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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면 무호흡 진단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수면 무호흡 진단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피검자의 신체 일부분에 광을 조사한 후, 출력되는 광을 처리하

여 피검자가 수면중에 일시적으로 호흡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지를 진단하는 수면 무호흡 진단 장치에 있어서, 제어신호에

따라 적어도 서로 다른 두 파장대역의 광을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광원부; 광원부에서 생성되고 신체의 일부분에 조사되어

출력되는 광들을 감지하여 전기신호들로 변환하는 광감지부; 광감지부에서 출력되는 전기신호들의 시간차를 실질적으로

없앤 후 전기신호들의 비를 구하며, 구해진 비를 기준값과 비교하여 수면 무호흡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부; 및 적어도 두 파

장대역의 광을 생성하도록 제어신호를 광원부로 출력하고, 진단부에 기준값을 제공하는 제어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수면 무호흡 진단 장치에 대한 블록도이다.

도 2는 파장에 따른 산화 헤모글로빈과 환원 헤모글로빈의 흡수 계수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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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일반적인 광-혈량계 파형을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정상 호흡시 여러 파장에 대한 광-혈량계 파형을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무호흡시 여러 파장에 대한 광-혈량계 파형을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정상상태에서 적색 및 적외선 파장대역 광들의 DC성분비를 도시한 것이다.

도 7은 무호흡 발생시 적색 및 적외선 파장대역 광들의 DC성분비를 도시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수면 무호흡 진단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신체 일부분에 서로 다른 두 파장대역의 광을 조사하여 나타난

결과를 이용하여 수면중에 호흡 정지가 일어나는지의 여부를 진단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수면 무호흡(sleep apnea)이란 수면중에 일시적으로 호흡이 정지되는 현상을 말하며, 산소 포화도라함은 혈액속에 산소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있는지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수면 무호흡으로인해 체내에 산소가 공급되지않으면 체내 혈액중 산

소 포화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게된다.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야간의 수면 분열(sleep fragmentation)은 주간의 과도한 졸리움(EDS, Excessive Daytime

Sleepness)을 유발하고, 동맥혈 내 산소 포화도(O2 saturation)를 감소시킨다. 산소 포화도의 감소는 고혈압, 부정맥

(arrythemia) 등을 일으킬 뿐 만 아니라 심지어 수면중 심장마비(heart attack), 돌연사(sudden death) 등의 심각한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성인 인구의 20%가 코골이(snoring) 현상을 보이며, 이 가운데 50%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미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수면 무호흡으로인해 아이들에게는 집중력 결여로 인한 산만한 행동, 주간의 과도한 졸리움, 불규칙한 수면 자세, 흉

곽 수축(rib cage retraction), 늑골 발적(flaring of the ribs)의 증상들이 나타나게되며, 학업성적 저하, 심리적 또는 정신

적인 장애를 유발하기도한다. 또한 유아나 신생아들의 수면중 급사의 원인이 되기도한다.

수면 무호흡은 일반적으로 폐쇄성(obstructive), 혼합성(mixed), 중심성(central)의 세가지로 나뉜다. 이중 폐쇄성 수면

무호흡은 반복적인 상기도(upper airway)의 폐쇄로 특징지어지고, 이로인해 동맥혈 내 산소 포화도가 감소한다. 임상적으

로는 야간 수면중 10초 이상 호흡을 하지않는 증세가 1시간당 5번 이상 나타나거나 7시간의 수면동안 30회 이상 나타나면

수면 무호흡 증후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코골이는 상기도의 연구개(soft palate)가 떨려서 나는 소리로서 수면 무호흡 증

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강력한 예측인자(precursor)가 될 수 있다.

수면 무호흡 검사는 일반적으로 수면 다원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의 구조와 기능, 수면중 발생한 사

건 등을 객관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수면 8시간동안 뇌파, 안구운동, 하악 근전도, 다리 근전도, 심전도, 코골이, 혈압, 호흡

운동, 동맥혈 내 산소 포화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동시에 비디오로 환자의 수면중 행동 이상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

기록을 수면 검사 전문기사와 수면 의학 전문의가 판독하여 코골이가 어느 정도 심한가, 부정맥 발생 여부, 혈압 상승 여

부, 수면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정상인의 수면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등에 관한 포괄적인 결과를 얻

게된다.

