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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은 선단부에 촬상 소자가 내장된 가늘고 긴 삽입부를 갖고, 이 삽입부의 후단부에는 파지되는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

다. 이 조작부로부터 조명광을 전달하는 가이드 케이블 및 상기 촬상 소자에 접속된 신호 케이블이 일체 혹은 별도의 부재

로 연장되는 케이블부를 구비하고, 이 케이블부의 단부의 커넥터는 광원 장치 및 신호 처리 장치에 각각 착탈 가능해진다.

조작부의 전단부로부터 그 후단부 부근까지의 사이에 삽입부측이 되는 제1 유닛과, 케이블부측이 되는 제2 유닛을 착탈

가능하게 접속하는 착탈부가 설치되어 있다.

대표도

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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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선단부에 촬상 수단이 내장된 가늘고 긴 삽입부와, 상기 삽입부의 후단부에 설치된 파지되는 조작부와, 상기 조작부로부터

조명광을 전달하는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 및 상기 촬상 수단에 접속된 신호 케이블이 일체 혹은 별도의 부재로 연장되는

케이블부를 구비하고, 상기 케이블부의 단부의 커넥터가 광원 장치 및 신호 처리 장치에 각각 착탈 가능한 내시경에 있어

서,

상기 조작부의 전단부로부터 그 후단부 부근까지의 사이에, 상기 삽입부측이 되는 제1 유닛과, 상기 케이블부측이 되는 제

2 유닛을 착탈 가능하게 접속하는 착탈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닛 및 상기 제2 유닛은 상기 착탈부에 있어서 착탈 가능하게 접속되는 전기 접점을 구비한 전

기 커넥터에 의해, 상기 제1 유닛과 상기 제2 유닛 사이에서의 전기 신호의 전달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닛 및 상기 제2 유닛은 상기 착탈부에 있어서 광결합에 의해 상기 제1 유닛과 상기 제2 유닛

사이에서의 신호의 전달을 행하는 광학적 전달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닛 및 상기 제2 유닛은 상기 착탈부에 있어서 전자 결합에 의해 상기 제1 유닛과 상기 제2 유

닛 사이에서의 신호의 전달을 행하는 전자적 전달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닛 및 상기 제2 유닛은 상기 착탈부에 있어서 전자 결합에 의해 전원의 전달을 행하는 전원 전

달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부는 만곡 가능한 만곡부를 갖고, 상기 제1 유닛은 상기 만곡부를 전기적으로 만곡 구동하는 만

곡 구동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부는 만곡 가능한 만곡부를 갖고, 상기 제2 유닛은 상기 만곡부를 전기적으로 만곡 구동하는 만

곡 구동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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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닛 및 상기 제2 유닛은 상기 착탈부에 있어서 상기 만곡 구동 수단에 의한 회전력을 전달하는

회전력 전달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력 전달 수단은 상기 착탈부에 있어서 오목부와 볼록부에 의한 결합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력 전달 수단은 상기 착탈부에 있어서 기어에 의한 결합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

경.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력 전달 수단은 상기 착탈부에 있어서 마그넷에 의한 자기적인 결합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닛은 상기 제1 유닛에 고유한 식별 정보를 발생하는 식별 정보 발생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유닛에는 상기 제1 유닛과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3 유닛이 상기 착탈부에 착탈 가능하

게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유닛은 만곡 방향의 지시 조작을 행하는 만곡 지시 조작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

경.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만곡 지시 조작 수단은 전기적인 만곡 지시 조작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닛은 상기 제2 유닛의 상기 조작부 부근을 덮는 커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17.

공개특허 10-2006-0122943

- 3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닛 및 상기 제2 유닛은 상기 착탈부에 있어서, 조명광을 전달하는 조명광 전달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1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적 전달 수단은 발광 소자와 수광 소자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1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적 전달 수단은 대향하여 배치되는 광파이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20.

선단부에 촬상 수단이 내장된 가늘고 긴 삽입부와, 상기 삽입부의 후단부에 설치된 파지되는 조작부와, 상기 조작부로부터

조명광을 전달하는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 및 상기 촬상 수단에 접속된 신호 케이블이 일체 혹은 별도의 부재로 연장되는

케이블부를 구비하고,

상기 조작부의 전단부로부터 그 후단부 부근까지의 사이에, 상기 삽입부측이 되는 제1 유닛과, 상기 케이블부측이 되는 제

2 유닛을 착탈 가능하게 접속하는 착탈부를 갖는 내시경과,

상기 케이블부의 단부의 커넥터가 각각 착탈 가능하게 접속되는 광원 장치 및 신호 처리 장치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내시경 시스템.

청구항 21.

삽입부를 갖는 동시에, 촬상 수단을 내장한 내시경에 있어서,

상기 삽입 부내에 삽입 관통되고, 조명광을 전달하는 라이트 가이드의 입사 단부에 설치되고, 광원 장치로부터의 조명광을

전달하는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이 착탈 가능하게 접속되는 라이트 가이드 접속부와,

상기 촬상 수단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신호선의 단부에 설치되고, 상기 촬상 수단에 대한 신호 처리를 행하는 신호 처리 장

치에 접속되는 신호 케이블이 착탈 가능하게 접속되는 신호선 접속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22.

삽입부를 갖는 동시에, 촬상 수단을 내장한 내시경 본체와,

상기 삽입부 내에 삽입 관통된 조명광을 전달하는 라이트 가이드의 입사 단부에 설치한 라이트 가이드 접속부와,

상기 촬상 수단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신호선의 단부가 접속된 신호선 접속부와,

상기 내시경 본체에 있어서의 상기 라이트 가이드 접속부 및 신호선 접속부에 착탈 가능하게 접속되고, 조명광을 전달하는

라이트 가이드 및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신호선이 따로따로 혹은 적어도 일부가 공통적으로 삽입 관통된 케이블 유닛을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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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유닛은 상기 라이트 가이드 접속부 및 신호선 접속부 각각에, 일체로 접속되는 접속부를 갖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유닛은 상기 라이트 가이드 접속부 및 신호선 접속부 각각에, 착탈 가능하게 접속되는 제1

및 제2 접속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유닛은 상기 라이트 가이드 접속부 및 신호선 접속부 각각에 대해, 일체로 접속되는 접속 어

댑터부를 거쳐서 접속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유닛은 상기 내시경에 착탈 가능하게 접속되는 상기 제1 및 제2 접속부 이외에, 각각 광원

장치 및 신호 처리 장치에 착탈 가능하게 접속되는 제3 및 제4 접속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유닛은 상기 신호 처리 장치에 제어 신호를 이송하는 지시 수단(스위치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유닛은 상기 라이트 가이드 접속부에 상기 제1 접속부가 접속된 것인지 여부를 검지하는 접

속 검지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29.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부에는 상기 삽입부 내에 삽입 관통된 라이트 가이드에 입사되는 조명광의 파장대역을 제한하

는 광학 필터가 착탈 가능하게 장착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청구항 30.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부에는 상기 삽입부 내에 삽입 관통된 라이트 가이드에 조명광을 공급하는 광원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체강 내 등을 내시경 검사하기 위한 내시경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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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최근, 의료용 분야 및 공업용 분야에 있어서, 검사 대상 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내시경이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

종래 예로서 촬상 소자를 내장한 경성의 삽입부를 구비한 경성 내시경이 있다. 이 경성 내시경에 있어서는, 경성 내시경 본

체에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과 스코프 케이블이 일체가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수술 중에 직시형과 사시형의 시야 방향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 경우, 통상은 불결 영역이 되는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의 말단부의 라이트 가이드 커넥터와 신호 처리 장치(프로세서 장치)로의 커넥터도 착탈하여 고쳐야만 하지만, 청결

영역의 시술자는 직접 그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작업성이 낮아진다.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제1 선행예로서의 일본 특허 공개 제2003-190081호 공보에는 선단부에 촬상 소자를 내장한 경성의

삽입부를 구비한 경성 내시경 본체와, 이 경성 내시경 본체에 있어서의 조작부에 있어서 착탈 가능하게 한 케이블부로 분

리한 것이 개시되어 있다.

본 제1 선행예에서는 경성 내시경 본체에 무선의 신호송 수신 수단을 마련하고, 외부의 신호 처리 장치에 촬상한 신호를

무선 송신하는 구성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2 선행예로서의 일본 특허 공개 제2002-369789호 공보에는 촬상 소자를 내장한 내시경 본체에 라이트 가이드 케

이블을 착탈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내시경 본체 내에 발광 소자를 내장하고, 촬상 소자에 의해 촬상한 신호를 발광 소자에

의해 발광시켜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 내의 라이트 가이드에 의해 전달하고, 광원 장치 내에 배치한 수광 소자에 의해 수광

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영상 신호 처리 회로에 전달하는 구성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도24에 도시한 바와 같은 내시경 장치(301)를 구성하는 제3 선행예의 내시경(302)도 있다. 이 내시경 장치(301)는

내시경(302)과, 이 내시경(302)에 조명광을 공급하는 광원 장치(303)와, 내시경(302)에 내장된 촬상 소자에 대한 신호 처

리를 행하는 프로세서 장치(304)와, 이 프로세서 장치(304)로부터 출력되는 영상 신호가 입력됨으로써, 촬상 소자로 촬상

한 화상을 표시하는 모니터(305)를 갖는다.

이 내시경(302)은 가요성(연성)의 삽입부(306)와, 이 삽입부(306)의 후단부에 설치된 조작부(307)와, 이 조작부(307)로

부터 연장된 유니버설 케이블(308)을 갖고, 이 유니버설 케이블(308)의 말단부의 커넥터(309)는 광원 장치(303)에 접속

된다.

또한, 이 커넥터(309)의 측면에 설치된 전기 커넥터(310)에 접속되는 전기 케이블(311)은 신호 처리를 행하는 프로세서

장치(304)에 접속된다. 이 프로세서 장치(304)에 의해 생성된 영상 신호는 모니터(305)에 출력된다.

이 내시경(302)의 삽입부(306)는 그 선단부에 설치된 경질의 선단부(313)와, 만곡 가능한 만곡부(314)와, 가요성을 갖는

가요부(연성부)(315)로 이루어지고, 조작부(307)에 설치된 만곡 손잡이(316)를 회전하는 조작을 행함으로써, 만곡부

(314)를 만곡할 수 있다.

