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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피에이취 절제 방법 및 절제 장치

요약

본 발명은 양성 전립선 증식증 또는 비대증(BPH)을 치료를 위한 절제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어된 열을 
전달하는 방법 및 장치(14)에 관한 것이다. 본 방법 및 장치(14)에 따르면, 에너지는 둘러싸인 조직에 손
상을 입히지 않고 조직이 절제되도록 하는 상기 방식으로 치료된 조직 매스(6)안으로 직접 이동된다. 요
도(2) 또는 주위 매스 또는 인접한 기관(6)을 포함한 많은 주위 영역중의 어떠한 하나라도 소정의 안정한 
온도 한계를 초과할 때  자동정지된다. 결정된 시간동안 유지된 라디오파 에너지의 일정한 적용은 짧은 
회복 시간에 BPH의 고통을 빠르게 덜어주면서 전기-외과적 및 다른 외과적 수술을 피하는 안정한 절차를 
제공한다. 이러한 절차는 입원 또는 외과수술을 요하지 않고 진찰실에서만으로도 성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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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BPH 절제 방법 및 절제 장치

[기술의 분야]

본 발명은 양성 전립선 증식증 또는 비대증(BPH)치료를 위한 절제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어된 열을 전달
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제어된 열을 장치에 의해 관통되는 조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
법 및 장치가 본 발명의 참고문헌인 계류중인 출원들에 기재되어 있다. [미합중국특허출원 제 07/929,638 
호 (1992년 8월 12일)및 제 08/929,370 호 (1993년 2월 2일)]. 

[기술의 배경]

세포 조직의 치료에는 대개 의학용 기구를 사용하여 표적 조직과 중간의 조직 모두를 실질적인 외상에 이
르기까지 외과적으로 수술함으로써 표적 조직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요하는 것이 보통이다. 중요한 신체 
기관, 신경 또는 기타 기관들과 같은 신체내 표적 조직의 위치나 표적 조직의 주변부가 쉽게 손상되므로, 
치료용 프로브의 정밀한 정위는 어렵다. 

예를 들어, 양성 전립선 증식증 또는 비대증(BPH)은 50세 이상의 남성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의학적 문제
중의 하나이다. 전립선 증식증에 기인한 요도 협착증상은 의료 최초일부터 발견된다. 전립선의 비후성 확
대증은 요도를 압박하여 요도협착을 야기하고, 그 다음으로 빈뇨증, 뇨량의 감소, 야뇨증, 통증, 불안 및 
실뇨증(dribbling)를 포함한 증상이 초래된다. BPH와 노화가 결부되는 것은 50세 이상의 경우 50%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도협착 증상은 
상기 연령군의 약 65% 가 비후성 확장증일 경우에 65내지 75세의 연령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현재, BPH를 수술에 의하지 않고서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또한, 수술에 의한 방법도 완
전하게 만족스럽지는 않다. 현재, 상기 질병에 의한 요도협착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증상을 지속적으
로 대처해나가거나(즉, 지속적인 대처), 초기 단계에서 약물치료를 하거나, 수술 요법을 택하는 방법중에
서 선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만 연간 30,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전립선 조직의 절제수술을 받고 있다. 이
것은 임상적으로 드러난 증상을 가진 환자의 5% 이하이다. 

