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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예측 모듈을 갖는 분석 장치 및 관련 방법

요약

피검자의 간질액(ISF) 분석물 농도를 기초로 하여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도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 장치는 ISF 샘
플링 모듈, 분석 모듈 및 예측 모듈을 포함한다. ISF 샘플링 모듈은 피검자로부터 다수의 ISF 샘플을 순차적으로 추
출할 수 있도록 배열한다. 분석 모듈은 ISF 샘플 각각의 ISF 분석물 농도(예를 들면, ISF 글루코즈 농도)를 순차적으
로 측정할 수 있도록 배열하며, 이러한 순차적 측정의 결과가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이다. 예측 모듈은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를 저장하고, 하나 이상의 알고리즘을 수행함으로써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를 기초로 하여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배열한다. 피검자의 간질액 분석물 농도를 기초로 하여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도를 예측하는 방법은 피검자로부터 다수의 간질액(ISF) 샘플을 순차적인 방식으로 추출하고 다수의 ISF 샘플 각
각의 ISF 분석물 농도를 순차적으로 측정하여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를 산출함을 포함한다. 이어서, 하나 이상의
알고리즘을 수행함으로써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를 기초로 하여 피검자의 혈중 분석물 농도를 예측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도 예측용 분석 장치, 간질액(ISF), ISF 샘플링 모듈, 분석 모듈, 예측 모듈, 알고리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양태에 따라 피검자의 간질액(ISF) 분석물 농도를 기초로 하여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
도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 장치의 블럭 다이아그램이다.

도 2는 내삽된 손가락 혈중 글루코즈 농도(참조) 대 ISF 글루코즈 농도(ISF0)에 대한 CEG 플롯(Clarke Error Grid

Plo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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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따르는 분석 장치 및 방법에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즉, 수학식 1)에 의한, 내삽된 손가락 혈중
글루코즈 대 예측된 손가락 혈중 글루코즈에 대한 CEG 플롯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르는 분석 장치 및 방법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알고리즘(즉, 수학식 2)에 의한, 내삽된 손가
락 혈중 글루코즈 대 예측된 손가락 혈중 글루코즈에 대한 CEG 플롯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양태에 따르는 공정에서의 단계들의 순서를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출원은 2003년 6월 6일자로 출원된 미국 가특허원 제60/476,733호의 이익을 청구하는, 2003년 8월 28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원 제10/653,023호의 부분연속출원이다.

1.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분석 장치, 특히 피검자의 간질액(interstitial fluid; ISF) 분석물 농도로부터 피검자의 혈중
분석물 농도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 장치 및 관련 방법에 관한 것이다.

2. 관련 기술의 설명

분석물(예를 들면, 글루코즈) 모니터링 분야에서,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분석 장치 및 방법은, 이들이 분석물 농도
추세, 피검자의 전체 분석물 제어, 및 분석물의 농도에 미치는 식품, 운동 및/또는 약제의 영향에 대한 높은 식견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분석 장치는 결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간질액(ISF) 분
석 장치는, 예를 들면, 생리학적 시차(즉, 피검자의 ISF 분석물 농도와 피검자의 혈중 분석물 농도 간의 시간 의존적
차이) 및 편향 효과(bias effect)(즉, 피검자의 ISF 분석물 농도와 피검자의 혈중 분석물 농도 간의 체액 특이적-의
존적 차이)으로 인한 부정확성을 나타낼 수 있다.

종래의 ISF 분석 장치는 피검자의 신체의 각종 부위 및 피검자의 피부의 각종 침투 깊이에서 입수한 ISF 샘플을 사
용할 수 있다. ISF 샘플을 입수하기 위한 각종 부위 및 침투 깊이의 사용은 ISF 분석 장치의 부정확성의 기여 인자일
수 있다. 또한, ISF 샘플의 기타의 분석적으로 관련된 특성들도 ISF 샘플이 수집되는 부위 및 침투 깊이에 의해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피검자 피부의 피하 영역으로부터 수집한 ISF는 트리글리세라이드와 같은 오염 성분을
함유하는 경향이 더 강하여 용적 오차 및 센서 손상 측면에서 분석물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ISF 분석 장치는 모세혈액 샘플을 필요로 하는 불편하고 성가신 검량 절차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리학적 시차 및 편향 효과로 인한 부정확도가 감소된 분석 장치 및 관련 방법이 당해 분야에서 여전히 요
구되고 있다. 또한, 분석 장치 및 관련 방법은 검량을 위해 모세혈액 샘플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양태는 생리학적 시차 및 편향 효과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분석 장치 및 방법을 포함한다. 또한, 분석 장치
및 관련 방법은 검량을 위해 모세혈액 샘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예시적 양태에 따라 피검자의 간질액(ISF) 분석물 농도를 기초로 하여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도를 예측
하기 위한 분석 장치는 ISF 샘플링 모듈, 분석 모듈 및 예측 모듈을 포함한다.