또한, 삽입부(306) 내에는 조명광을 전달하는 라이트 가이드(317)가 삽입 관통되어 있고, 또한 이 라이트 가이드(317)는

조작부(307)로부터 유니버설 케이블(308)을 경유하여 그 말단부는 커넥터(309)의 단부면으로부터 돌출하는 라이트 가이

드 슬리브로서 광원 장치(303)에 장착된다.

그리고, 광원 장치(303) 내에 있어서의 램프 구동 회로(318)로부터의 램프 구동 전력에 의해 점등하는 램프(319)의 조명

광은 조리개(320)를 지나고, 또한 집광 렌즈(321)로 집광된 조명광이 라이트 가이드 슬리브의 단부면에 입사된다.

이 라이트 가이드 슬리브의 단부면에 입사된 조명광은 라이트 가이드(317)에 의해 전달되고, 선단부(313)의 조명창에 고

정된 라이트 가이드(317)의 선단부면으로부터 출사되어 환부 등의 피사체를 조명한다.

조명된 피사체는 조명창에 인접하는 관찰창에 설치할 수 있던 대물 렌즈(323)에 의해 그 결상 위치에 피사체의 광학상이

맺어진다. 이 결상 위치에는 전하 결합 소자(CCD라 약기)(324)가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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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CD(324)는 버퍼 IC(325)에 의해 전류 증폭된 후, 삽입부(306) 내에 삽입 관통된 신호 케이블(326)을 거쳐서 전기 커

넥터(310)에 접속되고, 또한 이 전기 커넥터(310)로부터 전기 케이블(311)을 거쳐서 프로세서 장치(304) 내의 CCD 구동

회로(327)와 CDS 회로(328)에 접속된다.

그리고, 이 CCD 구동 회로(327)로부터의 CCD 구동 신호가 CCD(324)에 인가됨으로써, CCD(324)의 촬상면에 결상된 광

학상이 광전 변환되어 CCD 출력 신호로서 출력된다.

이 CCD출력 신호는 CDS 회로(328)에 입력되고, 신호 성분이 추출되어 베이스 밴드의 신호로 변환되고, 영상 프로세스 회

로(329)에 입력되고, 영상 신호로 변환되어 모니터(305)에 출력되고, 모니터(305)의 표시면에 CCD(324)에 의해 촬상된

피사체 상이 내시경 화상으로서 표시된다.

또한, 영상 프로세스 회로(329)로부터 출력되는 영상 신호는 광원 장치(303) 내의 조리개 제어 회로(322)에 입력되고, 이

조리개 제어 회로(322)에 의해 조광 신호를 생성하고, 이 조광 신호에 의해 조리개(320)의 개구량을 제어하여 적절한 조명

광량이 되도록 조광한다.

상기 제1 선행예에 있어서는, 촬상 소자와 신호 처리 장치 사이에 있어서의 신호의 전달을 무선으로 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촬상 소자에 의해 촬상된 화상 신호가 신호 처리 장치에 무선으로 전달될 때에, 주위의 노이즈가 신호 처리 장치에서

수신되는 신호에 혼입하는 등으로 하여 화질의 열화가 생기기 쉽다.

또한, 촬상 소자를 구동하는 신호도 무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신호가 주위의 전기 기기에 대해 노이즈 대책을 필요

로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제2 선행예에 있어서는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 내의 라이트 가이드의 일부를 이용하여 광전달하는 구조로 하기 위해,

특히 수광 소자측에서의 접속부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되고, 제조 비용이 높아질 결점이 있다.

또한, 도24에 도시한 선행예는, 상술한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과 스코프 케이블이 일체가 된 경성 내시경 본체의 경우와 같

은 결점이 있다.

내시경 검사 중에 있어서, 시술자가 간단하게 내시경의 삽입부측의 일부를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편리하다.

상술한 제1 선행예는 삽입부의 선단부에 촬상 소자를 내장한 전자 내시경에 있어서, 조작부 부근에서 라이트 가이드를 착

탈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신호의 전달은 무선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의 영향을 받기 쉽다.

또한, 제2 선행예는 삽입부의 선단부에 촬상 소자를 내장한 전자 내시경에 있어서, 촬상 소자에 의한 신호를 광신호로 전

달하는 구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신호 처리 장치를 이용할 수 없다.

본 발명은, 상술한 점에 비추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존의 광원 장치나 신호 처리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호환성을 유지하

고, 내시경 검사 중 등에 있어서도 시술자가 간단히 별도의 내시경으로 교환할 수 있는 내시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선단부에 촬상 수단이 내장된 가늘고 긴 삽입부와, 상기 삽입부의 후단부에 설치된 파지되는 조작부와, 상기 조

작부에서 조명광을 전달하는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 및 상기 촬상 수단에 접속된 신호 케이블이 일체 혹은 별도의 부재로

연장되는 케이블부를 구비하고, 상기 케이블부의 단부의 커넥터가 광원 장치 및 신호 처리 장치에 각각 착탈 가능해지는

내시경에 있어서,

상기 조작부의 전단부로부터 그 후단부까지의 사이에, 상기 삽입부측이 되는 제1 유닛과, 상기 케이블부측이 되는 제2 유

닛을 착탈 가능하게 접속하는 착탈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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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성에 의해, 기존의 광원 장치 및 신호 처리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내시경 검사 중 등에 있어서도, 시술자

는 착탈부에 의해 삽입부측이 되는 제1 유닛만을 제거하여 촬상 수단의 종류 등이 다른 별도의 제1 유닛에 간단하게 교환

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실시예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1 실시예)

도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를 구비한 의료용의 내시경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내시경 시

스템(1)은 직시형의 경성 내시경 본체(2A)와, 사시형의 경성 내시경 본체(2B)와, 이들 경성 내시경 본체(2I)(I = A 또는 B)

에 일단부가 착탈 가능한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 및 신호 케이블부(4)와,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의 타단부가 착탈

가능하게 접속되고, 조명광을 공급하는 광원 장치(5)와, 신호 케이블부(4)의 타단부가 착탈 가능하게 접속되고, 신호 처리

를 행하는 프로세서 장치(6)와, 이 프로세서 장치(6)와 착탈 가능하게 접속되고, 영상 신호가 입력됨으로써 대응하는 화상

을 표시하는 모니터(7)로 구성된다.

그리고, 경성 내시경 본체(2I)에 착탈 가능한 케이블 유닛(8)을 구성하는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 및 신호 케이블부(4)

를 접속함으로써, 광원 장치(5) 및 프로세서 장치(6)에 착탈 가능하게 접속하여 내시경 검사를 행하는 의료용의 경성 내시

경(9I)이 형성된다.

본 실시예의 경성 내시경(9I)은 전방측 내시경부(제1 유닛)로서의 경성 내시경 본체(2I)와, 이 전방측 내시경부의 조작부

(12)의 후단부 부근의 착탈부에 있어서 착탈 가능해지는 후방측 내시경부(제2 유닛)의 2개의 유닛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시형의 경성 내시경 본체(2A)와, 사시형의 경성 내시경 본체(2B)는, 이하에 설명한 바와 같이 삽입부(11)의

선단부에 있어서의 조명 및 촬상하는 광학계 부분만이 다르다.

내시경 본체(2I)는 가늘고 긴 원통 형상의 스테인리스 스틸 등으로 형성되는 경질한 삽입부(11)와, 이 삽입부(11)의 후단

부에 설치되고, 시술자 등이 파지하는 조작부(파지부라고도 함)(12)를 갖고, 이 조작부(12)에 있어서의 예를 들어 후방 단

부면에는 라이트 가이드 커넥터(13)와 신호 커넥터(14)가 설치되어 있고, 각각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의 일단부에 설

치한 커넥터 받이부(3a) 및 신호 케이블부(4)의 일단부에 설치한 신호 커넥터 받이부(4a)에 각각 착탈 가능하게 접속된다.

즉, 내시경 본체(2I)에는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 및 신호 케이블부(4)가 착탈 가능하게 접속되는 접속부가 형성되어 있

다.

또한,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의 타단부에 설치된 라이트 가이드 커넥터(3b) 및 신호 케이블부(4)의 타단부에 설치한

신호 커넥터(4b)는 광원 장치(5) 및 프로세서 장치(6)에 각각 착탈 가능하게 접속된다.

상기 삽입부(11) 내에는 조명광을 전달하는 라이트 가이드(15)가 삽입 관통되어 있고, 이 라이트 가이드(15)의 후단부는

조명광의 입사 단부가 되는 라이트 가이드 커넥터(13)에 이른다. 그리고, 도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라이트 가이드 커넥

터(13)에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를 접속함으로써, 라이트 가이드(15)에는 광원 장치(5)로부터의 조명광이 이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 내의 라이트 가이드(16)를 거쳐서 공급된다. 또한, 예를 들어 라이트 가이드 커넥터(13)를 커넥터(13),

신호 커넥터(14)를 커넥터(14)라 약기하여 사용한다.

이 광원 장치(5)는 전원 회로(17)로부터의 전력에 의해 점등하는 광원 램프(18)를 내장하고, 이 광원 램프(18)의 광은 조리

개 제어 회로(19)에 의해 통과 광량이 제어되는 조리개(20)를 경유하여 적절한 광량으로 조정된 후, 집광 렌즈(21)에 의해

집광되어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의 라이트 가이드(16)에 공급되고, 또한 이 라이트 가이드(16)를 경유하여 내시경 본

체(2I)의 라이트 가이드(15)에 공급된다.

이 라이트 가이드(15)의 출사 단부가 되는 그 선단부는 삽입부(11)의 선단부 내에서 고정되고, 이 라이트 가이드(15)의 선

단부면에 전달된 조명광은 조명창에 설치한 조명 렌즈(22)를 거쳐서, 이 조명 렌즈(22)의 전방측에 출사되고, 이 삽입부

(11)가 트래컬 등을 거쳐서 찌름 삽입(刺入)되는 복부 등의 체내의 검사 혹은 처치 대상의 환부 등의 피사체를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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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부(11)의 선단부에는 조명창에 인접하여 관찰창(촬상창)이 설치되어 있고, 이 관찰창에는 대물 렌즈(23)가 설치되어

있고, 이 대물 렌즈(23)의 결상 위치에는 고체 촬상 소자로서의, 예를 들어 전하 결합 소자(CCD라 약기)(24)가 배치되어

있고, 이 촬상면에 결상된 광학상을 광전 변환한다.

