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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원격의 위치에서 사용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상기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의 인체로부터 각종 건강 지표와 혈액 지표를 측정하여 측정 데이터를 구하고, 이 측정 데이터를 통신
망을 통해 전송하는 복수의 단말기와; 상기 복수의 단말기에 대응하는 복수의 통신 수단으로서, 상기 복수의 단말기로
부터의 측정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원격 위치로 전송하고, 또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원격 위치로부터 수신되는 데이
터를 상기 복수의 단말기에 제공하는 통신 수단과; 상기 통신 수단에 의해 전송된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분석으로
부터 얻어진 진료 데이터를 상기 통신망과 상기 통신 수단을 차례로 통해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원격 중앙국을 구
비하고 있다. 상기 원격 중앙국에는 상기 측정 데이터를 분석 및 진단하는 의사가 존재한다. 본 발명에 따라, 장소에 구
애받지 않고 전파 또는 문자 메시지의 형태로 혈압 등의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이나 유무선 전화망을 통해 손쉽게 원격 
위치로 전송하고, 또한 원격 위치의 콜 센터로부터 진료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원격 건강 관리, 건강 지표 및 혈액 지표, 단말기, 통신망, 진료 데이터, 분석, 진료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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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콜 센터의 내부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도 1의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의 이벤트 모드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PCS 연결형 개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의 구성도.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PCS 복합형 개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의 구성도.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유무선 송수신용 개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의 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무선 LAN 송수신용 개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의 구성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a-100f, 200a-200f : 개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

120, 220 : 콜 센터

310 : 센서 320 :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330 : LCD 표시 장치 340 : 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

350 : DRAM 360 : 플래시 ROM

370 : 직렬 포트 390 : PCS 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원격 위치에서 사용자의 건강을 진단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 중에도 혈압 등의 측정 데이터를 인
터넷을 통해 원격 위치의 콜 센터(call center)로 전송하여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한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 
및 상기 측정 데이터를 발생하여 원격 위치로 전송할 수 있는 상기 시스템용의 개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에 관한 것
이다.