ISF 샘플링 모듈은 피검자로부터 다수의 ISF 샘플을 순차적인 방식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배열한다. 분석 모듈은 다
수의 ISF 샘플 각각의 ISF 분석물 농도(예를 들면, ISF 글루코즈 농도)를 순차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배열한다. 이
러한 순차적 측정의 결과가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이다. 예측 모듈은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를 저장하고, 하나 이
상의 알고리즘을 수행함으로써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를 기초로 하여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도를 예측할 수 있
도록 배열한다.

본 발명에 따라 피검자의 간질 분석물 농도를 기초로 하여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도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의 예시
적인 양태는 피검자로부터 다수의 간질액(ISF) 샘플을 순차적인 방식으로 추출하고, 다수의 ISF 샘플 각각의 ISF
분석물 농도를 순차적인 방식으로 측정하여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를 산출함을 포함한다. 이어서, 하나 이상의 알
고리즘을 수행함으로써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를 기초로 하여 피검자의 혈중 분석물 농도를 예측한다.

본 발명에 따르는 분석 장치 및 방법의 양태는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으로 추출한 ISF 샘플로부터 유도된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만을 기초로 하여 피검자의 혈중 분석물 농도를 예측한다.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를 기초로 하여 피검
자의 혈중 분석물 농도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분석 장치 및 방법도 그러하다. 알고리즘은 생리학적 시차
및 편향 효과를 설명해준다. 또한, 분석 장치는 모세혈액을 사용한 검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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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특징 및 잇점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는 발명의 원리를 이용한 예시적인 양태를 기재한 하기의 상세한 설
명 및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양태에 따라 피검자의 간질액(ISF) 분석물 농도를 기초로 하여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
도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 장치(100)(점선내)의 블럭 다이아그램이다. 분석 장치(100)는 간질액(ISF) 샘플링 모듈
(110), 분석 모듈(120) 및 예측 모듈(130)을 포함한다. 도 1의 화살표는 ISF 샘플링 모듈, 분석 모듈 및 예측 모듈
간의 작업상의 통신을 나타낸다.

ISF 샘플링 모듈(110)은 피검자로부터 다수의 ISF 샘플을 순차적인 방식으로 추출하고 ISF 샘플을 분석 모듈(120)
로 전달하도록 배열한다. ISF 샘플링 모듈(110)은, 예를 들면, 샘플 간의 시간 간격을 5 내지 15분으로 하여 순차적
인 방식으로 ISF 샘플을 추출할 수 있다.

분석 모듈(120)은 ISF 샘플링 모듈(110)에 의해 추출한 다수의 ISF 샘플 각각의 ISF 분석물 농도를 순차적으로 측
정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이러한 순차적인 측정의 결과가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이다. 이러한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는 전형적으로 다수의 ISF 분석물 농도(이를 "값"이라고도 한다)를 포함하며, 이들은 각각 ISF 샘플이 ISF 샘플
링 모듈(110)에 의해 추출되는 시간에 상응하는 시간과 관련된다. 분석 모듈(120)은 또한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
를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예측 모듈(130)로 전달하도록 배열할 수 있다.

간질 샘플링 모듈(110)은 동시계류중인 미국 가특허원 제60/476,733호(2003년 6월 6일 출원)에 기재된 샘플링 모
듈 및 ISF 추출 장치 및 국제 특허 제PCT/GB01/05634호(2002년 6월 27일자로 국제 특허공보 제WO 02/49507호
로서 공개됨)에 기재된 샘플링 모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가들에게 공지된 어떠
한 적당한 형태라도 취할 수 있으며, 상기 특허 문헌들은 둘 다 전문이 본원에 참고로 인용되어 있다.

또한, 분석 모듈(120)은 동시계류중인 미국 가특허원 제60/476,733호(2003년 6월 6일 출원) 및 국제 특허 제PCT/
GB01/05634호(2002년 6월 27일자로 국제 특허공보 제WO 02/49507호로서 공개됨)에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당
해 기술분야의 숙련가들에게 공지된 어떠한 형태라도 취할 수 있다. 또한, 분석 모듈은 광도 측정법 또는 전기화학
분석 기법을 기초로 한 글루코즈 분석물 센서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가들에게 공
지된 모든 적당한 분석물 센서를 포함할 수 있다.

예측 모듈(130)은 분석 모듈에 의해 산출된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를 저장하고 다음의 일반적인 형태(수학식 1이
라고 함)의 하나 이상의 알고리즘을 수행함으로써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도를 예측하기 위해 배열한다.