수면 무호흡 진단과 관련한 종래기술로는 미국등록특허 US 6,415,174의 "ECG derived respitory rhythms for

improved diagnosis of sleep apnea" 가 있다. 이 기술은 심전도를 측정하기위하여 가슴에 부착한 전극에 호흡에 의한 흉

부 체적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반영되는 것을 이용하였다. 큐빅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cubic spline interpolation)을 이

용한 신호처리를 통하여 심전도 신호에 반영된 호흡의 영향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부가적인 장치를 이

등록특허 10-0552681

- 2 -



용하여 호흡을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호흡과 심전도의 상관성을 보기위하여 이용하고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심전도

를 측정하기위하여 전극을 신체의 특정한 위치에 부착해야하는데, 이러한 작업이 일반인들에게는 용이하지않으며 복잡한

측정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등록특허 US 6,368,287의 "Integrated sleep apnea screening system"은 임상의사나 전문가의 도움없이 가정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호흡을 측정할 수 있게하는 장치로 콧구멍 부위에 부착된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들숨과 날숨의 과정에서

호흡에 의한 온도 변화를 이용하여 수면 무호흡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개시하고있다. 이 기술은 측정 부위에 센서가 정확하

게 위치하였는가를 발광 다이오드(LED)로 표시한다. 그러나 코 주위에 부착한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호흡을 측정하는 것은

중심성 무호흡 진단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는 콧바람에 의한 온도변화만으로는 호흡을 측정하지 못하

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등록특허 US 6,342,039의 "Microprocessor system for the simplified diagnosis of sleep apnea"는 무호흡에 의하

여 산소 포화도가 낮아졌다가,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게되면 산소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이용하여 수면 무호

흡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개시하고 있다. 이 기술은 연속적으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그래프화하여 수면 무호흡이 발생

할 때 변화하는 산소 포화도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무호흡 발생을 진단한다. 이 기술에서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기위하여

두 개 파장의 광에 의한 피크(peak)와 밸리(valley)를 검출하고 이 값들간의 비율을 이용하여 회귀식을 작성하는 비교적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수면 무호흡을 진단한다. 그러나 인체를 대상으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기위한 광-혈량계(photo-

plethysmography) 파형은 몸의 움직임에 의한 동잡음 오차와 같은 요인에 비교적 쉽게 영향을 받게되고, 고주파수 대역

의 잡음에 의하여 피크 및 밸리를 측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게되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등록특허 US 6,047,203의 "Physiologic sign feedback system"은 셔츠 형태의 의복에 호흡을 측정하기위한 센서를

일체형으로 구성하여 인체에서 호흡, 심전도 등의 생리학적 신호를 비교적 편리하게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시하고있다. 이

기술은 장시간의 검사 도중 비정상적인 생리신호가 검출되면 피검자 또는 검사자에게 경보를 보내주어 이상을 알린다. 그

러나, 개시된 의복 형태의 시스템은 피검자가 착용하기에 편리하지만, 호흡을 측정하기위하여 몸에 밀착시키게되어 경우

에 따라 피검자에게 갑갑함이나 불편함을 유발하게된다.

미국등록특허번호 US 5,396,893의 "Method and apparatus for analyzing heart and respitory frequencies photo-

plethysmographically"는 광-혈량계를 주파수 대역에 따라 분석하고 호흡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을 추출하여 무호흡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정상인의 호흡을 측정하면 매우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호흡 성분을 추출해내는 과정에서 필

터의 링잉(ringing) 현상에 의하여 호흡이 발생하지않은 경우에도 호흡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는 문제점을 가지고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서로 다른 두 파장대역의 광을 이용하여광-혈량을 측정하고, 측정된 두 값의 비를

이용하여 수면 무호흡을 진단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위한, 본 발명은 피검자의 신체 일부분에 광을 조사한 후, 출력되는 광을 처리하여 피검자가 수

면중에 일시적으로 호흡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지를 진단하는 수면 무호흡 진단 장치에 있어서, 제어신호에 따라 적어도 서

로 다른 두 파장대역의 광을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광원부; 상기 광원부에서 생성되고 신체의 일부분에 조사되어 출력되는

광들을 감지하여 전기신호들로 변환하는 광감지부; 상기 광감지부에서 출력되는 전기신호들의 시간차를 실질적으로 없앤

후 상기 전기신호들의 비를 구하며, 구해진 비를 기준값과 비교하여 수면 무호흡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부; 및 상기 적어도

두 파장대역의 광을 생성하도록 상기 제어신호를 상기 광원부로 출력하고, 상기 진단부에 상기 기준값을 제공하는 제어부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위한, 본 발명은 피검자의 신체 일부분에 광을 조사한 후, 출력되는 광을 처리하여 피검자가 수