    
종래에는, 전화기를 이용한 원격 진료 장치(한국 실용 신안 등록 출원 제 1997-021360 호, 1997.08.02)가 공지되어 
있다. 이 진료 장치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송화자의 맥박과 체온을 분석하여 송화자의 건강 상태를 원격 진단하는 장치
이다. 상기 진료 장치는 송화자의 체온과 맥박을 감지하는 센서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센서에 의해 감지된 체온과 맥박
은 송화자의 음성에 의해 전달된다. 즉, 센서로부터의 감지 신호는 고역 변조된 후 송화자의 음성과 합성되어 전화선을 
통해 송신단에 의해 수신단으로 전송된다. 원격 진료 장치의 상기 수신단에서는 상기 송신단에 의해 합성된 주파수 합
성 신호를 분리한 후 감지 신호를 표시하고 음성 신호를 음성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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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상기 종래의 진료 장치에 따르면, 별도의 진단 장치를 구비하지 않고 전화기를 이용하여 신속 간편하게 맥박
과 체온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화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또한, 의사에 의한 PC 통신을 이용한 진료 예약 시스템(한국 특허 출원 1999-0010719 호, 1999.03.27)이 공지되어 
있다. 이 진료 예약 시스템은 소정의 개수, 즉 44 개의 국내 3 차 진료 기관의 의료진에 관한 정보를 1,2차 진료 기관에 
제공하거나, 44 개의 상기 3 차 진료 기관의 진료 예약 시스템과 특정 웹사이트를 연결함으로써, 1,2차 진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상기 3 차 진료 기관에서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나 보호자가 원할 때에는 상기 1,2차 진료 기
관의 의사가 직접 3차 진료 기관에 대해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 의사에 의한 예약으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원거리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종래에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맥박이나 체온을 원격 위치로 전송하여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
거나, PC 통신을 이용하여 진료 기관간의 진료 데이터 송수신 및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파나 문자 메시지의 형태로 혈압 등의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이나 유무선 전화망을 통
해 손쉽게 원격 위치로 전송하고, 또한 원격 위치의 콜 센터로부터 손쉽게 자신의 진료 데이터를 수신하여 현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의 단점을 감안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맥박, 혈압, 혈당, 전해질 등의 측정 데이
터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원격 위치로 전송하여 신속하게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을 제
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개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의 인체로부터 각종 건강 지표나 혈액 지표를 
측정하여 측정 데이터를 구하고, 이 측정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복수의 단말기로서, 원격 위치로부터 수신
되는 진료 데이터를 구비된 화면 상에 표시하는 복수의 단말기와; 상기 복수의 단말기에 접속된 복수의 통신 수단으로
서, 상기 복수의 단말기로부터의 측정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원격 위치로 전송하고, 또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원격 위
치로부터 수신되는 진료 데이터를 상기 복수의 단말기에 제공하는 통신 수단과; 상기 통신 수단에 의해 전송된 측정 데
이터를 분석하고, 이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상기 진료 데이터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통신 수단에 제공하는 원격 위
치의 중앙국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원격 중앙국에는 상기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는 의사가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의 인체로부터 각종 건강 지표나 혈액 지표를 측정하여 측정 데이터를 구하
고, 이 측정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복수의 단말기로서, 원격 위치로부터 수신되는 진료 데이터를 구비된 화
면 상에 표시하는 복수의 단말기와; 상기 복수의 단말기에 접속된 복수의 통신 수단으로서, 상기 복수의 단말기로부터
의 측정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원격 위치로 전송하고, 또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원격 위치로부터 수신되는 진료 데이
터를 상기 복수의 단말기에 제공하는 통신 수단과; 상기 통신 수단에 의해 전송된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분석으로
부터 얻어진 상기 진료 데이터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통신 수단에 제공하거나 원격 위치로 전송하고, 다른 원격 위
치로부터 수신되는 진료 데이터의 내용을 통신망을 통해 상기 통신 수단에 제공하는 원격 위치의 1차국과; 통신망을 통
해 상기 원격의 1차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진료 데이터의 내용을 파악하고, 파악된 진료 데이터의 내용을 상기 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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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상기 원격 위치의 1차국에 제공하는 다른 원격 위치의 2차국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2 차국에는 상기 진료 데이터
를 분석하는 의사가 존재할 수 있다.
    

    
상기 단말기는 사용자의 인체로부터 각종 건강 지표나 혈액 지표를 측정하여 측정 데이터를 발생하는 센서와; 상기 센
서에 의해 발생된 측정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로부
터의 측정 데이터 또는 원격 위치로부터의 진료 메시지를 화면 상에 표시하는 LCD 표시 장치로서, 상기 단말기의 동작
을 설정하기 위한 터치 패드형 입력부를 구비한 LCD 표시 장치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로부터의 측정 데이터
가 허용 범위 내인지를 결정하는 등 상기 단말기의 동작을 총괄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과; 단말기와 동작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와 소정의 운영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기억 수단과; 상기 단말기를 통신 수단에 연결하기 위한 
연결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로부터의 측정 데이터가 허용 범위 내인지를 결정하여, 허
용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구동 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단말기는 상기 구동 신호에 응답하여 경보를 발생하는 경보기를 
더 구비하고 있다. 상기 연결 수단은 직렬 포트, 무선 LAN 카드, 통신 모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구비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형태의 단말기는 사용자의 인체로부터 각종 건강 지표나 혈액 지표를 측정하여 측정 데이터를 발
생하는 센서와; 상기 센서에 의해 발생된 측정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와; 상기 아날
로그/디지털 변환기로부터의 측정 데이터를 원격 위치로 전송하기 위해 상기 통신 수단에 전달하는 연결 수단을 구비하
고 있다.