수학식 1
PC = f(ISFi

k,ratej,유의적인 상호작용 항)

위의 수학식 1에서,

PC는 예측된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도이고,

i는, 예를 들면, 0, 1, 2, 3, 4 및 5의 값으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값을 갖는 정수이며,

j는, 예를 들면, 1, 2, 3, 4 및 5의 값으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값을 갖는 정수이고,

k는, 예를 들면, 1 및 2의 값으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값을 갖는 정수(들)이며,

ISFi는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에서의 측정된 ISF 분석물 농도(여기서, 아랫첨자(i)는 ISF 값이 가리키는 것을 나타

내는데, 즉 i=0은 가장 최근에 측정한 ISF 분석물을 나타내고, i=1은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에서 하나 뒤의 값을 나
타내며, i=2는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에서 두개 뒤의 값을 나타낸다)이고,

ratej는 (바로 인접한 ISF 농도를 분석 모듈로 측정하는 사이의 시간차로 나눈 바로 인접한 ISF 농도 간의 차로서 계

산한)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에서의 바로 인접한 ISF 분석물 농도 간의 변화율(여기서, 아랫첨자(j)는 어떠한 바로
인접한 ISF 값이 변화율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데, 즉 j=1은 현재 ISF 값과 이전 ISF 값 사이의 변화
율을 나타내고, j=2는 현재 ISF 값에 대해 하나 앞의 ISF 값과 두개 앞의 ISF 값 사이의 변화율을 나타낸다)이며,

유의적인 상호작용 항은 2개 이상의 ISFi
k, ratej를 포함하는 상호작용 항이다.

수학식 1에 사용된 함수(f)의 수학적 형태는 ISF 분석물 농도와 혈중 분석물 농도 간의 생리학적 시차 뿐만 아니라
ISF 분석물 농도와 혈중 분석물 농도 간의 편향 효과를 설명하는 어떠한 적합한 수학적 형태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측정한 ISF 분석물 농도(즉, ISFi

k), 변화율(ratej) 및 상호작용 항이 포함되는 경우에 이러한 관계가 적당히 정확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변화율의 사용은 정확한 알고리즘 및 이에 따른 정확한 분석 장치를 제공하는 데 특히 유리한
데, 그 이유는 ISF 분석물 농도 간의 시간 간격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시간 간격이 5분 내지
15분으로 다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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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f)의 형태는, 예를 들면, ISF 분석물 농도와 관련 혈중 분석물 농도의 통계학적 관련 수의 최소 제곱 회귀 분석
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가들은 이러한 데이타를 분석하고 적당한 함수(f)에 도달하기 위해 다
수의 수학적 방법(예를 들면, 수학적 모델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선형 회귀 분석,
다항식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 또는 신경망(neural network)을 사용할 수 있다. 분석물이 글루코즈인 환경에서,
ISF 글루코즈 농도 및 혈중 글루코즈 농도는 글루코즈를 섭취한 당뇨병 피검자로부터 추출한 ISF 샘플 및 혈액 샘플
로부터 측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보다 낮은 분석물 농도값에서도 보다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고, 반응에서의 굴곡을 설명하고/하거나 모
델화된 데이타에서의 노이즈를 설명하기 위해 가중 인자(weighting factor)를 포함하는 수학적 모델링 방법을 사용
하여 적합한 알고리즘을 수득할 수 있다. 입력 관측 개체의 가중도 이러한 수학적 모델링 방법에서 유사하게 유리할
수 있다.

적당한 가중 인자의 결정은, 예를 들면, 가중 인자(들)를 모델에 적용하고, 모델 결과에 미치는 가중 인자의 효과를
관찰하고, 모델 오차 감소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 인자(들)를 조정하는 반복 공정일 수 있다. 수학적 모델링 방법에서
의 가중 인자의 선택은, 예를 들면, 데이타 범위 및/또는 추세 방향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예
를 들면, 글루코즈가 관심 분석물인 경우, 생리학적 글루코즈 농도 범위의 하한에서의 정확도가 보다 높은 것이 중
요하게 여겨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낮은 글루코즈 농도의 중요도를 증가시키는 가중 인자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증가는, 예를 들면, 실측된 글루코즈 농도를 소정의 거듭제곱한 실측값의 역수로 곱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
다. 유사하게는, 가중 인자는 무엇이 실측값에서 실측 속도의 기울기 크기 및/또는 방향의 변화와 같은 특정 이벤트
또는 추세의 중요도를 증가시키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기대되는 가중 인자는 임의로 선택될 수도 있으며, 적
당한 가중 인자는 모델 오차 감소를 기본으로 하여 기대되는 가중 인자로부터 선택된다.

예측 모듈(130)은 본원에 전문이 참고로 인용되어 있는 동시계류중인 미국 가특허원 제60/476,733호(2003년 6월
6일 출원)에 기재된 리모트 콘트롤 모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가들에게 공지된
어떠한 적당한 형태라도 취할 수 있다.