면중에 일시적으로 호흡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지를 진단하는 수면 무호흡 진단 장치에 있어서, (a) 적어도 서로 다른 두 파

장대역의 광을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단계; (b) 상기 (a)단계에서 생성되고 신체 일부분에 조사되어 출력되는 광들을 감지

하여 전기신호들로 변환하는 단계; (c) 상기 (b)단계에서 출력되는 전기신호들을 샘플링하고, 샘플링된 전기신호들의 시간

차가 실질적으로 없도록 각 전기신호를 지연하는 단계; 및 (d) 상기 전기신호들의 비를 구하고, 구해진 비를 기준값과 비교

하여서 피검자가 수면 무호흡상태인지를 판별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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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수면 무호흡 진단 장

치에 대한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에 따른 수면 무호흡 진단 장치는 광원부(11), 제어부(12), 광감지부(13), 멀티플렉서

(MUX,14), 지연부(15), 디바이더(16) 및 비교기(17)를 구비한다.

광원부(11)는 서로 다른 파장대역의 광을 생성하는 광원(111)과 광원(111)에 해당 구동전류를 제공하는 광원 구동부

(112)를 구비한다.

광 감지부(13)는 광원(111)에서 생성되는 광신호를 전류로 변환하는 포토 디텍터(131) 및 상기 전류를 전압으로 변환하는

전류/전압(I/V) 변환기(132)를 구비한다.

지연부(15)는 MUX(14)에서 각각 출력되는 두 신호를 샘플링하고 기 정해진 시간동안 지연하는 두 개의 샘플앤홀더(S/H,

151, 153)와 두 개의 증폭기(152, 154)를 구비한다.

상기 MUX(14) 내지 비교기(17)는 광 감지부(13)에서 출력되는 전압들을 처리하여 피검자가 수면 무호흡 상태에 있는지

를 진단한다.

상기 구성을 갖는 수면 무호흡 진단 장치의 동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광원 구동부(112)는 제어부(12)의 제어신호에

따라 광원(111)에 구동전류를 출력한다. 상기 제어신호는 광원(111)이 적색 파장대역의 광을 생성할 것인지 또는 적외선

파장대역의 광을 생성할 것인지를 제어한다. 여기서, 광원(111)은 적색 파장대역과 적외선 파장대역에서 발광하는 적어도

두 개의 발광 다이오드를 포함하는 발광 다이오드 어레이인 것이 적절하다.

제어부(12)는 상기 발광 다이오드 어레이를 파장에 따라 순차적으로 점등 및 소등하도록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광원(10)에서 생성된 광은 혈액속의 헤모글로빈에 포함된 산소의 양을 측정하도록 손가락을 포함한 신체의 일부분(18)에

조사된다. 여기서, 신체의 일부분(18)은 동맥에 의한 맥동성분이 측정되는 어느 곳이나 가능하다.

포토 디텍터(131)는 광원(10)에서 생성되고 신체의 일부분(18)을 투과하거나 혹은 신체의 일부분(18)에서 반사된 광을 감

지하여 광 세기에 해당하는 전류를 출력하고, I/V변환기(132)는 상기 전류를 전압으로 변환한다.

진단부는 상기 광감지부(13)에서 출력되는 전기신호들의 시간차를 실질적으로 없앤 후 상기 전기신호들의 비를 구하며,

구해진 비를 기준값과 비교하여 수면 무호흡 상태를 진단한다.

상기 진단부는 멀티플렉서(14), 지연부(15), 디바이더(16), 비교기(17)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MUX(14)는 제어부(12)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선택신호로하여 광 감지부(13)에서 출력된 광을 파장에 따라 적색광과

적외선으로 분리하여 출력한다.

지연부(15)는 MUX(14)에서 분리되어 출력되는 전압값을 각각 샘플링하고 기 정해진 시간동안 홀드하며 증폭한다. 이는

MUX(14)에서 시간차를 두고 출력되는 두 전압에 대해 시간차가 없도록 적절하게 지연하여 실질적으로 동시에 두 전압을

출력하기위한 것이다.