상기 단말기는 휴대 가능하고, 상기 통신 수단은 통신이 가능한 휴대형 컴퓨터, PCS 폰, 셀룰러 폰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통신 수단은 통신이 가능한 데스크톱 컴퓨터와 유선 전화기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통신망은 인터
넷 또는 유/무선 전화망일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개인 건강 관리 측정용 단말기는 사용자의 인체로부터 각종 건강 지표나 혈액 지표를 측정하여 측정 데
이터를 발생하는 센서와; 상기 센서에 의해 발생된 측정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로부터의 측정 데이터 또는 원격 위치로부터의 진료 메시지를 화면에 표시하고, 단말기의 
동작을 설정할 수 있는 입출력용 LCD 표시 장치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로부터의 측정 데이터가 허용 범위 내
인지를 결정하는 등 상기 단말기의 동작을 총괄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과; 상기 단말기의 동작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와 소정의 운영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기억 수단과; 상기 단말기를 통신 수단에 연결하기 위한 연결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본 발명의 개인 건강 관리 측정용 단말기는 사용자의 인체로부터 각종 건강 지표나 혈액 지표를 측정하여 측정 데이터
를 발생하는 센서와; 상기 센서에 의해 발생된 측정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로부터의 측정 데이터를 원격 위치로 전송하기 위해 통신 수단에 전달하는 연결 수단을 구비하
고 있다.

이하에서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에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격 건강 관
리 시스템은 복수의 개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를 구비하고 있다.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상 6 개의 개인 건강 정보 측
정용 단말기(100a-100f)만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 개인 건강 정보 특정용 단말기(100a-100f)는 사용자의 인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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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각종 건강 지표나 혈액 지표를 측정하여 측정 데이터를 구하고, 이 측정 데이터를 대응하는 통신 기기에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 상기 건강 지표는 사용자의 몸으로부터 측정된 맥박 데이터, 혈압 데이터, 산소 포화도 데이터, 체온 데이
터, 심전도 데이터 체지방율 데이터, 혈당데이터, 전해질데이타, 일반화학검사데이타 등이 될 수 있다.
    

상기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은 상기 복수의 개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100a-100f)에 접속된 복수의 통신 기기(1
10a-110f)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복수의 통신 기기는 상기 복수의 단말기(100a-100f)로부터의 측정 데이터를 통신
망(130,140)을 통해 원격 위치로 전송하고, 또한 상기 통신망(130,140)을 통해 원격 위치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상기 복수의 단말기(100a-100f)에 제공하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통신 기기는 도시된 바와 같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신 모뎀이 내장된 데스
크톱 컴퓨터(110a,110c), 역시 통신 모뎀이 내장된 노트북 컴퓨터(110b), 유선 전화기(110d-110f)를 구비하고 있
다. 또한, 상기 통신 기기는 PCS 폰, 셀룰러 폰 또는 페이저일 수도 있다.

상기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은 또한 콜 센터(120)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콜 센터(120)는 상기 데스크톱 컴퓨터(110
a,110c) 또는 노트북 컴퓨터(110b) 또는 전화기(110d-110f)에 의해 전송된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와 같은 분
석으로부터 얻어진 진료 데이터를 상기 통신망(130,140)을 통해 상기 통신 기기에 제공한다. 사용자는 통신 기기로부
터의 진료 데이터를 단말기 상에서 받아 볼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통신망(130,140)은 인터넷(130) 또는 유/무선의 공중 전화망(140)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여기서는, 일부 단말기(100a-100c)는 통신망으로서 인터넷(130)을 통해 상기 콜 센터(120)에 접속되어 있고, 일부 
단말기(100d-100f)는 통신망으로서 유/무선의 공중 전화망(140)을 통해 콜 센터(120)에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도
시되어 있다.