상기한 수학식 1의 사용에 대한 대안으로서, 예측 모듈(130)을 분석 모듈에 의해 산출된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를
저장하고 다음의 일반적인 형태(수학식 2라고 함)의 하나 이상의 알고리즘을 수행함으로써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도를 예측하기 위해 배열할 수 있다.

수학식 2
PC = f(ISFi

k, ratej, manratem
p,유의적인 상호작용 항)

위의 수학식 2에서,

n 및 m은, 예를 들면, 1, 2 및 3의 값으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값을 갖는 정수이고,

p는, 예를 들면, 1 및 2의 값으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값을 갖는 정수(들)이며,

manratem은 ISF 값의 그룹의 바로 인접한 평균들 간의 이동 평균률(moving average rate)(여기서, 아랫첨자(n)은

이동 평균에 포함된 ISF 값의 수를 나타내고, 아랫첨자(m)은 다음과 같은 현재 값에 대한 인접 평균값의 타임 포지
션을 나타낸다)(다음 단락에 추가의 설명이 제공되어 있다)이고,

n+1 = 이동 평균률에 사용된 포인트의 수이며,

m-1 = 이동 평균에 포함된 제1 포인트이고, m-1이 0인 경우, 현재 ISF 값은 이동 평균 계산에서 제1 포인트로서
사용되며,

n+m은 항상 이동 평균 계산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뒤쪽(즉, 현재 ISF 값으로부터 제거된) 포인트의 수를 합계한
것이고,

n 및 m은, 예를 들면, 1, 2 및 3의 값으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값을 갖는 정수(들)이며,

유의적인 상호작용 항은 2개 이상의 ISFi
k, ratej 및 manrate m

p를 포함하는 상호작용 항이다.

다음의 실시예는 상기한 수학식 2에 사용된 이동 평균률(manratem)의 개념을 설명한다. 예시적인 이동 평균률

ma1rate1의 경우, 이동 평균률은 2-포인트 이동 평균률(m+n = 1+1 = 2이기 때문에)이며, 이때 이동 평균률은 가

장 최신의 ISF 농도와 한 포인트 뒤의 ISF 농도를 포함하는 그룹의 평균과 가장 최신의 ISF 농도보다 한 포인트 및
두 포인트 앞에 있는 ISF 농도를 포함하는 그룹의 평균 사이에서 계산한다.

수학식 2는 분석물 농도의 변화율과 추세 방향 둘 다에 대해 데이타를 평활화하여 데이타로부터 노이즈를 제거하고
분석 장치의 정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이동 평균률(즉, manratem)을 포함한다. 인접 ISF 값에서의 유의적인(즉, 상

당한) 변화가 알고리즘 정확도 측면에서 중요하게 간주될 수 있지만, 유의적인 변화는 또한 알고리즘의 정확도에 불
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이즈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ISF 값의 인접(및 중첩) 그룹들의 평균들 간의 변화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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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평균률은 데이타에서 진정한 추세를 나타내지 않는 바깥값(outlier value)에 의해 야기되는 노이즈를 감쇄시킨
다.

적당한 알고리즘의 예와 이러한 알고리즘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 아래의 실시예에 포함되어 있다.

실시예 1 : ISFi
k, ratej 및 유의적인 상호작용 항을 사용한 글루코즈 분석 장치를 위한 예측 알고리즘

실험용 ISF 샘플링 모듈과 분석 모듈을 사용하여 데이타 집합(즉, 일련의 ISF 글루코즈 농도)을 생성시킨다. 데이타
집합을 생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ISF 샘플링 모듈과 분석 모듈은, 예를 들면, 피검자의 전완으로부터 피검자의 피
부의 진피층(즉, 진피)으로부터 ISF 샘플을 추출하고 ISF 샘플 중의 글루코즈 농도를 측정하도록 배열한다. ISF 샘
플링 모듈과 분석 모듈은 하나로 된 샘플링 모듈과 시험 스트립을 갖는 변형된 원터치(OneTouch)R 울트라 글루코
즈메터(glucose meter)를 포함하는 통합된 유니트이다. 샘플링에는 30게이지 캐뉼라와 약 1 내지 2mm의 침투 깊
이가 사용된다. 진피는 피하층보다 모세혈관층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진피로부터 수집한 ISF 샘플이 피하층으
로부터 수집한 ISF 샘플에 비해 유리하게 감소된 생리학적 시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됨을 주지해야 한다.

ISF 샘플링 모듈은 캐뉼라를 통해 피검자의 진피로부터 약 1㎕의 ISF 샘플을 추출하여 ISF 샘플을 자동으로 직접
시험 스트립의 측정 영역으로 보낸다. 단시간의 전기화학 전개 기간 후, 메터가 ISF 글루코즈 농도를 나타낸다.