디바이더(16)는 두 증폭기(152, 154)에서 출력되는 두 전압을 나눈다. 비교기(17)는 제어부(12)에서 제공되는 기준값과

디바이더(16)에서 나눠지는 값을 비교하여 수면 무호흡 여부를 진단한다. 피검자가 수면 무호흡 상태인 것으로 판별되면,

제어부(12)는 별도의 경보장치(미도시)를 통해 피검자 또는 검사자에게 경고를 보낼 수도 있다. 비교기(17)와 제어부(12)

는 필요에 따라 무선으로 연결하여 무구속형 시스템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상기 수면 무호흡 진단 장치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수면 무호흡과 같이 호흡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체내

에 산소가 공급되지않으면 체내 혈액중에 있는 산소 포화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게된다. 이러한 산소 포화도는 일반적

으로 광학적으로 측정된다. 도 2는 파장에 따른 산화 헤모글로빈과 환원 헤모글로빈의 광 흡수 계수를 도시한 것이다. 도

시된 바에 따르면,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포함하고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광의 파장에 대해 전혀 다른 경향의 흡

수계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색 대역의 광이 인체에서 반응된 양과 적외선 대역의 광이 반응된 양을 비교

하여 산소 포화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산소 포화도를 예측하기위하여 신체의 일부분에 광을 조사하면, 조사된 광의

투과 또는 반사에 의하여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광-혈량계(PPG) 파형을 얻는다. 도시된 파형에 있어서, 참조번호 3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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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조사된 광량, 31은 흡수된 광량, 32는 신체에 투과된 광량, 33은 심장 박동 주기, 34는 동맥 맥동성분에 의한 투과

광세기의 변화량(AC 성분), 35는 동맥의 비맥동성분에 의한 투과 광세기의 변화량(DC 성분), 36은 심장박동의 피크, 그리

고 37은 심장 박동의 밸리를 각각 나타낸다.

PPG의 AC 성분은 심장 박동에 의한 혈류의 변화가 혈류량의 변화로 반영된 것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 AC성분을 이용하

여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AC 성분은 호흡이나 사람의 자발적인 또는 비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하여 나타나기도 하지만, 심작박동에 의해 일어나는 것보다는 비주기적이고 파워도 작게 나타난다. PPG의 DC 성분은

뼈, 피부 또는 피하조직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않는 체내 성분에 의하여 빛이 흡수 또는 산란되어 발생하게된다.

무호흡에 의하여 체내에 산소가 공급되지않으면 환원 헤모글로빈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환원 헤

모글로빈의 흡수계수가 더 큰 적색 대역의 광이 더 많이 감쇄된다. 도 4 및 도 5는 각각 정상 호흡시와 무호흡시의 PPG 파

형을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에 따르면, 정상 호흡시에는 시간에 따라 동일한 기울기 패턴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무호흡시에는 환원 헤모글로빈의 증가에 의해 660nm의 적색 파장대역의 광량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 2의 PPG에서 DC 성분은 사람의 손가락 굵기 혹은 광이 투과되는 해당 신체 일부분의 특징에 따라 큰 차이

를 가진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파장대역의 광들에 대한 투과비를 구한다면, 해당 신체 부분의 특징에 따른 차이를 보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MUX(14)와 지연부(15)를 통해 각각 출력되는 적색광과 적외선의 DC성분을 이용한다. 디

바이더(161)는 적색광의 DC성분으로 적외선의 DC성분을 나눈다. 이 때 나눈 값을 레시오메트릭 인덱스(RI, Ratiometric

Index)라 한다. 비교기(162)는 나눈 값을 제어부(12)에서 공급되는 기준값과 비교하여, 디바이더(161)의 출력값이 기준값

보다 크다면 수면중 일시적으로 호흡이 정지한 것으로 판단한다.

도 6 및 도 7은 각각 정상호흡 상태와 무호흡시 적색 파장대역의 광과 적외선 파장대역 광의 DC성분비를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에 따르면, 정상호흡 상태에서는 원신호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않지만, 무호흡시에는 두 신호간 DC성분비, 즉, RI

가 점점 커지게 된다. 따라서, RI가 기준값보다 크게되면 수면 무호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게된다.

다음의 표는 무호흡과 정상호흡시 평균 RI를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은 6명의 피검자에 대하여 1분 단위로 6회에 걸쳐서 반

복 측정을 실시하였다. 1분 단위의 측정에서 3회는 인위적으로 호흡을 10초 이상 멈추게하고 나머지 3회는 정상적으로 호

흡을 하며 측정하였다. 사용된 광은 적색대역의 660nm 파장과 적외선 대역인 940nm 파장을 이용하였다.