    
상기 콜 센터(120)에는 담당 분석인이 존재한다. 담당 분석인은 본 발명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나 단체에 의해 고
용 또는 가입된 콜 센터(120)의 상담의사이거나 별도로 둘 수 있다. 담당 분석인은 통신망(130,140)을 통해 사용자로
부터 콜 센터(120)로 전송된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자 메시지의 형태로 진료 데이터(진료 결과)를 최종 생성하고, 
이 진료 데이터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의 통신 기기에 전송하게 된다. 진료 데이터는 문자 메시지 형태로 상기 개
인 건강 관리 측정용 단말기(100a-100f)의 LCD 표시 장치(후술됨) 상에 표시되므로, 사용자는 현재의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액정 화면을 통해 바로 체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콜 센터(120)에서는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의 형태로 진료 데이터를 통보해 준다. 하지만, 사용자는 진료 
데이터를 문자 메시지 형태 이외에 집적 말로 듣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담당 분
석인이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주치의를 사용자에게 직접 전화 연결해 줄 수도 있다.

    
도 2에는 도 1에 도시된 콜 센터(120)의 내부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콜 센터(120)는 병력, 
예컨대 사용자마다의 혈압 정상 범위, 맥박 정상 범위와 같은 각종 정보를 보관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123)와, 정보
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 장치(124)와, 정보를 프린팅하기 위한 프린터 장치(125)와, 사용자측의 개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와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통신 서버(121)와, 상기 통신 서버(121)에 접속되어 상기 개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로부터의 측정 데이터를 분석 관리하고, 진료 데이터를 상기 통신 서버(121)에 제공하는 분석 및 관리 서버(12
2)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콜 센터(120)에는 상기 분석 및 관리 서버(122)에 접속된 복수의 분석인(126)이 존재할 
수 있다. 복수의 분석인(126)은 분석 및 관리 서버(122)에 접속되어 사용자로부터의 측정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된 진
료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사용자를 주치의에 연결해 준다.
    

    
도 3에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다. 도 3의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은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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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200a-200f)와 원격의 2차국인 콜 센터(220) 사이에 1차국인 복수의 로컬 센터(l
ocal center)(270a,270b)를 구비한 점에 있어서 도 1의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과 다르다. 나머지 부분은 도 1의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3에는 편의상 2 개의 로컬 센터
(270a,270b)만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 로컬 센터(270a,270b)는 2차 중앙국인 콜 센터(220)보다 사용자측에 인접해 
있다. 로컬 센터에는 의사가 아닌 운동 선수의 코치 등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의학적인 상식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로컬 센터를 보완하는 기능을 상기 콜 센터(22)에서 할 수 있다.
    

로컬 센터(270a,270b)에서는, 상기 개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200a-200f)로부터의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분
석 결과인 진료 데이터를 바로 상기 개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200a-200f)에 제공한다. 진료 데이터는 문자 메시
지 형태로 상기 개인 건강 관리 측정용 단말기의 LCD 표시 장치(후술됨) 상에 표시되므로, 사용자는 현재의 자신의 건
강 상태를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분석 결과인 진료 데이터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한 경우에,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로컬 센터(270a,270b)에 상기 진료 데이터의 내용을 설명해 줄 의사가 없고, 단지 예컨대 운동 코치만
이 존재할 때에는, 로컬 센터(270a,270b)에서 통신망인 인터넷(230)이나 공중 전화망(240)을 통해 바로 의사가 상
주하고 있는 콜 센터(220)로 진단 결과인 진료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진료 데이터의 내용에 관한 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후술되는 바와 같이, 개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는 3 가지의 동작 모드(기록 모드)
를 가지고 있다. 즉, 측정을 원할 때에만 기록을 하는 이벤트(event) 모드와, 측정시 전후 일정 시간 동안 기록을 하는 
루프(loop) 모드와,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기록을 하는 연속(continuous) 모드를 포함하고 있다.