ISF 샘플을 추출하기 전에, 피검자의 진피에 2 내지 4pound의 압력을 30초 동안 적용한 다음 5분 동안 대기하여 혈
액이 ISF가 추출되는 샘플링 영역을 관류하도록(샘플링 영역으로 유동하도록) 한다. 이러한 샘플링 영역에서의 혈
류 증가는, 단순히 샘플링 영역이 유동하는 혈액을 보다 잘 관류시키기 때문에, 혈중 글루코즈 농도와 ISF 글루코즈
농도 간의 생리학적 시차를 완화시키는 바람직한 효과를 나타낸다.

손가락 혈중 글루코즈(단위; mg/㎗) 측정(즉, 혈중 글루코즈 농도)을 20명의 피검자로부터 행한 다음 상기한 바와
같이 전완 간질액 중의 글루코즈(즉, ISF 글루코즈 농도)를 측정한다. 손가락 혈액 측정에는 각각 약 15분이 소요되
며, 각각 약 5분 후에 ISF 샘플을 추출하여 ISF 글루코즈 농도를 측정한다.

20명의 피검자 각각에 대해 약 30쌍의 실측치(즉, 혈중 글루코즈 농도 측정치와 ISF 글루코즈 농도 측정치의 쌍)가
수득된다. 실측치를 각 피검자에 대해 하루에 걸쳐 수집하며, 글루코즈 75g의 섭취를 통해 글루코즈 농도 변화를 유
도한다. 각 실측치의 혈중 글루코즈 농도는 손가락 채취가 ISF 채취하기 약 5분 전에 일어남을 나타낸다. 따라서,
ISF 샘플 추출시의 혈중 글루코즈 농도를 직선으로 내삽하여, 직선으로 내삽된 값을 아래의 알고리즘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반응 변수로서 사용한다. 각 피검자의 최종 ISF 글루코즈 농도는, 혈중 글루코즈 농도를 정확하게 내삽할
수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 전개 동안 배제한다.

수학시 2로서 앞서 정의한 형태의 알고리즘은 다중 선형 회귀를 사용한 데이타 집합으로부터 전개된다. 이렇게 하
여 전개된 알고리즘은, 주로 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글루코즈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상대적인 중요도로 인해, 낮은
ISF 분석물 농도를 보다 많이 가중시킨다. 사용된 가중치는 ISF-4이다. 이러한 가중이 부재하는 경우, 높은 ISF 글
루코즈 농도값이 잔차의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를 야기한다.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 추정치, 오차, t값 및 Pr값은 다음과 같다:

 파라미터  추정치  오차  t값  Pr > ┃t┃

ISF0
rate2
rate2*rate1
rate3
rate1*rate3
rate2*rate3
rate4
rate2*rate4
rate2*rate3*rate4
rate5

0.964114574
3.564454310
1.032526146
2.115098810
0.728563905
0.993732089
2.620714810
1.149236162
0.419884620
1.704279771

0.00900642
0.79143125
0.27684343
0.57252187
0.32507567
0.36293636
0.48033895
0.38075990
0.14027947
0.40908459

107.05
4.50
3.73
3.69
2.24
2.74
5.46
3.02
2.99
4.17

<.0001
<.0001
0.0002
0.0002
0.0255
0.0064
<.0001
0.0027
0.0029
<.0001

 R-squared=.98

따라서, 알고리즘은 2자리의 유의적인 소수점을 갖는 추정치가 사용되는 경우에 다음의 형태를 나타낸다:

PC = 0.96ISF0 + 3.56rate2 + 1.03(rate2*rate1) + 2.11rate 3 + 0.72(rate1*rate3) + 0.99rate4 +

1.14(rate2*rate4) + 0.42(rate2*rate2*rate4) + 1.70rate5.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가들은 상기 방정식이 i가 0이고 k가 1이며 j가 2, 3, 4 및 5이고 상호작용 항이 rate2*rate1,

rate1*rate3, rate 2*rate4 및 rate2*rate2*rate4인 상기 수학식 1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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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G 분석(Clarke Error Grid analysis)은 피검자의 혈중 글루코즈 농도를 예측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정확도와 적
합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오차 그리드는 기준값에 대한 분석 장치의 반응을 다섯 가지(5)
임상적 정확도 영역(즉, 영역 A 내지 E)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A 영역은 임상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고, B 영
역은 임상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환자의 건강에 미소한 위험을 가하는 결과를 나타내며, C 영역 내지 E 영역은
환자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 증가하는 임상적으로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낸다(문헌 참조; Clarke, William
L. et al., Evaluating Clinical Accuracy of Systems for Self-Monitoring of Blood Glucose, Diabetes Care,
Vol. 10 No. 5, 622-628[1987]). 효과적이고 정확한 혈중 글루코즈 모니터링 장치는 데이타의 약 85 내지 90% 이
상이 CEG 분석의 A 영역과 B 영역에 있어야 하고 데이타의 대부분이 A 영역에 있어야 한다(Clark et al., supra).