도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직시형의 경성 내시경 본체(2A)에 있어서는 대물 렌즈(23)의 광축(O)은 삽입부(11)의 축으로 평

행한 방향이며, 이 대물 렌즈(23)에 의해 삽입부(11)의 축으로 평행한 전방이 시야 방향이 된다. 또한, 라이트 가이드(15)

의 선단부면으로부터 조명 렌즈(22)를 거쳐서 출사되는 조명광은 이 대물 렌즈(23)의 시야 방향을 조명하도록 삽입부(11)

의 축으로 평행한 전방측을 조명한다.

한편, 사시형의 경성 내시경 본체(2B)에 있어서는 삽입부(11)의 선단부면이 삽입부(11)의 축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부

터 어긋난 경사 방향을 향하도록 형성되어 있고, 이 경사 방향의 선단부면에 조명창 및 관찰창이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각각 조명 렌즈(22) 및 대물 렌즈(23)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조명 렌즈(22)의 내측에는 선단부 부근이 굴곡된 라이트 가

이드(15)의 선단부가 고정되어 있다. 또한, 대물 렌즈(23)의 결상 위치에는 CCD(24)가 배치되어 있다. 이 대물 렌즈(23)의

광축(O')은 삽입부(11)의 축 방향과, 예를 들어 각(α)이 되는 사시 방향을 시야 방향으로 하고 있다.

어느 쪽의 경성 내시경 본체(2I)에 있어서도, 선단부 내의 CCD(24)는, 예를 들어 선단부 부근에 내장된 파형 정형 회로

(25) 및 버퍼 회로(26)를 거쳐서 삽입부(11) 및 조작부(12) 내를 삽입 관통된 신호선(27a)에 의해 신호 커넥터(14)의 접점

에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도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경성 내시경 본체(2I)의 신호 커넥터(14)에 접속된 신호 케이블부(4)를 거쳐서 프로세서

장치(6)에 접속됨으로써, 프로세서 장치(6) 내부의 구동 회로(28)로부터의 CCD 구동 신호가 신호 케이블부(4) 내의 신호

선(29a) 및 경성 내시경 본체(2I) 내의 신호선(27a)을 거쳐서 CCD(24)에 인가된다.

CCD(24)는 이 CCD 구동 신호의 인가에 의해 광전 변환한 신호 전하를 CCD 출력 신호로서 출력한다. 이 CCD 출력 신호

는 CCD(24)의 근방에 배치된 CDS 회로(31)에 의해 신호 성분이 추출되고, 또한 버퍼 회로(32)에 의해 전류 증폭된다.

이 버퍼 회로(32)에 의해 전류 증폭된 신호는 삽입부(11) 및 조작부(12) 내에 삽입 관통된 신호선(27b)과 신호 케이블부

(4) 내의 신호선(29b)을 거쳐서 프로세서 장치(6)에 입력된다. 이 프로세서 장치(6)에 입력된 신호는 A/D 변환 회로(33)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후, 영상 신호 처리 회로(34)에 의해 신호 처리가 행해져 디지털의 영상 신호가 생성된다.

이 디지털의 영상 신호는 D/A 변환 회로(35)에 입력되고, 아날로그의 영상 신호로 변환되어 그 출력 단부로부터 모니터(7)

에 출력되는 동시에, 광원 장치(5)의 조리개 제어 회로(19)에도 출력된다. 이 조리개 제어 회로(19)는 입력된 영상 신호의

휘도 레벨을 소정의 주기로 적분 혹은 저역 필터를 통과시켜서 조광 신호(밝기 제어 신호)를 생성하고, 기준의 밝기의 레벨

과 비교하여 기준 레벨로부터의 차신호에 의해 조리개(20)의 개구량을 조정하고, 모니터(7)에 표시되는 화상의 밝기를 관

찰에 적합한 밝기가 되도록 조명 광량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의 내시경 시스템(1)에 있어서는 직시형의 경성 내시경(9A)은 경성 내시경 본체(2A)에 착탈 가능한 라이트 가

이드 케이블부(3) 및 신호 케이블부(4)에 의해 구성되고, 또한 사시형의 경성 내시경(9B)은 경성 내시경 본체(2B)에 착탈

가능한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 및 신호 케이블부(4)에 의해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경성 내시경 본체(2A, 2B)는 의료 분야에 있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도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조작부(12) 부근의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 및 신호 케이블부(4)는 청결한 상태로 설정되어 있는 청결 영역(36)에 있고, 청결 영역(36)에

서 검사나 처치를 행하는 시술자가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다. 그러나,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 및 신호 케이블부(4)에

있어서의 후단부의 커넥터(3b, 4b) 측은 청결한 상태로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불결 영역(37)에 있기 때문에, 청결 영역

(36)에 있는 시술자가 검사 및 수술 중에는 실질상 조작할 수 없다.

본 실시예에서는 각 경성 내시경(9I)을 조작부(12)에 있어서, 경성 내시경 본체(2I)와, 착탈 가능한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

부(3) 및 신호 케이블부(4)로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함으로써, 청결 영역(36) 내에 있어서 경성 내시경 본체(2I)를 간단히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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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술자는 조작부(12)를 파지하여 직시 혹은 사시의 관찰 시야의 상태로 사용하고, 수술 중에 있어서 시야를 변경

하고 싶다고 요구할 경우에는, 청결 영역(36)에 있는 조작부(12)에 있어서의 커넥터(13, 14) 부분을 제거하고 시야를 변경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성 내시경 본체에 간단히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즉, 청결 영역(36) 내에 교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착탈 가능한 접속 기구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간단히 착탈하여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각 경성 내시경(9I)을 경성 내시경 본체(2I)와, 이에 착탈 가능한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 및 신호 케이블부(4)로 이루어지는 케이블 유닛(8)으로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함으로써, 각 경성 내시경(9I)

의 멸균이나 소독을 더 간단하게 행하기 쉽다.

즉, 각 경성 내시경(9I)을 멸균이나 세정하고자 하였을 경우, 경성 내시경 본체(2I)와, 케이블 유닛(8)을 분리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긴 케이블 유닛(8)도 함께 멸균이나 세정해야만 하여 수납 등의 작업이 번거롭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분리할 수 있

기 때문에, 그 작업이 하기 쉽다.

또한, 경성 내시경 본체(2I)와 케이블 유닛(8)은 멸균이나 소독에 대한 내성이 사용하는 재질의 관계 상, 달라질 경우가 있

지만, 그 경우에는 낮은 쪽의 내성을 고려하여 멸균이나 소독을 행할 필요가 있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별개로 할 수 있으므

로, 각각의 내성을 고려한 멸균이나 소독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수 등을 행할 경우에도, 본 실시예에 있어서

의 별개로 할 수 있는 분이 경제적으로 행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구성으로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의 경성 내시경(9I)에 따르면, 경성 내시경(2I)과 케이블 유닛(8)이 일체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광원 장치나 신호 처리 장치(프로세서 장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의 경성 내시경(9I)은 간단한 구성으로 실현할 수 있어 범용성도 널리 이용하기 쉬운 것이다. 또한, 저비

용으로 제조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의 설명에 있어서는 경성 내시경(9I)을 경성 내시경 본체(2I)와, 케이블 유닛(8)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지만,

경성 내시경 본체(2I)를 경성 내시경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경성 내시경 자체를 청결 영역(36)에 있어서, 시야가 다른 경성 내시경과 간단히 교환할 수도 있다. 또한, 경

성 내시경 본체(2I)를 경성 내시경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케이블 유닛(8)의 커넥터(3b, 4b) 측이 광원 장치(5)나 프로세서

장치(6)와 일체의 구성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의 실시예에 있어서도, 상기 제1 실시예와 같이 경성 내시경 본체(2I)와, 이에 착탈 가능한 케이블 유닛(8)에

의해 경성 내시경(9I) 등이 구성된다고 설명하지만, 구성 내시경 본체(2I) 부분을 경성 내시경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제2 실시예)

다음에 도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2는 제2 실시예를 구비한 내시경 시스템(1B)을 도시한다.

이 내시경 시스템(1B)은, 도1의 내시경 시스템(1)에 있어서, 경성 내시경 본체(2I)와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 및 신호

케이블부(4)의 접속을 접속용 어댑터(41)를 거쳐서 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이 접속용 어댑터(41)에 있어서의 한쪽의 단부측에는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 및 신호 케이블부(4)의 커넥터 받이

부(3a, 4a)가 착탈 가능하게 접속되는 커넥터(42a, 43a)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접속용 어댑터(41)에 있어서의 다른 쪽의 단부측에는 경성 내시경 본체(2I)에 있어서의 커넥터(13, 14)에 원터치

로 착탈 가능하게 접속할 수 있는 커넥터 받이부(42b, 43b)가 설치되어 있다. 그 밖의 구성은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이다.

이 접속용 어댑터(41)는, 예를 들어 조작부(12)의 후단부에 거의 외부에 끼우는 마운트부(44)가 설치되어 있고, 조작부

(12)의 후단부와 주위 방향의 위치 결정을 하여 조작부(12)에 압박함으로써, 작은 볼록부를 타고 넘어 원터치로 조작부

(12)에 착탈 가능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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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실시예에 따르면, 접속용 어댑터(41)의 한쪽 단부측의 커넥터(42a, 43a)에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 및 신호

케이블부(4)의 커넥터 받이부(3a, 4a)를 접속하고, 이 접속용 어댑터(41)의 타단부를 경성 내시경 본체(2A, 2B)에 접속하

여 내시경 검사 등을 행한다.

그리고, 시야를 변경하여 내시경 검사할 경우에는, 접속용 어댑터(41)의 경성 내시경 본체(2I)의 접속을 빼냄으로써, 시야

를 변경하여 내시경 검사를 행하고자 하는 경성 내시경 본체(2J)(J는 I 이외의 것)에 간단히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르면, 제1 실시예보다도 보다 간단히 경성 내시경 본체(2I) 부분을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은, 제1 실시예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제3 실시예)

다음에, 도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3은 제3 실시예에 있어서의 케이블 유닛 부근의 구성을 도시

한다. 본 실시예는, 제1 실시예에 있어서의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와 신호 케이블부(4)에 있어서의 내시경 본체(2A,

2B)에 접속하는 측의 커넥터 받이부(3a, 4a)를 일체화한 일체 커넥터(혹은 일체 어댑터)(51)를 채용하고 있다. 환언하면,

본 실시예는 도2의 제2 실시예에 있어서, 접속용 어댑터(41)를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와 신호 케이블부(4)에 있어서

의 커넥터 받이부(3a, 4a) 측 부분을 일체화한 구성으로 하고 있다.