도 4a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상기 이벤트 모드에서의 상기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 건강 지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몸으로부터 측정된 맥박 데이터, 혈압 데이터, 산소 포화도 데이터, 체온 데이터, 심전도 데
이터 체지방율 데이타, 혈당데이타, 전해질데이타, 일반화학검사데이타 등이 될 수 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하에서
는 건강 지표로서 맥박을 이용한다.

    
먼저, 맥박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개인 건강 정보 단말기에 맥박 측정용 센서를 부착하고, LCD 표시 장치 상에
서 터치 펜(도시되지 않음) 등을 이용하여 맥박 메뉴를 터치 선택한 후에, 예컨대 손목에 상기 맥박 측정용 센서를 설치
하여 맥박을 측정하면, 상기 개인 건강 정보 단말기로부터 맥박을 나타내는 측정 데이터가 출력된다(ST10). 이 측정 
데이터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후술됨)에 입력되며, 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은 이와 같이 입력된 측정 데이터의 값이 
허용 범위 내인지를 판단하여(ST20), 허용 범위 내이면 예컨대 몸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LCD 표시 장치 상으
로 표시하게 된다. 여기서, 필요한 경우에, 상기 측정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할 수도 있다(ST21).
    

    
반면에, 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은 상기 측정 데이터의 값이 허용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LCD 표시 장치 상에 이상 수치
임을 표시하고 경보기(후술됨)를 구동함으로써 경보음이나 진동을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측정 데이터의 값을 메모리
와 같은 기억 장치에 저장한다(ST30). 여기서, 사용자는 측정 데이터의 값을 해석하여 상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경
우에는, 즉 운동, 등산, 과격한 움직임에 의해 맥박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측정을 리세트시키고 대기 상
태로 들어간다(ST41). 평상시의 상황이 아닌 운동이나 등산으로 인해 맥박이 허용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 
지표(맥박)의 오류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담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상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을 위해 사용자의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에 의해 측정된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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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데이터를 통신망(인터넷 또는 유/무선 전화망)을 통해 콜 센터로 전송한다(ST50). 콜 센터에서는 사용자로부터의 
맥박 데이터를 분석하여 아직은 진찰이 필요 없고 지속적인 관찰이 요망된다는 관찰 요망이나, 진찰이 필요하다는 진찰 
요망 등을 나타내는 해석 코드를 사용자에게 전송한다(ST60). 다음에, 사용자는 해석 코드의 수신 후에, 의사(주치의, 
당직 의사 등)와의 상담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ST70),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콜 센터의 의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
(ST80). 병력, 예컨대 사용자마다의 혈압 정상 범위, 맥박 정상 범위 등이 콜 센터의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상담의 형태는 " 회원님은 특정 병력이 있는데 혈압에 이상이 있습니까 ?" 또는 " 주치의는 어느 분입니까 ?"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속 모드의 경우에서는 혈압이나 맥박 등을 예컨대 24 시간 동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지속적인 측정으로부터 얻어진 측정 데이터는 플래시 ROM에 저장되고, 로컬 센터나 콜 센터로 전송된다. 로컬 
센터에서는 24 시간 지속적인 측정으로부터 얻어진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분석 결과를 단말기
에 전송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예컨대, 측정 데이터의 분석 결과, 지난 24 시간 동안에 나쁜 부정맥이 몇 번 
나타나고 맥박이 심하게 뛴 적이 있고, 혈압이 높았던 적이 있었다는 분석 결과 및 대응 진료 조치 등을 사용자에게 제
공해 줄 수 있다.
    

    
도 5에는 본 발명에 따른 PCS 연결형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가 도시되어 있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300)는 사용자의 몸으로부터 각종 건강 지표나 혈액 지표를 측정하여 측정 데이터를 발생하
는 센서(310)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센서(310)는 사용자의 몸으로부터 맥박, 혈압, 산소 포화도, 심전도, 체온, 체지
방율, 혈당, 전해질, 화학검사 등의 건강 지표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측정하고자 하는 건강 지표에 따라 그 건강 지
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상기 개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맥박을 측정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맥박 측정용 센서를 상기 단말기(300)에 부착하면 되고, 혈압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압 
측정용 센서를 상기 단말기(300)에 부착하면 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의 센서를 휴대하면서 
맥박이나 혈압 등을 자유 자재로 측정할 수 있다.
    