피검자의 ISF 글루코즈 농도의 단순 측정만을 기초로 하여 피검자의 혈중 글루코즈 농도를 예측하기 위한 CEG 분
석 결과가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도 3은 일련의 ISF 글루코즈 농도와 상기한 알고리즘을 기초로 하여 피검자의 혈
중 글루코즈 농도를 예측하기 위한 CEG 분석 결과이다. 도 3과 도 4는 둘 다 상기한 데이타 집합을 사용하여 수득한
것이다.

도 2와 도 3을 참조하면, 일련의 ISF 글루코즈 농도와 상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A 영역 중의 예측된 혈중 글
루코즈 농도의 비율이, ISF 글루코즈 농도만을 사용하여 혈중 글루코즈 농도를 예측하는 경우의 79.5%에 비해
88.2%로 유리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이 입증된다.

실시예 2 : ISFi
k, ratej, manratem

p 및 유의적인 상호작용 항을 사용한 글루코즈 분석 장치를 위한 예측 알고리즘

상기한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데이타 집합을 사용하여, ISFi
k, ratej, manratem

p 및 유의적인 상호작용 항을 사용한

알고리즘을 아래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개한다. 알고리즘은 2포인트 내지 4포인트의 이동 평균을 사용하는 일반
적인 형태의 평활 변수 manratem(앞서 논의함)를 사용한다. 일련의 ISF 글루코즈 농도로부터 혈중 글루코즈 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중 변수도 포함시킨다. 사용되는 가중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SASR 코드):

가중치4 = ISF**-4;

새로운 가중치 = 200;

ma1rate1 < 0이고 ma3rate1 <= 0이면, 계속;

rate 1 <= 0이면, 새로운 가중치 = 가중치4*(-1*rate1+1)**2;

rate1 > 0이면, 새로운 가중치 = (가중치4*(abs(ma1rate1)+1)**2)/(1+rate1);

종료;

ma1rate1 > 0이고 ma3rate1 >= 0이면, 계속;

rate1 >= 0이면, 새로운 가중치 = 가중치4*(1*rate1+1)**2;

rate1 < 0이면, 새로운 가중치 = (가중치4*(abs(ma1rate1)+1)**2)/(1+abs(rate1));

종료;

ma1rate1 <= 0이고 ma3rate1 > 0이면, 계속;

rate1 >= 0이면, 새로운 가중치 = (가중치4*(1*rate1+1)**2)/4;

rate1 < 0이면, 새로운 가중치 = (가중치4*(-1*rate1+1)**2)/2;

종료;

ma1rate1 >= 0이고 ma3rate1 < 0이면, 계속;

rate1 > 0이면, 새로운 가중치 = (가중치4*(1*rate1+1)**2)/2;

rate1 <= 0이면, 새로운 가중치 = (가중치4*(-1*rate1+1)**2)/4;

종료;

새로운 가중치가 200이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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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중치 = 10000000000*새로운 가중치;

종료;

정확도가 우수한 분석 장치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증가하는(상승하는) 및 감소하는(하강하는) ISF 글루코즈 농도
추세에 대한 별도의 방정식을 전개한다. 감소하는(하강하는) ISF 글루코즈 농도를 나타내는 데이타 시리즈의 경우,
SASR 버전 8.02와 N=278 데이타 포인트를 사용한 최소 제곱 회귀 분석에 의해 하기의 모델이 수득된다.

PC = 8.23ma1rate1 + 0.88ISF3 + 12.04ma1rate2 + 10.54rate1 + 1.71rate1*rate2 - 0.056ISF*rate1 +

0.71(rate1)2 + 0.68(rate2)2 + 0.0014(ISF)2 - 0.0011(ISF3)
2.

증가하는(상승하는) ISF 글루코즈 농도를 나타내는 데이타 시리즈의 경우, SASR 버전 8.02와 N=180 데이타 포인
트를 사용한 최소 제곱 회귀 분석에 의해 하기의 모델이 수득된다.

PC = 4.13ISF - 1.51ISF1 - 1.69ISF3 - 37.06ma1rate2 + 13.67ma3rate1 - 28.35rate1 - 3.56rate1*rate2 +

0.10ISF*rate1 + 0.15ISF*rate2 + 0.47rate1*rate2*rate3 - 1.13(rate3)2 - 0.0061(ISF)2 + 0.0060(ISF2)
2.

도 4는 일련의 ISF 글루코즈 농도와 상기한 알고리즘을 기초로 하여 피검자의 혈중 글루코즈 농도를 예측하기 위한
CEG 분석 결과이다. 도 4는 실시예 1에 대해 앞서 기재한 데이타 집합을 사용하여 수득한 것이다.