즉, 제3 실시예의 경성 내시경(9A)(9B도 마찬가지임)은 경성 내시경 본체(2A)와, 이 경성 내시경 본체(2A)에 착탈 가능한

일체 커넥터(51)를 설치한 케이블 유닛(52)으로 구성된다.

이 일체 커넥터(51)에는 조작부(12)의 라이트 가이드 커넥터(13) 및 신호 커넥터(14)에 각각 접속되는 라이트 가이드 커넥

터 받이부(3a) 및 신호 커넥터 받이부(4a)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그 외주측에는 조작부(12)의 후단부의 외부 직경에 끼워

맞추어지는 내부 직경의 오목부를 설치한 마운트부(44)가 설치되어 있다.

이 일체 커넥터(51)로부터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와 신호 케이블부(4)가 연장되고, 각각 광원 장치(5)와 프로세서 장

치(6)에 착탈 가능하게 접속된다. 그 밖의 구성은 제1 실시예 혹은 제2 실시예에 도시한 것으로 마찬가지이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시술자는 청결 영역(36)에 있어서 경성 내시경 본체(2A, 2B)에 대해 일체 커넥터(51)의 착탈 조작에

의해 케이블 유닛(52)을 간단히 착탈할 수 있다.

따라서, 도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경성 내시경 본체(2A)에 케이블 유닛(52)을 접속한 경성 내시경(9A)을 이용하

여 시술자는 내시경 검사 혹은 내시경 검사 하에서 수술을 행하고, 그 수술 중에 있어서 시야 방향을 직시로부터 사시로 변

경하고 싶다고 요구할 경우에는 이하와 같이 간단히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일체 커넥터(51)를 조작부(12)로부터 분리하는 조작을 행함으로써 일체 커넥터(51)를 빼내고, 이 일체 커넥터(51)의

마운트부(44)를 사시형의 경성 내시경 본체(2B)의 조작부(12)와 위치 맞춤하여 압박하는 조작에 의해 사시형의 경성 내시

경 본체(2B)에 일체 커넥터(51)를 장착한 경성 내시경(9B)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도4는 변형예에 있어서의 경성 내시경(9C)의 케이블 유닛 부근의 구성을 도시한다.

본 변형예의 경성 내시경(9C)은 경성 내시경 본체(2C)와, 이 경성 내시경 본체(2C)에 착탈 가능한 일체 커넥터(51)를 구비

한 케이블 유닛(52)으로 구성된다.

또한, 본 변형예를 구비한 내시경 시스템은, 도3에 도시한 경성 내시경(9A) 등 외에, 도4에 도시한 경성 내시경(9C)을 구

비하고 있다.

이 경성 내시경 본체(2C)는, 예를 들어 직시형의 경성 내시경 본체(2A)에 있어서, 조작부(12)의 후방 단부면에 설치되어

있는 라이트 가이드 커넥터(13) 및 신호 커넥터(14)가 조작부(12)의 측면에 동일한 형상으로 마련된 커넥터부(54)가 되어

있다.

그리고, 도3에 도시한 케이블 유닛(52)의 일체 커넥터(51)를 이 조작부(12)의 측면에 설치한 커넥터부(54)에 착탈 가능하

게 장착(접속)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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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자는 후방 단부면에 라이트 가이드 커넥터(13) 및 신호 커넥터(14)를 설치한 경성 내시경 본체(2A) 혹은 측면에 라이

트 가이드 커넥터(13) 및 신호 커넥터(14)를 설치한 경성 내시경 본체(2C)로부터, 실제로 사용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술하는 부위 등에 따라 경성 내시경 본체(2A) 혹은 경성 내시경 본체(2C)를 선택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변형예는, 도3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또한, 내시경 시스템으로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성 내시경의 종

류가 증가되므로, 보다 조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4 실시예)

다음에, 도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4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5는 제4 실시예를 구비한 내시경 시스템(1D)을 도시한다

이 내시경 시스템(1D)은 도1의 내시경 시스템(1)에 있어서, 별도의 부재의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 및 신호 케이블부

(4)에 있어서의 경성 내시경 본체(2I)로의 접속측을 일체화한 일체 커넥터(일체 어댑터)(61)에 하는 동시에, 이 일체 커넥

터(61)에 프로세서 장치(6D)를 지시 제어하는 스위치부(62)를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경성 내시경

(9A)은 경성 내시경 본체(2A)와, 이 경성 내시경 본체(2A)의 조작부(12)에 착탈 가능하게 접속되는 일체 커넥터(61)를 설

치한 케이블 유닛(63)으로 구성된다.

이 일체 커넥터(61)는, 예를 들어 도3에 도시한 일체 커넥터(51)에 있어서, 또한 스위치부(62)가 설치되어 있다. 이 스위치

부(62)는, 예를 들어 프리즈 스위치(64a)와 릴리즈 스위치(64b)를 갖는다. 도5에서는 2개로 도시하고 있지만, 1개 혹은 3

개 이상이라도 좋다.

프리즈 스위치(64a)와 릴리즈 스위치(64b)는 신호 케이블부(4) 내의 신호선(29c, 29d)을 거쳐서 신호 커넥터(4b)의 접점

에 이른다. 그리고, 프로세서 장치(6D)의 신호 커넥터 받이부에 착탈 가능하게 접속된다.

이 프로세서 장치(6D)는, 도1의 프로세서 장치(6)에 있어서, 또한 신호 커넥터 받이부로부터 신호선(65a, 65b)이 영상 신

호 처리 회로(34)에 연장되어 있다.

또한, 릴리즈 스위치(64b)와 접속되는 신호선(65b)은, 릴리즈 지시 출력 단부(66)에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이 릴리즈 지

시 출력 단부(66)에, 그 제어 단부가 접속되는 도시하지 않은 화상 파일링 장치 등의 화상 기록 장치에 릴리즈 신호를 이송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밖의 구성은, 도1에 도시한 구성과 마찬가지이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제3 실시예에 있어서의 효과를 갖는 동시에, 또한 릴리즈 지시 등의 조작을 행할 수 있어, 보다 조작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6은 제1 변형예를 구비한 내시경 시스템(1E)을 도시한다.

이 내시경 시스템(1E)은 도5의 내시경 시스템(1D)에 있어서, 일체 커넥터(61) 내에 있어서의 라이트 가이드(16)의 도중에

오목부(71)를 설치하고, 필터 카세트(72)를 장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필터 카세트(72) 내에는 통과하는 파장대역을 제

한하는 광학 필터(73)가 수납되어 있다.

광학 필터(73)는 적외광을 투과하는 적외 투과 필터나 자외광을 투과하는 자외 투과 필터 등으로 이루어지고, 내장된 광학

필터(73)의 종류가 다른 필터 카세트(72)를 장착함으로써, 적외광이나 자외광 등의 조명 하에서의 특수광 관찰(특수광 촬

상)을 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도6에 있어서는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와 신호 케이블부(4)는 일체 커넥터(61)로부터 후방측까지, 1개의 케이

블 내를 삽입 관통되어 후단부측에 있어서 2개로 분기된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 밖은 도5와 동일한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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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형예에 따르면, 제3 실시예 등의 효과를 갖는 동시에, 일반적인 가시 영역에 의한 통상 관찰 상 외에, 적외광이나 자외

광 등에 의한 관찰 상도 얻어진다.

도7a는 제2 변형예를 구비한 내시경 시스템(1F)의 주요부를 도시한다. 이 내시경 시스템(1F)은 도5의 내시경 시스템(1D)

에 있어서, 일체 커넥터(61) 내에 상기 일체 커넥터(61)가 경성 내시경 본체(2A)에 접속되어 있는지 여부의 접속 검지부

(81)를 설치하고, 이 접속 검지부(81)에 의한 접속 검지 결과에 의해 광원 장치(5)로부터 라이트 가이드(16)에 공급되는 조

명광을 저감화하는 제어를 행하게 하고 있다.

도7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체 커넥터(61) 내에 있어서의 신호 커넥터 받이부(4a) 부근에는 신호선(27a)의 단부의 접점

에 접속되어 있는지 여부의 접속 검지를 행하는 접속 검지부(81)를 구성하는 접점핀(82)이 코일 형상의 스프링(84)에 의해

돌출하는 방향으로 압박된 상태로 핀 구멍에 슬라이드 가능하게 수납되어 있다. 이 경우, 스프링(84)은 접점핀(82)의 후단

부에 접속된 접점 부재(83)를 압박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 접점 부재(83)에 대향하여, 예를 들어 스프링(84)의 내측에 온/오프가 되는 접점 부재(85)가 배치되어 있다. 이 접점 부

재(85)는 신호선(29a)에 접속되고, 이 접점 부재(85)에 대향한 접점 부재(83)도 신호선(29e)에 접속되어 있다.

신호선(29a, 29e)은 신호 커넥터(4b)의 접점을 경유하여 프로세서 장치(6E) 내부의 온/오프 검지 회로(86)에 접속되고,

이 온/오프 검지 회로(86)는 신호선(87)을 거쳐서 광원 장치(5)의 조리개 제어 회로(19)에 접속 검지 신호를 이송한다.

조리개 제어 회로(19)는 온으로 된 접속의 검지 신호가 입력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동작을 행하고, 오프로 된 미접속의 검

지 신호가 입력될 경우에는 조리개(20)를 최대로 교축하고, 라이트 가이드(16) 측에 공급되는 조명광을 충분히 작게 한다.

이러한 구성으로 함으로써, 일체 커넥터(61)가 실제로 경성 내시경 본체(2I)에 접속되어 있을 경우에만, 조명광을 라이트

가이드(16)의 커넥터 받이부(3a)가 되는 선단부면으로부터 출사하고,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명광을 거의 출사하

지 않거나 혹은 충분히 저감한 조명광을 출사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조명광이 불

필요하게 출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동시에, 라이트 가이드(16)의 선단부면 부근이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도8은 제3 변형예의 내시경 시스템(1G)을 도시한다. 이 내시경 시스템(1G)은, 도3에 도시한 일체 커넥터(51)를 구비한 경

성 내시경(9A)을 구비한 내시경 시스템에 있어서, 이 일체 커넥터(51) 내에 광원부(91)를 설치한 구성으로 하여, 라이트

가이드 케이블부(3)를 갖지 않는 케이블 유닛(92)에 의해 경성 내시경(9G)을 형성하고 있다.