상기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300)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털(A/D) 변환기(320)
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센서(310)에서 출력된 측정 데이터(예컨대, 맥박수)는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320)에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320)는 상기 센서(310)로부터의 측정 데이터를 아날로그 형
태에서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상기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300)는 또한 복수의 입력 메뉴가 제공되어 있는 입출력용의 LCD 표시 장치(330)와, 
측정 데이터의 값이 허용 범위 내에 속하지 않을 때 경보음 또는 진동을 발생하기 위한 경보기(380)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320)에서 출력된 측정 데이터는 LCD 표시 장치(330)에 예컨대 전파나 문자 메시지의 
형태로 표시되게 되고, 또한 후술되는 직렬 포트를 통해 PCS 폰(390)으로부터 수신된 진료 결과, 즉 진료 메시지 등이 
역시 문자 메시지의 형태로 표시되게 된다.
    

    
상기 LCD 표시 장치(330)는 상기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표시하는 출력 기능 이외에, 입력 기능을 또한 가지고 있다. 
이 입력 기능은 LCD 화면상에 터치 패드 식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맥박, 혈압, 심전도, 산소포화도, 
체온, 체지방율, 혈당, 전해질, 화학검사와 같은 측정 항목과; 이와 같은 측정 항목별 허용 범위(예컨대, 맥박의 경우 최
저 40/분 최고 120/분)와; 측정을 원할 때에만 기록을 하는 이벤트 모드와, 측정시 전후 일정 시간 동안 기록을 하는 
루프 모드와,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기록을 하는 연속 모드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 모드와; 채널 수(예컨대 
1부터 5까지)와; 날짜/시간(year/date/time, 예컨대, 2000/03/08 PM)과; 전달 메시지, 전자 메일 등을 설정 또는 입
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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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300)는 또한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320)로부터의 측정 데이터가 허용 범위 내
인지를 결정하는 등 상기 단말기의 동작을 총괄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340)과,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기 위
한 DRAM(350) 및 운영 프로그램과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플래시 ROM(360)를 구비하고 있다. 마이크로프
로세서 유닛(340)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320)로부터의 측정 데이터(예컨대, 맥박)가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를 판단하여 맥박 허용 범위 내, 예컨대 60-120회/분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소정의 구동 신호를 발생하여 상기 경보
기(380)를 구동할 수 있다.
    

상기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300)는 또한 이 측정용 단말기(300)를 PCS 폰(390)에 통신 접속하기 위한 직렬 포트
(370)를 구비하고 있다. 직렬 포트(370)는 케이블(L1)을 통해 상기 PCS 폰(390)에 연결된다.

    
도 6에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PCS 복합형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가 도시되어 있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본 실시예의 PCS 복합형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301)는 도 5에 도시된 PCS 연결형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3
00)의 변형된 형태로서, 사용자의 몸으로부터 각종 건강 지표나 혈액 지표를 측정하여 측정 데이터를 발생하는 센서(
311)와, 상기 센서(311)의 측정 데이터를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털(A/D) 변환기
(321)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321)로부터의 측정 데이터를 PCS 폰(391)에 전송하는 직렬 포트(371)를 구
비하고 있다. 여기서, 상기 직렬 포트(371)는 케이블(L2)을 통해 PCS 폰(391)에 연결되어 있다.
    

상기 센서(311)에 의해 사용자의 몸으로부터 측정된 각종 건강 지표나 혈액 지표, 예를 들어 맥박인 경우, 측정 데이터
는 상기 맥박 측정용 센서에 접속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321)에 의해 디지털 형태로 변환되어 직렬 포트(371)에 
제공된다. 직렬 포트(371)에 공급된 측정 데이터는 케이블(L2)을 통해 PCS 폰(391)으로 전송된다.