상기 BPH환자들은 성인인 경우가 많고, 수술 방법의 위험이 증가되는 추가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도 하
다. 전립선 조직 제거수술의 방법은 마취와 관련된 병의 발생, 뇌출혈, 혈액응고증, 폐색전증, 및 전해질 
불균형증 등의 많은 위험요소와 결부되어 있다. 현재 사용되는 상기의 방법들은 심장 합병증, 방광 천공, 
뇨실금, 감염, 요도 또는 방광 경부의 경색, 전립선 칩의 유지, 퇴행성 사출 및 생식력 결실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뇨에 관련된 장애병리의 현행 치료방법의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
은 그 상태의 유한한 치료를 지연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심한 결과를 수반하는 것은 아닐지라
도  전립선에  있어서의  장애  병소에  대하여  2차적인  구조에  대한  심각한  손상(방광비대증, 수견증
(hydroneophrosis), 신장 골반의 팽대증, 급성 감염증, 요도 팽대증,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그
럼으로써 명백한 수술장애에 대하여 심한 증상을 가지는 매우 많은 수의 환자들은 수술상의 위험에 대하
여 취약해지고 전립선 절제수술에 있어서의 취약한 후보이다. 또한, 불임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을 원치 
않는 젊은 BPH환자들은 수술에 의한 제거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BPH치료를 위한 개선된 수술 
및 비-수술적 방법의 필요성, 중요성 및 가치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고주파 전류가 특히 피가 나지 않는 절개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수술부위가 외과용 메스에 의해 접근하지 
않으며, 식도, 장 또는 요도와 같은 신체내 구멍을 통해 얇은 장치의 접근이 있는 경우와 같이 사람의 조
직을 절삭하는 전기적 과정에 사용된다. 실시예는 전립선종, 방광 종양 또는 장 폴립의 제거를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 고주파의 전류가 절삭되는 조직으로 외과수술용 프로브에 의해 공급된다. 생성되는 방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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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지점에서 세포를 끓이고 증발시킬 수 있으며, 세포벽이 파괴되고, 조직이 분리된다. 

제위치에서 세포 조직을 파괴시키는 방법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병 및 의학적 상황치료에 단독으로 또
는  수술에  의한  절제방법과  결부되어  사용되어  왔다.  이것은  수술  방법보다는  외상이  적은  경우가 
많았고, 다른 방법이 불안할 경우에만 대안이 없이 사용되어져 왔다. 절개처리장치는 회전유체의 전도 및 
전달력에 의해 급속하게 소산되어 비파괴적 수준까지 저하된 전자기 에너지 및 기타 자연상태의 신체 방
법을 사용하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초음파 및 고에너지(레이저)장치 및 조직파괴적 물질을 사용하여 악성 
양성 및 기타 유형의 세포 및 조직들을 다양한 수술부위 및 기관들로부터 파괴시켜 왔다. 처리된 조직으
로서는 단리된 종양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전립선, 선형 및 스트로마 형 특성의 양성 전립선 비후
증의 기관들이 있다.  상기 장치들은 전형적으로 도관을 통해서 라디오파 전도성 전극이나 마이크로파 안
테나를 치료 지역으로 운반하여 도관 벽을 통해 모든 방향으로 주변의 조직에 에너지를 방사하는 카테테
르 또는 카눌라이다. 심한 외상은 상기 세포 파괴방법 과정동안에 도관벽에 의해 지속상태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장치들은 냉각 장치를 마이크로파 안테나와 결합시켜서 외상을 도관 벽으로 낮추게 한
다. 예를 들어, 상기 장치를 이용하여 전립선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도벽을 통해 주변의 전립선 세포들내
로 열에너지를 전달시킴으로써, 요도의 협착을 일으키는 조직을 제거하게 된다. 전형적으로 레이저로부터
의 광에너지는 요도벽의 버닝-트로우(burning through)에 의해 전립선 조직 표적부에 전달된다. 도관벽의 
건강한 세포 및 노듈과 도관벽 사이의 건강한 세포들은 또한 본 발명의 방법으로 무차별적으로 파괴되고, 
일부의 전립선, 기능을 불필요하게 손상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일부 마이크로파 장치의 추가된 냉각기능은 
장치 자체를 복잡하게 만들고, 상기 냉각장치에 맞추어 전체 장치 자체를 충분히 대형화시킬 필요성을 요
하게 한다. 

의학적 목적으로 특정 조직용 액체를 사용하는 것은 중간의 조직에 외상을 입히지 않고서 전달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특정  표적조직에  국한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의  관건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국부화 화학요법, 약물 융합, 콜라겐의 주사, 또는 후에 광선, 열 또는 화학물질에 의해 활성화시
키게 되는 작용제의 주사는 유체 공급용 카테테르 개구부를 특정의 표적조직에 용이하고 정확하게 위치시
킬 수 있는 본 발명의 장치에 의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중간조직에 영향을 미치거나 실질적으로 가열시키지 않고 제어된 열을 중간 조직을 지
나 표적 조직으로 전달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표적 조직은 조직 파괴와 같은 의학적 작용
을  위해  선택된다.  파괴는  외상을  최소화하고,  더  큰  의학적  이점을  얻기  위하여  소정의  위치로 
제한된다. 