이 광원부(91)는 광원 램프(93)와, 이 광원 램프(93)의 조명광을 집광하는 집광 렌즈(94)와, 이 집광 렌즈(94)에 대향한 창

을 덮는 커버 유리(95)를 갖고, 이 커버 유리(95)를 설치한 커넥터 받이부(3a)를 라이트 가이드 커넥터(13)에 접속함으로

써, 광원 램프(93)에서 발광한 조명광을 라이트 가이드(15)에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이 일체 커넥터(51)는 그 내부에 광원부(91)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체 커넥터(51)로부터는 신호 케이블부(4)

만이 연장되고, 이 신호 케이블부(4)의 단부의 신호 커넥터(4b)는 프로세서 장치(6G)에 착탈 가능하게 접속된다.

이 프로세서 장치(6G)는, 예를 들어 도1의 프로세서 장치(6)에 있어서, 또한 광원 램프(93)에 일단부가 접속되는 신호선

(29f) 및 이 신호선(29f)과 접속되는 신호선(97)을 거쳐서 접속되는 전원 회로(98)를 내장하고 있다.

또한, 이 전원 회로(98)는 D/A 변환 회로(35)로부터의 출력 신호가 입력되고, 이 출력 신호에 의해 광원 램프(93)의 발광

량을 제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이 일체 커넥터(51)에는 처치구를 삽입 관통하기 위한 가이드 구멍(99)이 마련되어 있고, 처치구를 삽입 관통하여 처

치를 행할 수도 있게 하고 있다.

또한, 경성 내시경 본체(2A) 내에 처치구를 삽입 관통하는 채널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 채널에 대향하는 위치에 가이

드 구멍(99)이 마련된다.

본 변형예에 따르면, 경성 내시경 본체(2A)에 접속되어 후방측 등에 연장되는 케이블의 개수가 감소하므로, 조작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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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외과 수술에 있어서의 경성 거울에서의 사례로서, 직시 타입의 내시경과, 측시 타입의 내시경을 수술 중(내시경 검사

중)에 교환할 필요성을 기초로 하여 기재하였지만, 또는 경성 거울 타입의 내시경과 연성 거울 타입의 내시경을 교환할 필

요성도 있기 때문에, 본 실시예의 내시경은 경성 거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성 거울(연성 내시경)에도 적용할 수 있

는 것이다. 다음에, 삽입부가 연성(가요성)인 연성 내시경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5 실시예)

다음에, 도9 내지 도1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5 실시예를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선단부에 촬상 소자를 구비한 전자 내

시경(경성 타입의 전자 내시경, 연성 타입의 전자 내시경의 어느 하나라도 좋음)에 있어서, 조작부 부근에 있어서 착탈 가

능한 착탈부를 구비한 구조로 함으로써, 내시경 검사 중에 있어서도 시술자는 별도의 전자 내시경으로 교환한 것과 동등한

기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전자 내시경 및 내시경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전자 내시경이라 함은, 교환 전의 것과 같은 종류로, 멸균된 새로운 전자 내시경, 혹은 종류가 다른 전자 내

시경(예를 들어 시야 방향, 굵기, 길이, 기능 등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본 실시예에서는 조작부 부근에 설치한 착탈부에 있어서, 전방측의 내시경 부분(제1 유닛)과 후방측의 내시경

부분(제2 유닛)에 착탈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함으로써, 내시경 검사 중 등에 있어서도 시술자는 전방측의 내시경 부분만

을 교환함으로써, (전체를) 다른 전자 내시경으로 교환한 것과 동등한 기능 등을 갖는 전자 내시경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구조로 함으로써, 교환할 때 수고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착탈부에서 착탈 가능하지 않는, 기존의 전자 내시경의 경우에 있어서의 광원 장치와 신호 처리 장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호환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전자 내시경을 단순히 내시경이라 약기한다.

도9는 제5 실시예를 구비한 내시경 시스템을 도시하고, 도10은 착탈부를 설치한 본 실시예의 내시경의 구성을 도시하고,

도11은 착탈부 주변부의 구성을 도시한다. 또한, 도12a 및 도12b는 제1 변형예에 있어서의 착탈부의 구성을 도시하고, 도

13은 제2 변형예에 있어서의 착탈부의 구성을 도시하고, 도14는 제3 변형예에 있어서의 착탈부의 구성을 도시하고, 도15

는 장착 상태에 있어서의 착탈부에 있어서의 코일 주변부의 구성을 도시하고, 도16은 제4 변형예에 있어서의 착탈부의 구

성을 도시하고, 도17은 광에 의한 송수신부(광학적 전달부)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9에 도시한 내시경 시스템(101)은, 기본적으로는 도24에 도시한 선행예의 내시경 시스템(301)에 있어서,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특징이 되는 착탈부를 설치한 내시경을 이용한 구성으로 하고, 교환함으로써 간단히 별도의 내시경으로서 내시

경 검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이 내시경 시스템(101)은 제1 내시경(102)과, 이 제1 내시경(102)에 조명광을 공급하는 광원 장치(103)와, 제1 내시경

(102)에 조명광을 공급하는 광원 장치(103)와, 내시경(102)에 내장된 촬상 소자에 대한 신호 처리를 행하는 프로세서 장

치(104)와, 이 프로세서 장치(104)로부터 출력되는 영상 신호가 입력으로써, 촬상 소자로 촬상한 화상을 표시하는 모니터

(105)를 갖는다.

도10에도 도시한 바와 같이, 이 제1 내시경(102)은 가요성(연성)의 삽입부(106)의 후단부 부근의 착탈부(107)에 있어서,

삽입부측이 되는 전방측 내시경부(108)와 조작부측(혹은 케이블측)이 되는 후방측 내시경부(109)의 양쪽 유닛을 원터치

로 착탈 가능하게 접속(장착) 가능한 구조로 하고 있다. 이하, 전방측 내시경부(108)를(제1 유닛이 됨) 전방측 유닛(108)

으로 약기하고, 후방측 내시경부(109)를(제2 유닛이 됨) 후방측 유닛(109)이라 약기한다.

전방측 유닛(108)은 가요성의 삽입부(106)를 갖고, 이 삽입부(106)의 기단부에는 접속용의 커넥터(111)가 설치되어 있

다.

후방측 유닛(109)은 이 커넥터(111)에 착탈 가능하게 접속되는 커넥터 받이부(112)가 그 전단부에 설치된 조작부(113)

와, 이 조작부(113)로부터 연장된 유니버설 케이블(114)을 갖고, 이 유니버설 케이블(114)의 말단부의 커넥터(115)는 광

원 장치(103)에 접속된다.

또한, 이 커넥터(115)의 측면에 설치된 전기 커넥터(116)에 접속되는 전기 케이블(117)은 신호 처리를 행하는 프로세서

장치(104)에 접속된다. 이 프로세서 장치(104)에 의해 생성된 영상 신호는 모니터(105)에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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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측 유닛(108)의 삽입부(106)는 그 선단부에 설치된 경질인 선단부(121)와, 만곡 가능한 만곡부(122)와, 가요성을 갖

는 가요부(연성부)(123)로 이루어지고, 조작부(113)에 설치된 만곡 손잡이(124)를 회전하는 조작을 함으로써, 만곡 구동

부(120)를 거쳐서 만곡부(122)를 만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삽입부(106) 내에는 조명광을 전달하는 라이트 가이드(125)가 삽입 관통되어 있고, 이 라이트 가이드(125)는 커넥

터(111)와 접속되는 커넥터 받이부(112)를 거쳐서 후방측 유닛(109) 내의 라이트 가이드(126)와 광학적으로 접속된다.

이 라이트 가이드(126)는, 또한 유니버설 케이블(114) 내를 경유하여 그 말단부는 커넥터(115)의 단부면으로부터 돌출하

는 라이트 가이드 슬리브로서 광원 장치(103)에 장착된다.

그리고, 광원 장치(103) 내에 있어서의 램프 구동 회로(128)로부터의 램프 구동 전력에 의해 점등하는 램프(129)의 조명

광은 조리개(130)를 지나고, 또한 집광 렌즈(131)로 집광된 조명광이 라이트 가이드 슬리브의 단부면에 입사된다.

이 라이트 가이드 슬리브의 단부면에 입사된 조명광은 라이트 가이드(126, 125)에 의해 전달되고, 선단부(121)의 조명창

에 고정된 라이트 가이드(125)의 선단부면에서 출사되어 환부 등의 피사체를 조명한다.

조명된 피사체는 조명창에 인접하는 관찰창에 설치할 수 있던 대물 렌즈(133)에 의해 그 결상 위치에 피사체의 광학상이

맺어진다. 이 결상 위치에는 전하 결합 소자(CCD라 약기)(134)가 배치되어 있다.

이 CCD(134)는 전류 증폭 등으로 하는 버퍼 IC(135)를 거쳐서 신호 케이블(136)과 접속되고, 이 신호 케이블(136)은 삽

입부(106) 내에 삽입 관통되어 커넥터(111)에 설치한 도10 및 도11에 도시한 전기 커넥터(137)에 이른다.

도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기 커넥터(137)에는 복수의 접점핀(138)이 돌출되고, 신호 케이블(136)의 각 신호선(136a)

이 접점핀(138)의 기단부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이 커넥터(111)에 설치한 전기 커넥터(137)에 대향하도록, 커넥터 받이부(112)에도 전기 커넥터 받이부(139)가 설

치되어 있다. 전기 커넥터 받이부(139)에 설치한 접점핀 받이부(140)의 기단부에는 조작부(113) 측에 삽입 관통된 신호

케이블(141)에 있어서의 신호선이 각각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전기 커넥터(137)의 각 접점핀(138)을 전기 커넥터 받이부(139)의 각 접점핀 받이부(140) 내에 삽입함으로써, 신

호 케이블(136, 141)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상호 전기 신호의 전달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커넥터(111)와 커넥터 받

이부(112)의 기계적인 접속(장착)도 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조작부(113) 내에 삽입 관통된 신호 케이블(141)은, 또한 유니버설 케이블(114) 내를 삽입 관통되고, 커넥터(115)에 있어

서의 전기 커넥터(116)로부터 전기 케이블(117)을 거쳐서 프로세서 장치(104) 내의 CCD 구동 회로(143)와 CDS 회로

(144)에 접속된다.