장치 정확도의 또 다른 척도는 다음의 함수에 의해 제공되는 각각의 오차율(%)의 평균(PE)으로부터 결정된 평균 절
대 오차율(MPE(%))이다:

수학식 3
PE = (PGt-BGt)/BGt

위의 수학식 3에서,

BGt는 t시간에서의 기준 글루코즈 측정치이고,

PGt는 t시간에서의 예측 글루코즈 측정치이다.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즉, 피검자의 혈중 글루코즈 농도가 피검자의 ISF 글루코즈 농도와 동일하다고 단
순 예측한 경우)와 상기한 두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우의 MPE(%) 결과가 도 4로부터의 선택된 결과와 함께 표
1에 기재되어 있다.

장치 정확도의 또 다른 척도는 평균 편향률(Ang Bias(%))이다. 편향률(%)은 다음의 수학식에 의해 결정된다:

수학식 4
편향률(%) = [(PGt-BGt)/BGt]*100

평균 편향률(%) = [모든 편향률(%)의 총합]/측정치의 총 수

효과적인 측정은 평균 편향률이 약 10% 이하여야 한다. 표 1은 예측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평균 편향률(%) 기준
이 유리하게 감소됨을 보여준다.

또한, 혈중 글루코즈의 계산치와 실측치 간의 상관성을 평가한다. 상관계수값(R)도 하기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효과적인 측정은 R값이 약 0.85 이상이어야 한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예측 알고리즘은 실제값과 예측
값 간의 개선된 상관성을 제공한다.

표 1.

 알고리즘  N  MPE(%)  A(%)  B(%)  기타(%)  R  평균 편향률(%)

없음
실시예 2

458
458

14
10

79.9
88.4

17.7
9.6

2.4
2.0

0.94
0.96

6.76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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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양태에 따라 피검자의 ISF 분석물 농도를 기초로 하여 피검자의 혈중 분석물 농도를 예
측하기 위한 공정(500)에서의 단계들의 순서를 예시한 흐름도이다. 공정(500)은 단계(510)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검자로부터 다수의 간질액(ISF) 샘플을 순차적인 방식으로 추출하고, 단계(520)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수의 ISF 샘플 각각의 ISF 분석물 농도를 순차적으로 측정함을 포함한다. 단계(520)의 결과는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를 산출한다.

공정(500)의 단계(510)과 단계(520)은 본 발명에 따르는 분석 장치의 샘플링 모듈과 분석 모듈과 관련하여 앞서 기
재한 바를 포함한 적당한 기법을 사용하여 성취할 수 있다.

그후, 단계(530)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는 분석 장치와 관련하여 앞서 기재한 형태(들)의 하나
이상의 알고리즘을 수행함으로써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를 기초로 하여 피검자의 혈중 분석물 농도를 예측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가 본원에 명시되고 설명되어 있지만, 이러한 양태는 단지 실시예에 의해서만 제공된 것임
은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가들에게 자명할 것이다.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가들은 발명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수의
변형, 변화 및 대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원에 기재된 본 발명의 양태의 각종 대안이 발명을 실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음의 청
구항은 발명의 범위를 정의하며 청구항과 이의 상당 어구의 범위내에 포함되는 방법 및 구조가 이에 포괄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는 분석 장치 및 관련 방법은 생리학적 시차 및 편향 효과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검량을 위해
모세혈액 샘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피검자로부터 다수의 간질액(ISF) 샘플을 순차적인 방식으로 추출하기 위한 간질액 샘플링 모듈,

다수의 ISF 샘플 각각의 ISF 분석물 농도를 순차적으로 측정하여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를 산출하기 위한 분석 모
듈 및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를 저장하고, 수학식 1의 하나 이상의 알고리즘(algorithm)을 수행함으로써 일련의 ISF 분
석물 농도를 기초로 하여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도를 예측하기 위한 예측 모듈을 포함하는, 피검자의 간질액 분석
물 농도를 기초로 하여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도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 장치.

수학식 1

PC = f(ISFi
k,ratej,유의적인 상호작용 항)

위의 수학식 1에서,

PC는 예측된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도이고,

i는 0, 1, 2, 3, 4 및 5의 값으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값을 갖는 정수이며,

j는 1, 2, 3, 4 및 5의 값으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값을 갖는 정수이고,

k는 1 및 2의 값으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값을 갖는 정수이며,

ISFi는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에서의 측정된 ISF 분석물 농도이고,

ratej는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에서의 바로 인접한 ISF 분석물 농도 간의 변화율이며,

유의적인 상호작용 항은 ISFi
k 및 ratej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항을 포함한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상호

작용 항이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i가 0이고, k가 1이며, j가 2, 3, 4 및 5이고, 상호작용 항이 rate2*rate1, rate1*rate3,
rate2*rate4 및 rate2*rate2*rate4인 분석 장치.