본 발명의 다른 주 목적중의 하나는 주변 조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치료 에너지를 표적 조직으
로 전달함으로써 신체 조직을 정확히 파괴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주변 환경이 소정의 온도를 초과할 때 정지되도록 자동적으로 제어되는 열적 파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표적 조직에 대해 인접해 있는 조직내의 온도를 제어하고 부가된 에너지가 전
립선 주변에서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상기 전립선내의 주변의 어떠한 신경 시스템에도  작용되지 않도
록 하는  전력 전달 매개변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정의 시간동안 특정 전력 범위내로 제한되고 특정 주
파수 범위내로 제한된 전력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소정의 주파수 범위 및 소정의 전압 범위에서 소정 시간동안 카테테르를 통해 
전달되는 RF전력의 적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용된 카테테르의 유형은 안쪽벽에 적어도 하나의 탐침을 
가지는 탐침 가이드 하우징을 갖는 프로브, 및 소정의 각도에서 탐침구멍을 통과하고 중간 조직을 통과하
여 표적 조직안으로 바깥쪽으로 가요성 탐침이 향해 있는 가이드 장치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각 센서가 온도의 디스플레이를 나타내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가요성 탐침 및 근접하여 
부착된 열적 센서를 사용하여  카테테르의 프로브 단부 주변의 온도를 감시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임의의  센서의 온도가 각 센서에 대한 각 소정의 최대 값을 초과하는 경우 
RF전력의 차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또한 신체의 인접한 부분에서 RF전력의 적용 효과를 감시하는데 사용하는 부가적인 센
서를 가지는 온도 측정 기구를 환자신체 인접 기관내에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람 신체의 일반적인 임피던스에 기초하여  칼리브레이션된 전력 전달을 토대로 
한 전압 전달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립선 영역에 인접한 신체 기관내에, 그리고 RF전압을 전달하는 카테테르의 주변
내에 안전 온도한계에 기초하는 자동스위치 오프 설비를 가지는 소정의 시간 간격동안 제어된  RF전력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방법의 바람직한 구체예에 따른 카테테르 전달 전력과 전립선 프로브 및 카테테르의 
정위를 보여주는 하부 남성 하부의 해부도의 단면도이다. 

제2a도는 본 발명의 전력 적용을 이용한 RF절제 카테테르의 2개의 탐침 구체예의 상면도이다. 

제2b도는 제2a도의 각각의 탐침을 커버링하는 비전도성 슬리이브의 측면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의 방법의 전달 시스템에 대한 전력 공급의 개략도이다. 

제4도는 본 발명의 전력 전달 시스템의 전면 패널의 조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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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의 방식]

본 발명의 방법은 처리 또는 파괴를 위해 정밀하고 제어된 RF에너지를 표적화된 조직으로 전달한다. 발생
된 전력은, 카테테르 통구로부터 정상조직을 통과하여 표적 조직으로 전달되기에 적합한 고체 또한 중공 
프로브를 포함하는 탐침을 제공하는 카테테르에 의해 전달된다. 

통상적으로 탐침은 계류중인 특허 출원 간행물 제 07/929, 638호 및 제 08/012, 370호에 기재되어 있는 
유형이다. 탐침은 조직통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얇은 도선 또는 로드로 이상될 
수 있거나 또는 얇은 중공 튜브 또는 이동 물질 또는 도입 유체를 위한 세로방향 루우멘을 갖는 다른 형
일 수 있다. 탐침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조직을 통하여 표적 부위로 밀렸을 때 날카롭고 저
항력이 감소된 형태로 형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탐침은 라디오파 전도성 전극으로서 고안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신체 곳곳에 걸쳐 의학적으로 표적화된 조직의 세포를 파괴하기 위한 의학적 치료의 정
확도 및 조절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세포는 특정 신체 기관의 내부 또한 외부에 있을 수 있다. 특히 구체
적으로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BPH)치료에 유용한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그리고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장치 및 이것의 사용은 BPH와 관련하여  특별히 설계된 것이다.  상기의 장
치 및 방법이 경피 또는 내관법 카테테르에 의해 접근할 수 있고 전립선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어떠한 다
른 신체 공동 또는 조직 위치 및 신체 조직을 파괴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자들은 
쉽게  인지할  것이다.  상기  모든  기관  및  조직으로의  장치  및  방법의  적용은  본  발명의  범위내에 
포함된다. 