그리고, 이 CCD 구동 회로(143)로부터의 CCD 구동 신호가 CCD(134)에 인가됨으로써, CCD(134)의 촬상면에 결상된 광

학상이 광전 변환되어 CCD 출력 신호로서 출력된다.

이 CCD 출력 신호는 CDS 회로(144)에 입력되고, 신호 성분이 추출되어 베이스 밴드의 신호로 변환되고, 영상 프로세스

회로(145)에 입력되고, 영상 신호로 변환되어 모니터(105)에 출력되고, 모니터(105)의 표시면에 CCD(134)에 의해 촬상

된 피사체상이 내시경 화상으로서 표시된다.

또한, 영상 프로세스 회로(145)로부터 출력되는 영상 신호는 광원 장치(103) 내의 조리개 제어 회로(132)에 입력되고, 이

조리개 제어 회로(132)에 의해 조광 신호를 생성하고, 이 조광 신호에 의해 조리개(130)의 개구량을 제어하여, 적절한 조

명 광량이 되도록 조광한다.

또한, 도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만곡 손잡이(124)의 기단부에는 전위차계(146)가 설치되어 있고, 이 전위차계(146)도 신

호선(146a)을 거쳐서 전기 커넥터 받이부(139)의 접점핀 받이부(140)에 접속되어 있다.

이 접점핀 받이부(140)는, 이에 접속되는 접점핀(138)과, 이 접점핀(138)에 접속되는 신호선(147a)을 거쳐서 만곡 구동부

(120)를 구성하는 구동 제어 회로(147)에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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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동 제어 회로(147)는 만곡 손잡이(124)의 조작량에 대응한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 전위차계(146)의 검출 신호를 기초

로 하여 만곡부(122)를 전기적으로 만곡 구동한다. 본 도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만곡부(122)는 복수의 만곡구(151)를 리

베트에 의해 회전 가능하게 연결하여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삽입부(106) 내에는 상하 및 좌우의 방향을 따라 만곡 와이어

(152)가 삽입 관통되어 있고, 각 만곡 와이어(152)는 그 선단부가 선단부(121)에 고정되고, 후단부가 래크(153)에 접속되

어 있다. 또한, 도9 및 도10에서는 상하 및 좌우의 방향에 대한 1 세트의 만곡 기구를 도시하고 있다. 실제로는, 좌우 및 상

하의 방향에 대한 2 세트의 만곡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각 래크(153)는 모터(154)의 회전축에 설치한 피니온(155)과 치합하고, 모터(154)로 회전 구동함으로써, 만곡 와이어

(152)를 견인 혹은 이완하여, 견인하였을 경우의 방향으로 만곡부(122)를 만곡 구동한다.

각 모터(154)는 구동 제어 회로(147)에 접속되고, 상기한 바와 같이 이 구동 제어 회로(147)는 만곡 손잡이(124)의 조작에

대응하여 만곡부(122)를 구동한다.

또한, 본 실시예의 내시경 시스템(101)에 있어서는, 도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방측 유닛(108)과, 예를 들어 종류가 다른

전방측 유닛(108B)을 후방측 유닛(109)에 접속하여 제2 내시경으로서 내시경 검사를 행할 수도 있게 하고 있다.

이 전방측 유닛(108B)은, 예를 들어 전방측 유닛(108)의 경우의 삽입부(6)의 직경의 값이 다르고, 보다 가는 직경의 삽입

부(106B)를 갖는다.

또한, 이 전방측 유닛(108B)은, 예를 들어 전방측 유닛(108)의 경우의 CCD(134)보다도 화소수가 적은 CCD(134B)가 채

용되어 있다.

또한, 이 전방측 유닛(108B)은, 예를 들어 커넥터(111)의 주변부에, 이 전방측 유닛(108B) 고유의 ID 정보를 발생하기 때

문에, ID 정보를 저장한 메모리(157)를 내장하고, 이 메모리(157)는 신호선을 거쳐서 전기 커넥터(137)에 있어서의[신호

케이블(136)의 신호선이 접속되어 있지 않음] 접점핀(138)에 접속된다.

그리고, 이 전방측 유닛(108B)이 후방측 유닛(109)에 접속된 제2 내시경으로서 사용될 경우에는, 프로세서 장치(104)는

이 메모리(157)의 ID 정보를 판독함으로써, 제2 내시경의 경우의 CCD(134B)에 대응한 구동 및 신호 처리를 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밖은, 전방측 유닛(108)의 경우와 동일한 구성이다. 또한, 도11에 점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전방측 유닛(108)에도

ID 코드 발생용의 메모리(157)를 내장하는 구성으로 해도 좋다. 즉, 이 전방측 유닛(108)에 고유한 식별 정보를 저장함으

로써, 이 전방측 유닛(108)에 내장된 CCD(134)에 대응한 신호 처리 등을 쉽게 행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서 장치(104)는

제어 수단으로서의 CPU(158)를 내장하고, 메모리(157)의 ID 정보에 따라 CCD 구동 회로(143), CDS 회로(144), 영상 프

로세스 회로(145)의 동작을 제어한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전방측 유닛(108)과 후방측 유닛(109)을 착탈부(107)에 있어서 전기 접점에 의한 전기적 신

호 전달 수단과, 대향하도록 배치된 양쪽 라이트 가이드(125, 126)의 대면부에 의한 조명광의 전달 수단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에 의한 본 실시예에 따르면, 전방측 유닛(108)과 후방측 유닛(109)을 착탈부(107)에 있어서 접속(장착)한 제

1 내시경(102)을 형성함으로써, 도24에 도시한 내시경(302)의 경우와 거의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이 제1 내시경(102)의 경우에는, 도9에 도시한 광원 장치(103) 및 프로세서 장치(104)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

시에, 도24에 도시한 광원 장치(103) 및 프로세서 장치(104)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도24의 내시경(302)을

도9의 광원 장치(103) 및 프로세서 장치(104)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내시경(102) 및 내시경 시스템

(101)은 기존의 내시경(302)이나 광원 장치 등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제1 내시경(102)에 의해 내시경 검사 중에 있어서, 시술자가, 예를 들어 보다 가는 직경의 삽입부를

갖는 내시경으로 교환하여 내시경 검사를 행하는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착탈부(107)로부터 전방측 유닛(108)을 제거하

고, 보다 가는 삽입부(106B)를 갖는 전방측 유닛(108B)을 후방측 유닛(109)에 접속하면 좋다.

이와 같이 조작부(113) 부근에서 원터치로 착탈 가능해지는 착탈부(107)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내시경 검사 중에 있어서

도 전방측 유닛만을 교환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간단히 종류가 다른 내시경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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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느 환자에 대한 내시경 검사가 종료되고, 다음 환자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행할 경우라도, 전방측 유닛만을 교환하

는 간단한 작업으로, 다음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설정할 수 있어 수고와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를 들어 상부 소화관의 내시경 검사에 있어서, 그 내시경 검사가 끝나 다음 환자의 검사로 이동

하기 위해서는, 도24의 선행예의 경우에는 이하와 같은 작업이 필요해진다.

즉, 내시경 검사에 사용한 내시경(302)을 멸균 완료된 내시경(302)으로 교환하는 작업과 함께, 커넥터(309) 부분의 광원

장치(303)의 재접속, 또한 동시에 커넥터(309)에 접속되는 전기 케이블(311)의 일단부의 커넥터를 프로세서 장치(304)에

재접속하는 작업 등이 필요해져 수고와 시간이 걸리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본 실시예의 구성에서는 내시경(102)에 있어서의 착탈부(107)로부터 전방측 유닛(108) 부분만의 교환 작업으

로 실현되기 때문에, 수고와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전방측 유닛(108)에 전기적인 만곡 구동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후방측 유닛(109)과 착탈 가능

하게 하는 착탈부(107)의 구조를 간단화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후방측 유닛(109)에는 만곡 방향 및 만곡량의 전기

적인 지시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착탈부(107)에서는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달부에서 끝나고, 다른 전기 신호의 전

달과 공통화할 수 있어 간단화할 수 있다.

또한, 전기적인 지시 수단으로서의 만곡 손잡이(124)는 만곡 방향 및 만곡량의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 것이며, 만곡 와이어

(152)를 메뉴얼에서 견인할 경우에 비해, 충분히 작은 조작 역량으로 끝나고, 본 실시예에 따르면 만곡 조작할 경우의 조작

성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후방측 유닛(109)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내시경을 각각 준비할 경우에 비해 사용자의 경

제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도12a는, 제1 변형예에 있어서의 착탈부(107B)의 구성을 도시한다. 이 착탈부(107B)에 있어서는, 도10의 착탈부(107)에

있어서, 커넥터(111)와 커넥터 받이부(112)를 접속할 경우의 주위 방향의 위치 결정 등으로 인해 각각 훅(161)과 오목부

(162)를 설치하고 있다.

커넥터(111)에 있어서의 주위 방향의 1 개소에 주위 방향의 위치 결정과 접속시의 접속 보유 지지 기능을 증대하기 때문

에, 커넥터(111) 측으로는, 예를 들어 거의 L자형 형상으로 돌출하는 훅(161)을 설치하고, 다른 쪽의 커넥터 받이부(112)

측에는 이 훅(161)이 계입되는 오목부(162)를 설치하고 있다.

이 오목부(162)의 입구 부근에는 훅(161)이 삽입되는 방향과 수직 방향(도12a에서는 상방)으로 스프링(163)으로 압박된

결합용 돌기(164)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장착 시에는 사용자는 훅(161)을 오목부(162)의 위치에 위치 결정하여 커넥터(111)를 커넥터 받이부(112)에 압

박하도록 조작한다.

그러자, 훅(161)의 선단부의 테이퍼부에 의해, 돌기(164)를 하측으로 이동시켜서 오목부(162)에 계입되도록 한다. 오목부

(162) 내에 장착되면, 스프링(163)의 탄성력에 의해 돌기(164)가 상측으로 복귀하고, 훅(161)이 오목부(162)로부터 빠지

는 것의 스프링(163)에 의한 소정의 탄성력으로 방지한다.

