이용자의 상태를 인식하기 위한 명령 유니트;

획득된 생리정보와 검색된 행위의 생리정보의 표준 한계를 비교함으로써 획득된 생리정보가 정상인가의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한 명령 유니트 및;

착용가능형 장치를 통해 결정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명령 유니트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가능형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컴퓨터-판독가능 명령을 포함하는 컴퓨터-판독가능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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