도 6의 단말기에 있어서, 도 5의 단말기에 구비된 LCD 표시 장치(330), 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340), DRAM(350), 
플래시 ROM(360)에 대응하는 것들은 콜 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점에 있어서 도 5의 단말기와 다르다.

도 7에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유무선형 개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400)가 도시되어 있다. 도 7에 도
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400)는 도 5에 도시된 PCS 연결형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의 
변형된 형태로서, 단일의 직렬 포트 대신에, 직렬 포트(470)와 통신 모뎀(480)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직렬 포트(470)는 데스크 톱 컴퓨터(490) 또는 휴대폰 컴퓨터(도시되지 않음) 등에 상기 단말기(400)를 연결하
기 위한 것이고, 통신 모뎀(480)은 유선 전화기(491)에 상기 단말기(400)를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이외의 구성은 
도 5의 단말기의 구성과 동일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8에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무선 LAN 송수신형 개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500)가 도시되어 있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500)는 도 5에 도시된 PCS 연결형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의 변형된 형태로서, 단일의 직렬 포트 대신에, 안테나(571)를 구비한 PCMCIA형의 무선 LAN 카드(570)를 구
비하고 있다.

무선 LAN 카드(570)는 단말기로부터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분배 시스템(580)을 통해 무선 LAN 카드(도시되지 
않음)가 역시 설치되어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590) 등에 상기 단말기(500)를 무선 연결한다. 여기서, 상기 분배 시스
템(580)은 일정 구역, 예컨대 병원, 헬스클럽, 운동장 등에 설치될 수 있다. 그 이외의 구성은 도 5의 단말기의 구성과 
동일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은 바람직한 여러 가지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지만, 특허청구범위에 설명된 본 발명의 보다 
넓은 취지 및 범위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이들 실시예에 대해 각종 수정이나 변형이 행해질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 명백
하다. 따라서, 명세서 및 도면은 제한적인 의미보다는 예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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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파 또는 문자 메시지의 형태로 혈압 등의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이나 유무선 전
화망을 통해 손쉽게 원격 위치로 전송하고, 또한 원격 위치의 콜 센터로부터 진료 데이터를 수신함으로써 현재의 건강 
상태를 신속하게 체크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환자는 현재의 건강 상태를 바로 체크할 수 있어 몸 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고, 병이 없는 사람은 질병의 발생을 용이하게 미리 방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원격의 위치에서 사용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의 인체로부터 각종 건강 지표나 혈액 지표를 측정하여 측정 데이터를 구하고 이 측정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복수의 단말기로서, 원격 위치로부터 수신되는 진료 데이터를 구비된 화면 상에 표시하는 복수의 단말기와;

상기 복수의 단말기에 접속된 복수의 통신 수단으로서, 상기 복수의 단말기로부터의 측정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원격 
위치로 전송하고, 또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원격 위치로부터 수신되는 진료 데이터를 상기 복수의 단말기에 제공하는 
통신 수단과;

상기 통신 수단에 의해 전송된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상기 진료 데이터를 상기 통신망을 통
해 상기 통신 수단에 제공하는 원격 위치의 중앙국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원격 중앙국에는 상기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는 의사가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2.