이 탄성력 이상의 힘으로 이탈 분리시키는 조작을 행함으로써, 커넥터(111)를 커넥터 받이부(112)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

그 밖의 구성은, 도10과 동일한 구성이다.

본 변형예에 따르면, 훅(161) 및 오목부(162)를 착탈부(107)에 있어서 접속할 경우에 있어서의 위치 결정에 이용할 수 있

는 동시에, 접속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의 접속 유지하는 강도를 증대할 수 있다. 그 밖은, 도11의 구조의 경우와 동일한 효

과를 갖는다.

또한, 도12a에서는 커넥터(111)와 커넥터 받이부(112)를 접속할 경우의 주위 방향의 위치 결정 및 접속 보유 지지하기 위

해 훅(161)과 오목부(162)를 설치하였지만, 도12b에 도시한 착탈부(107B')와 같이 걸림 형상부(166, 167)를 각각 마련하

고, 걸림 형상부(166, 167)를 서로 걸리도록 하여 접속할 경우의 위치 결정에 이용하도록 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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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커넥터(111)와 커넥터 받이부(112)를 접속할 경우, 걸림 형상부(166, 167)를(주위 방향에 있어서) 위치를 맞추지 않으

면, 커넥터(111)와 커넥터 받이부(112)를 접속할 없는 구성으로 해도 좋다.

그 밖은, 도12a의 경우와 동일한 구성이다. 또한, 도12b의 구성으로 하였을 경우의 작용 효과도, 도12a의 경우와 거의 마

찬가지이다.

그 밖에, 접속할 경우의 위치 결정 수단으로서, 예를 들어 도12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커넥터(111)와 커넥터 받이부(112)의

외주면 등에 정렬용의 지표(169a, 169b) 등을 설치하도록 해도 좋다.

도13은 제2 변형예에 있어서의 착탈부(107C)의 구성을 도시한다. 이 착탈부(107C)에 있어서는, 커넥터(111)의 외장 부재

가 되는 통체(171)의 개구 단부를 밀봉하는 경질인 수지 몰드(172)에 의해, 복수의 접점핀(173)과, 라이트 가이드(125)의

단부를 매립하도록 하여 고정 부착하고 있다.

밀봉하는 기능과 동시에, 절연체로서의 기능을 갖는 수지 몰드(172)에 의해 밀봉된 커넥터(111) 내측에 있어서의 각 접점

핀(173)의 기단부에는 신호선(136a)과, 구동 제어 회로(147)와 접속되는 신호선(147a)과 각각 납땜으로서 접속되어 있

다. 또한, 수지 몰드(172)의 외측의 면에는 각 접점핀(173)의 선단부에 일체로 설치된 전극(173a)이 동일면이 되도록 설치

되어 있다.

한편, 커넥터 받이부(112)에 있어서도, 이 커넥터 받이부(112)의 외장 부재가 되는 통체(174)의 개구단부는, 예를 들어 탄

성을 갖는 고무제의 절연판(175)에 의해 그 내측이 밀봉되는 동시에, 복수의 접점핀(받침)(176)과, 라이트 가이드(126)의

단부를 매립하도록 하여 고정 부착하고 있다.

절연판(175)에 의해 밀봉된 커넥터 받이부(112) 내측에 있어서의 접점핀(176)의 기단부에는 신호선(141a)이 각각 납땜으

로 접속되어 있다. 또한, 절연판(175)의 외측의 면에는 각 접점핀(176)의 선단부에 일체로 설치된 전극(176a)이 커넥터 받

이부(112)의 단부면으로부터 약간 돌출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커넥터(111)와 커넥터 받이부(112)의 각 단부면을 압박하도록 한 상태로 접속함으로써, 전극(173a, 176a)이 각각

접촉하여 전기적으로 도통하는 상태로 할 수 있다.

또한, 통체(174)의 내부 직경은 커넥터(111)의 통체(171)의 외부 직경과 끼워 맞춤하여 장착 상태를 유지하는 끼워 맞춤

부(174a)가 설치되어 있다.

그 밖의 구성은, 도10 등에 도시한 제5 실시예와 동일한 구성이다. 본 변형예는, 도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커넥터(111) 및

커넥터 받이부(112)의 각 단부면이 거의 평면 구조로 하고 있으므로, 세정이나 소독을 행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의 단부면

의 수분이나 오물의 제거를 간단히 행할 수 있다. 그 밖은 제5 실시예와 거의 같은 작용 효과를 갖는다.

도14는, 제3 변형예에 있어서의 착탈부(107D)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13의 착탈부(107C)에 있어서는 접점핀(173) 및 접

점핀(176)을 채용하고 있었지만, 이 착탈부(107D)에 있어서는 전자 결합에 의해 비접촉으로 신호 전달을 행하는 코일

(180, 181)을 채용하고 있다.

전방측 유닛(108)에 있어서의 커넥터(111) 내에는 신호선(136a, 147a)이 접속되는 송수신 회로(182)와, 이 송수신 회로

(182)에 접속되어 전자 결합에 의해 양방향의 신호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복수의 코일(180)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후방측 유닛(109)에 있어서의 커넥터 받이부(112) 내에는 신호선(141a, 146a)이 접속되는 송수신 회로(183)와, 이

송수신 회로(183)에 접속되어 전자 결합에 의해 비접촉으로 양방향의 신호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복수의 코일(181)이 설

치되어 있다.

송수신 회로(182, 183)는 각각 송신하고자 하는 신호를 코일(180, 181)에 증폭하여 공급하는 동시에, 코일(180, 181)에

의해 대향하는 코일(181, 180)의 전자 결합으로 전달된 신호를 증폭한다. 즉, 송수신 회로(182, 183)는 코일(180, 181)을

거쳐서 송수신(송신 혹은 수신)하는 신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버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또한, 코일(180, 181)은, 예를 들어 수지 몰드(172a, 172b) 내에 매립되어 있고, 커넥터(111)와 커넥터 받이부(112)를 장

착하였을 경우에는, 도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코일(180, 181)이 근접하여 대향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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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코일(180, 181)은 투자율이 큰, 예를 들어 U자 형상의 자성체(180a, 181a)에 도선을 권취하여 각각 형성되고, 대향하

는 코일(180, 181) 사이에서 전자 결합에 의해, 효율적으로 신호의 전달을 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밖의 구성은, 도13의 경우와 동일한 구성이다. 본 변형예에 따르면, 도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커넥터(111, 112)의 양단

부면을 평면으로 한 상태에 있어서, 전기 신호의 송수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단부면을 수지 몰드(172a, 172b)에

의해 밀봉한 구조로 할 수 있으므로, 세정이나 소독을 간단하면서 단시간에 행할 수 있다.

제5 실시예의 착탈부(107)의 경우에는 전기 커넥터(137) 및 전기 커넥터 받이부(138)에 있어서는, 접점핀(138)과 접점핀

받이부(139)의 일반적인 전기 접점에 의한 요철부를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정 및 소독 혹 멸균을 행할 경우에, 전기 접

점으로의 약액, 증기, 가스 등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캡을 하고 나서 실시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본 변형예에서는 요철부에 의한 전기 접점을 수반하지 않는 무접점의 구조의 착탈부(107D)로 하였으므로, 방

수 설계가 용이하고, 상기 방수 캡이 없는 상태로 세정 및 소독 혹은 멸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세정이나 멸균의 작

업에 있어서의 수고와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그 밖은, 제5 실시예의 경우와는 거의 마찬가지인 작용 효과를 갖는다.

도16은 제4 변형예에 있어서의 착탈부(107E)의 구성을 도시한다. 본 변형예는 착탈부(107E)에 있어서의 신호의 송수신

을 발광 소자와 수광 소자에 의한 광신호에서 비접촉으로 행하게 한 것이다(후술하는 바와 같이 광파이버를 이용하도록 해

도 좋음).

도16의 착탈부(107E)는, 도14의 착탈부(107D)에 있어서, 코일(180, 181) 대신에 발광 다이오드(LED라 약기)(184, 185)

와 포토트랜지스터(PT라 약기)(186, 187)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송수신 회로(182, 183) 대신에 증폭하는 버퍼 회로

(188, 189)를 채용하고 있다.

도17은, 도16에 있어서의 광에 의한 송수신부의 상세를 도시한다. 예를 들어, LED(184)는 버퍼 회로(188)로부터 전류 증

폭된 CCD 출력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고, 대향하는 PT(185)에 비접촉으로 출력한다. PT(185)는 수광한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버퍼 회로(189)에 출력하고, 버퍼 회로(189)는 전기 신호를 증폭한다.

또한, 복수의 LED(187)는 CCD 구동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고, 각각 대향하는 PT(186)에 출력한다. 또한, 전위차계

(146)로부터의 신호도 LED(187) 및 PT(186)를 거쳐서 전달된다.

또한, 전방측 유닛(108)에서 필요해지는 직류 전원은 코일(181, 180)에 의한 전자 결합에 의해 생성된다.

후방측 유닛(109)의 코일(181)은 교류 신호로 구동되고, 이 코일(181)에 대향하는 전방측 유닛(108)의 코일(180)에 비접

촉으로 전자적으로 전달되고, 이 코일(180)에 전달된 교류 신호는 전원 회로(190)에 의해 정류 및 평활 처리되어 직류 전

원이 생성된다. 그리고, 이 직류 전원은 CCD(134) 등, 직류 전원을 필요로 하는 소자나 회로에 공급되게 된다.

또한, 직류 전원의 생성 수단을 도17에서 도시하였지만, 도14의 제3 변형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본 변

형예의 작용 효과는, 도14의 제3 변형예의 경우와 거의 마찬가지이다.

(제6 실시예)

다음에 도18 및 도19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6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18은 제6 실시예를 구비한 내시경 시스템(201)을

도시한다.

이 내시경 시스템(201)은 제6 실시예의 내시경(202)과, 제5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광원 장치(103)와, 프로세서 장치(104)

와, 모니터(105)로 구성된다.