공개특허 10-2005-0021955

- 8 -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분석물이 글루코즈인 분석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도의 예측이 수학식 2의 하나 이상의 알고리즘을 수행함으로써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를 기초로 하는 분석 장치.

수학식 2

PC = f(ISFi
k, ratej, manratem

p,유의적인 상호작용 항)

위의 수학식 2에서,

p는 1 및 2의 값으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값을 갖는 정수이고,

n 및 m은 1, 2 및 3의 값으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값을 갖는 정수이며,

manratem은 ISF 값의 그룹의 바로 인접 평균들 간의 이동 평균률(moving average rate)이고,

유의적인 상호작용 항은 ISFi
k, ratej 및 manratem

p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항을 포함한 통계학적으로 유

의적인 상호작용 항이다.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예측 모듈이,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가 상승하는 ISF 분석물 농도를 나타내는지 하강하는 ISF 분
석물 농도를 나타내는지를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알고리즘을 선택하며 선택된 알고리즘을 수행함으로써 피검
자의 전혈 분석물 농도를 예측하는 분석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예측 모듈이 manratem을 기초로 하여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가 상승하는 ISF 분석물 농도를 나타

내는지 하강하는 ISF 분석물 농도를 나타내는지를 결정함으로써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도를 예측하는 분석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하강하는 ISF 분석물 농도에 대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PC = 8.23ma1rate1 + 0.88ISF3 +

12.04ma1rate2 + 10.54rate1 + 1.71rate1*rate2 - 0.056ISF*rate1 + 0.71(rate1)2 + 0.68(rate2)2 +
0.0014(ISF)2 - 0.0011(ISF 3)

2인 분석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승하는 ISF 분석물 농도에 대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PC = 4.13ISF - 1.51ISF1 - 1.69ISF3 -

37.06ma1rate2 + 13.67ma3rate1 - 28.35rate1 - 3.56rate1*rate2 + 0.10ISF*rate1 + 0.15ISF*rate2 +
0.47rate1*rate2*rate3 - 1.13(rate3)2 - 0.0061(ISF)2 + 0.0060(ISF2)

2인 분석 장치.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분석물이 글루코즈인 분석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가 5개의 ISF 분석물 농도를 포함하는 분석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샘플링 모듈이 5 내지 15분의 시간 간격으로 다수의 ISF 샘플을 추출하는 분석 장치.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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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검자로부터 다수의 간질액(ISF) 샘플을 순차적인 방식으로 추출하는 단계,

다수의 ISF 샘플 각각의 ISF 분석물 농도를 순차적으로 측정하여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를 산출하는 단계 및

수학식 1의 하나 이상의 알고리즘을 수행함으로써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를 기초로 하여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
도를 예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피검자의 간질액 분석물 농도를 기초로 하여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도를 예측하
는 방법.

수학식 1

PC = f(ISFi
k,ratej,유의적인 상호작용 항)

위의 수학식 1에서,

PC는 예측된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도이고,

i는 0, 1, 2, 3, 4 및 5의 값으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값을 갖는 정수이며,

j는 1, 2, 3, 4 및 5의 값으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값을 갖는 정수이고,

k는 1 및 2의 값으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값을 갖는 정수이며,

ISFi는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에서의 측정된 ISF 분석물 농도이고,

ratej는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에서의 인접한 ISF 분석물 농도 간의 변화율이며,

유의적인 상호작용 항은 ISFi
k 및 ratej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항을 포함한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상호

작용 항이다.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예측 세트가 수학식 2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

수학식 2

PC = f(ISFi
k, ratej, manratem

p,유의적인 상호작용 항)

위의 수학식 2에서,

p는 1 및 2의 값으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값을 갖는 정수이고,

n 및 m은 1, 2 및 3의 값으로부터 선택된 소정의 값을 갖는 정수이며,

manratem은 ISF 값의 그룹의 인접 평균 간의 이동 평균률이고,

유의적인 상호작용 항은 ISFi
k, ratej 및 manratem

p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항을 포함한 통계학적으로 유

의적인 상호작용 항이다.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예측 단계가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가 상승하는 ISF 분석물 농도를 나타내는지 하강하는 ISF 분
석물 농도를 나타내는지를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알고리즘을 선택하며 선택된 알고리즘을 수행함으로써 피검
자의 전혈 분석물 농도를 예측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예측 단계가 manratem을 기초로 하여 일련의 ISF 분석물 농도가 상승하는 ISF 분석물 농도를 나

타내는지 하강하는 ISF 분석물 농도를 나타내는지를 결정함으로써 피검자의 전혈 분석물 농도를 예측하는 방법.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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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추출 단계가 피검자의 진피로부터 다수의 ISF 샘플을 추출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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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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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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