원격의 위치에서 사용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의 인체로부터 각종 건강 지표나 혈액 지표를 측정하여 측정 데이터를 구하고, 이 측정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복수의 단말기로서, 원격 위치로부터 수신되는 진료 데이터를 구비된 화면 상에 표시하는 복수의 단말기와;

상기 복수의 단말기에 접속된 복수의 통신 수단으로서, 상기 복수의 단말기로부터의 측정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원격 
위치로 전송하고, 또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원격 위치로부터 수신되는 진료 데이터를 상기 복수의 단말기에 제공하는 
통신 수단과;

상기 통신 수단에 의해 전송된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상기 진료 데이터를 상기 통신망을 통
해 상기 통신 수단에 제공하거나 원격 위치로 전송하고, 다른 원격 위치로부터 수신되는 진료 데이터의 내용을 통신망
을 통해 상기 통신 수단에 제공하는 원격 위치의 1차국과;

통신망을 통해 상기 원격의 1차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진료 데이터의 내용을 파악하고, 파악된 진료 데이터의 내용을 상
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원격 위치의 1차국에 제공하는 다른 원격 위치의 2차국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2 차국에는 상기 진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의사가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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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인체로부터 각종 건강 지표나 혈액 지표를 측정하여 측정 데이터를 발생하는 센서와;

상기 센서에 의해 발생된 측정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로부터의 측정 데이터 또는 원격 위치로부터의 진료 메시지를 화면 상에 표시하는 LCD 표
시 장치로서, 상기 단말기의 동작을 설정하기 위한 터치 패드형 입력부를 가지고 있는 LCD 표시 장치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로부터의 측정 데이터가 허용 범위 내인지를 결정하는 등 상기 단말기의 동작을 총괄 제어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과;

단말기와 동작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와 소정의 운영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기억 수단과;

상기 단말기를 통신 수단에 연결하기 위한 연결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로부터의 측정 데이터가 허용 범위 내인지를 결정하여, 허
용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구동 신호를 발생하며,

상기 구동 신호에 응답하여 경보를 발생하는 경보기를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수단은 직렬 포트, 무선 LAN 카드, 통신 모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
격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사용자의 인체로부터 각종 건강 지표나 혈액 지표를 측정하여 측정 데이터를 발생하는 센서와;

상기 센서에 의해 발생된 측정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로부터의 측정 데이터를 원격 위치로 전송하기 위해 상기 통신 수단에 전달하는 연결 수단
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건강 지표는 심전도, 맥박, 혈압, 산소 포화도, 체온, 체지방율, 혈당, 전해질, 일반화학검사등 중에서 적어도 하나
를 포함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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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센서는 사용자의 인체에 대한 측정 항목에 따라 맥박 측정용 센서, 혈압 측정용 센서, 심전도 측정용 센서, 체온 측
정용 센서, 산소 포화도 측정용 센서, 체지방율 측정용 센서, 혈당측정용센서, 전해질측정용센서, 일반화학검사용센서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휴대 가능하고,

상기 통신 수단은 통신이 가능한 휴대형 컴퓨터, PCS 폰, 셀룰러 폰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수단은 통신이 가능한 데스크톱 컴퓨터와 유선 전화기 중 적어도 하나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은 인터넷 또는 유/무선 전화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

청구항 11.

사용자의 인체로부터 각종 건강 지표나 혈액 지표를 측정하여 측정 데이터를 발생하는 센서와;

상기 센서에 의해 발생된 측정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로부터의 측정 데이터 또는 원격 위치로부터의 진료 메시지를 화면에 표시하고, 단말기의 
동작을 설정할 수 있는 터치 패드형의 입력부를 가지고 있는 입출력용 LCD 표시 장치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로부터의 측정 데이터가 허용 범위 내인지를 결정하는 등 상기 단말기의 동작을 총괄 제어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과;

상기 단말기의 동작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와 소정의 운영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기억 수단과;

상기 단말기를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통신 수단에 연결하기 위한 연결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수단은 직렬 포트, 무선 LAN 카드, 통신 모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
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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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사용자의 인체로부터 각종 건강 지표나 혈액 지표를 측정하여 측정 데이터를 발생하는 센서와;

상기 센서에 의해 발생된 측정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와;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로부터의 측정 데이터를 원격 위치로 전송하기 위해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통신 수단에 
전달하는 연결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 건강 정보 측정용 단말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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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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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 16 -



공개특허 특2001-0095395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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