제5 실시예의 내시경(102)에 있어서는 전기적인 만곡 구동 수단으로서의 만곡 구동부(120)를 전방측 유닛(108) 측에 설

치하고 있었지만, 본 내시경(202)에 있어서는 후방측 유닛(109)의 조작부(113) 내에 있어서의, 예를 들어 커넥터 받이부

(112) 내측 부근에 만곡 구동 원인이 되는 모터(154)를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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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154)의 회전축은 커넥터 받이부(112)의 단부면에 있어서 돌출하는 결합용 오목부(204)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측 유

닛(108)의 커넥터(111)의 단부면으로부터 돌출하는 결합용 돌기부(205)와 결합하고, 모터(154)에 의한 회전력을 전달한

다. 또한, 오목부(204) 및 돌기부(205)의 회전축의 주위에는 수밀 및 기밀용의 O링(206, 207)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각 돌기부(205)를 설치한 축 부재(208)의 선단부에는 기어(209)가 설치되어 있고, 각 기어(209)는 만곡 와이어(152)의 후

단부에 연결되어 이동 가능한 로드(211)에 설치한 요철부(211a)에 맞물리고 있다.

그리고, 모터(154)의 회전에 의해 로드(211)를 전후로 이동하고, 만곡 와이어(152)를 견인 혹은 이완하여 만곡부(122)를

만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신호 케이블(136, 141)은, 각각 변환 회로(213, 214)에 접속되는 동시에, 광파이버(215, 216)도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변환 회로(213, 214)는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광파이버(215, 216)에 출력하는 동시에,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신호 케이블(136, 141)에 출력한다.

예를 들어, 신호 케이블(141)에 의한 CCD 구동 신호는 변환 회로(214)에 의해 광신호로 변환되고, 광파이버(216)의 기단

부면에 출력하고, 이 광파이버(216)의 선단부면으로부터 대향하는 광파이버(215) 측으로 광을 출력한다.

그리고, 이 광파이버(215)에 의한 광신호는 변환 회로(213)에 의해 전기 신호(CCD 구동 신호)로 변환되고, 신호 케이블

(136)의 신호선을 경유하여 CCD(134)에 인가된다. 반대로 CCD(134) 측으로부터 출력되는 CCD 출력 신호는 변환 회로

(213)에 의해 광신호로 변환되고, 광파이버(215, 216)를 경유하여 변환 회로(214)에 입력된다. 그리고, 전기 신호에

(CCD 출력 신호)로 변환되고, 신호 케이블(141)의 신호선을 경유하여 프로세서 장치(104)에 입력된다.

또한, 조작부(113)의 외주면에는 만곡 조작용의, 예를 들어 십자 패드(217)가 설치되어 있다. 이 십자 패드(217)는 U, D,

L, R로 나타내는 4 개소에 상, 하, 좌, 우의 만곡 지시용의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고, 이들의 스위치는 신호선(218)을 거쳐

서 조작부(113) 내에 설치한 제어 회로(219)에 접속되어 있다.

이 제어 회로(219)는 십자 패드(217)에 의한 스위치 조작에 따라 모터(154)의 회전 구동을 제어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커넥터(111) 및 커넥터 받이부(112)의 단부면에는 장착의 위치 결정 및 장착 상태를 유지하기 위

해, 마그넷(221, 222)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들의 마그넷(221, 222)은 마그넷부와 전기 접점부를 구비하고 있고, 각각이 접속된다.

즉, 신호 케이블(141)의 전원선에 접속된 마그넷(222)에 의해, 대향하는 마그넷(221)에 접속된 전원선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마그넷(221)에 접속된 전원선은 신호 케이블(136)의 전원 전달용의 신호선이 된다.

또한, 전방측 유닛(108) 내에는 ID 정보 발생용의 메모리(157)가 설치되어 있고, 변환 회로(213)를 거쳐서 후방측 유닛

(109)에 그 ID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후방측 유닛(109) 내에도 ID 정보 발생용의 메모리(224)가 설치되

어 있고, 프로세서 장치(104)에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프로세서 장치(104)는, 이들의 ID 정보에 의해 CCD(134)의 화소수, 특성 등에 대응한 CCD 구동 신호를 생성하는 동시에,

영상 신호를 생성할 때의 신호 처리를 제어한다. 또한, 도18에서는 1개의 전방측 유닛(108)만을 도시하고 있지만, 도9에

서 도시한 바와 같이 종류 및 특성 등이 다른 별도의 전방측 유닛을 후방측 유닛(109)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할 수 있

다.

도19는 착탈부(107F)를 구성하는 커넥터(111) 및 커넥터 받이부(112) 부근의 구성을 사시의 투시도로 도시하고 있다.

본 실시예는 전기적인 만곡 구동 수단을 후방측 유닛(109) 측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5 실시예의 경우에 비해 전

방측 유닛(108)의 내부 구조를 간단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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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통되게 사용되는 후방측 유닛(109)에 전기적인 만곡 구동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환되는 측이 되는 전

방측 유닛(108)의 구성을 간단화할 수 있는 동시에, 저비용화할 수 있다. 그 밖은, 제5 실시예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

도20은 제1 변형예에 있어서의 착탈부(107G)의 구성을 도시한다. 본 변형예는, 제6 실시예에 있어서의 요철부에 의한 결

합 대신에, 기어(231, 232)를 채용한 것이다. 그 밖은, 제6 실시예와 동일한 구성이다. 본 변형예는, 제6 실시예와 거의 같

은 작용 효과를 갖는다.

도21은 제2 변형예에 있어서의 착탈부(107H)의 구성을 도시한다. 본 변형예는, 제6 실시예에 있어서의 요철부에 의한 결

합 대신에, 마그넷(241, 242)을 채용한 것이다.

즉, 모터(154)에 의한 회전과 함께, 마그넷(242)을 회전시킴으로써, 이와 대향하여 배치되고, 자기적으로 흡인력이 작용하

는 마그넷(241)도 회전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도22는 도21의 구성을 가로 방향으로부터 보았을 경우의 투시도로 도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마그넷(241, 242)

을 커넥터(111) 및 커넥터 받이부(112)의 각 단부면을 밀봉하는 밀봉판(243, 244)의 내측에 회전 가능하게 배치한 구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커넥터(111) 및 커넥터 받이부(112)의 단부면을 평면으로 할 수 있어, 세정 및 소독을 간단하면서 단시간에 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밖은, 제6 실시예와 동일한 구성이다. 본 변형예는, 상기한 바와 같이 세정이나 소독을 간단히 행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

다. 그 밖은, 제6 실시예와 거의 동일한 작용 효과를 갖는다.

도23은 제3 변형예의 내시경(252)을 도시한다. 이 내시경(252)은, 예를 들어 도18의 내시경에 있어서, 전방측 유닛에 조

작부 커버(253)를 설치한 것이다.

즉, 커넥터(111)의 외주면에는 조작부 커버(253)가 후방측에 연장되고, 이 조작부 커버(253)에 의해 후방측 유닛(109)의

조작부(113)의 적어도 전방측 부분을 덮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이 조작부 커버(253)에는 거의 원판 형상의 만곡 조작 패드(217B)를 덮는 패드 커버(254)가 설치되어 있다. 만곡 조

작 패드(217B)는, 상술한 십자 패드(217)의 경우와 같이 4 방향의 만곡 지시를 행하는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다.

조작부(113) 등, 수술 중에 시술자가 접촉하는 기재 부분은, 미리 시술 전에 멸균 처리되지만, 별도의 방법으로서 기재 부

분을 멸균 처리하는 대신에, 멸균 처리 완료의 드레이프가 되는 주머니형의 커버로 덮도록 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본 변형예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은 전방측 유닛(108)에 있어서의 후단부에, 이 전방측 유닛(108)이 접속되는 조작부

(113)를 덮을 수 있는 형상에 맞춘 연성 드레이프가 되는 조작부 커버(253)를 일체로 설치한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함으로써, 조작부(113)에 드레이프를 바꿔 붙이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별도의 전방측 유닛(108)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각 실시예등을 부분적 등으로 조합하여 구성되는 실시 예 등도 본 발명에 속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조작부 부근에 설치한 착탈부가 있어서 전방측 유닛과 후방측 유닛으로부터 되는 내시경으로 분리할 수 있게 하여 내시경

검사 중에 있어서도 시술자는, 별도의 전방측 유닛에 교환하여 내시경 검사를 간단히 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를 구비한 의료용의 내시경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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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를 구비한 의료용의 내시경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럭도.

도3은 제3 실시예에 있어서의 케이블 유닛 부근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4는 변형예에 있어서의 경성 내시경의 케이블 유닛 부근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5는 제4 실시예를 구비한 내시경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럭도.

도6은 제1 변형예의 내시경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럭도.

도7a는 제2 변형예의 내시경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럭도.

도7b는 제2 변형예에 있어서의 일체 커넥터의 내부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8은 제3 변형예의 내시경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럭도.

도9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를 구비한 내시경 시스템을 도시하는 구성도.

도10은 착탈부를 설치한 제5 실시예의 내시경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11은 착탈부 주변부의 구성을 사시로 도시하는 투시도.

도12a는 제1 변형예에 있어서의 착탈부의 구성을 사시로 도시하는 투시도.

도12b는 도12a와 약간 다른 구성으로 한 착탈부의 구성을 사시로 도시하는 투시도.

도13은 제2 변형예에 있어서의 착탈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횡단면도.

도14는 제3 변형예에 있어서의 착탈부의 구성을 사시로 도시하는 투시도.

도15는 장착 상태에 있어서의 착탈부에 있어서의 코일 주변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횡단면도.

도16은 제4 변형예에 있어서의 착탈부의 구성을 사시로 도시하는 투시도.

도17은 광에 의한 송수신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18은 본 발명의 제6 실시예를 구비한 내시경 시스템을 도시하는 구성도.

도19는 착탈부 주변부의 구성을 사시로 도시하는 투시도.

도20은 제1 변형예에 있어서의 착탈부의 구성을 사시로 도시하는 투시도.

도21은 제2 변형예에 있어서의 착탈부의 구성을 사시로 도시하는 투시도.

도22는 제2 변형예에 있어서의 착탈부의 구성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도면.

도23은 제3 변형예에 있어서의 내시경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24는 선행예의 내시경을 구비한 내시경 시스템을 도시하는 구성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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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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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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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도면7b

도면8

공개특허 10-2006-0122943

- 26 -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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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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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a

도면12b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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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9

도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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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2

도면23

도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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