[표 1]

 피검자  무호흡시 RI  정상호흡시 RI

 1  0.3±0.03  0.024±0.004

 2  0.15±0.07  0.027±0.01

 3  0.49±0.06  0.024±0.005

 4  0.2±0.05  0.029±0.009

 5  0.32±0.05  0.03±0.008

 6  0.14±0.03  0.035±0.009

이 때, 호흡을 10초 이상 멈춘 경우에 측정된 데이터에서 RI를 계산하면 0.096~0.56으로 나타났고, 정상 호흡 상태에서

측정된 데이터에서 계산된 RI는 0.02~0.07범위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 0.07~0.096사이의 값을 비교기(17)의 기

준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종래기술의 경우 호흡이나 움직임에 의한 잡음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PPG파형에서 피크를 찾지 못하는 데이터가 발생하

면, 이 결과는 산소 포화도 예측에 반영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수면 무호흡을 진단하게되면 오류가 발생하게된다.

다음 표는 6명의 피검자에세 3회 반복하여 인위적으로 움직임에 의한 잡음을 발생시키고 이 때의 산소 포화도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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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피검자  평균 오차(%)

 1  9.7±1.2

 2  5.7±0.6

 3  6±0.06

 4  1.3±0.6

 5  3±0.5

 6  3.7±0.6

표에 따르면, 본 발명 경우 AC성분의 피크와 밸리를 사용하지않고 DC성분의 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호흡 진단시 움직

임에 의한 잡음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않음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의 원인에 관계없이 가정에서도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수면 중에 발생하는 자발적 또는 비자

발적인 움직임에 따른 잡음때문에 종래기술에서는 측정이 불가한 경우에도 본 발명에서는 RI를 측정하므로 진단이 가능하

다.

반사형 또는 투과형 PPG는 비교적 측정이 편리하여 손가락, 발가락, 팔목, 유아의 정수리 등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나 측정

가능하다.

종래의 산소 포화도 측정 방식의 무호흡 검출기나 임피던스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아날로그/디지털(A/D) 변환기를 사용

하기때문에 고성능의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원발명에서는 A/D변환기가 필요없고 아날로그 하드웨어

만을 사용하므로 저성능의 마이크로컨틀롤러에서도 구현가능하다.

또한, 종래의 산소포화도 측정을 위한 광-혈량계에서는 AC성분의 피크값과 밸리값을 각각 검출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측

정자의 움직임 호흡과 같은 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검출치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본원발명의 경우 광-혈량

계에서 DC값을 이용하므로 잡음에 의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고,저주파수의 DC 변동 성분 역시 두 신호간 비

율 측정에 의해 소거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피검자의 신체 일부분에 광을 조사한 후, 출력되는 광을 처리하여 피검자가 수면중에 일시적으로 호흡이 정지된 상태에 있

는지를 진단하는 수면 무호흡 진단 장치에 있어서,

제어신호에 따라 적어도 서로 다른 두 파장대역의 광을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광원부;

상기 광원부에서 생성되고 신체의 일부분에 조사되어 출력되는 광들을 감지하여 전기신호들로 변환하는 광감지부;

상기 광감지부에서 출력되는 전기신호들의 시간차를 실질적으로 없앤 후 상기 전기신호들의 비를 구하며, 구해진 비를 기

준값과 비교하여 수면 무호흡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부; 및

상기 적어도 두 파장대역의 광을 생성하도록 상기 제어신호를 상기 광원부로 출력하고, 상기 진단부에 상기 기준값을 제공

하는 제어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하는 수면 무호흡 진단 장치.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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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부는

적어도 적색 및 적외선 파장대역의 광들을 생성하는 발광 다이오드 어레이임을 특징으로하는 수면 무호흡 진단 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부는

피검자의 동맥에 의한 맥동성분이 측정되는 어느 부분에나 조사될 수 있음을 특징으로하는 수면 무호흡 진단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발광 다이오드 어레이를 파장에 따라 순차적으로 점등한 후 소등하는 제어신호를 상기 광원부로 출력하는 수면 무호

흡 진단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 감지부는

상기 광원부에서 생성되고 신체의 일부분에 조사되어 출력되는 광들을 감지하여 전류신호를 출력하는 포토 디텍터; 및

상기 전류신호를 전압신호로 변환하는 전류/전압 변환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수면 무호흡 진단 장치.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중 제3항을 제외한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진단부는

상기 광감지부에서 출력되는 전기신호들을 상기 제어신호에 따라 분리하는 멀티플렉서;

분리된 전기신호들을 각각 샘플링하며, 샘플링된 전기신호들이 실질적으로 동시에 출력되도록 해당 시간동안 상기 샘플링

된 전기신호들을 지연하는 지연부;

상기 지연부에서 출력되는 샘플링된 전기신호들의 비를 구하는 디바이더; 및

구해진 비를 상기 기준값과 비교하여 수면 무호흡 상태여부를 판별하는 비교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수면 무호

흡 진단 장치.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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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0.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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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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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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