BPH는 전립선에서의 세포의 양성 복제 및 성장에서 발생하여 전립선요도의 개방을 억제하고 전립선을 확
장시키는 선 및 간질 결절을 형성하는 질환이다. 선결절은 주로 전이 영역내에 모여있고, 간질 결절은 요
도주위지역내에 모여있다. 이 질환의 통상적 치료는 전체 전립선의 수술상의 제거, 선종 지두 제거 뿐만 
아니라, 조직을 제거하고 통로를 넓히기 위한 요도관 및 전립선의 경요도 절제를 포함한다. 후자의 방법
과 관련된 심각한 합병증중 하나는 원성(iatrogenic)불임증이다. 더욱 최근에는, 레이저 치료로 조직을 
제거하여 신체 유체의 손실 및 출혈을 제한시켜 왔다. 요도의 직경을 넓히기 위해 열의 존재 및 부재하에
서 발룬(ballon)을 요도내에서 팽창시켰으나,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이크로파 치료법은 전립선 요도내에 마이크로파 안테나를 설치하고 요도를 둘러싸는 조직내에서 마이크
로파장으로 열을 발생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제공되어왔다. 때때로 요도 벽의 온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카
테테르간내에 냉각제가 공급된다. 이것은 더 먼 전립선 조직내에 열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즉시 인접 조직
을 냉각시키기 위한 복잡한 메카니즘을 필요로한다. 이 기술은 마이크로파 고온증과 유사하다. 유사하기
로 요도내에 위치시킨 전극을 이용한 고주파 조직 파괴는 요도 벽이 파괴 온도에 필연적으로 노출 되어야
만 하기 때문에 그 적용성이 제한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온설정이 요도를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
고, 어떠한 유용한 효과를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처리 시간이, 예컨대 에너지 적용 후 3시간이하로 매
우 짧을 정도로 저온이어야 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 있어서, 요도는 전립선에 접근하여, 파괴되어야 하는 노듈 또는 조직내에 
직접적으로 RF탐침을 배치하는데 사용된다. 요도로부터 표적 조직으로 연장되는 탐침 도체의 일부는 RF전
류에의 슬리이브에 인접한 조직의 노출을 방지하는 세로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는 슬리이브내에 둘러 싸여 
있다. 따라서, 절제성 파괴는 파괴, 즉 협착을 야기시키는 표적화된 조직에 제한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전극 탐침에 전력을 전달하는 방법은 전력 범위 및 주파수 범위내에서 제어되고, 주변 조직의 완전
한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 탐침에 근접하게 위치한 온도 감지기류에 의해 제한된다. 이것은 어떠한 하
나의 센서의 감지온도가 치료되는 영역에 대한 소정의 안전 온도를 초과할 때 시스템에 대한 RF에너지가 
자동차단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방법은 또한 증가된 기관 온도에 기인한 인접 신체 기관의 손상
을 피하기 위해 치료중인 조직에 인접한 신체 기관에 근접하게 배치된 추가의 감지기를 이용한 자동 전력 
차단을 특징으로 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에 따라 발생되고  전달되는 치료된 조직에 대해 제어된 에너지를 적용시
키기 위한 통상적 장치의 사용동안의 남성 하부 해부도의 개략적 단면도이다. 요도(2)는 방광(4)으로부터 
전립선(6) 및 비뇨생식기 횡경막(8)을 지나 연장된다. BPH는 전립선의 양성 선 및 간질 세포의 증식에 의
해 일차적으로 야기된 일부 전립선 요도의 파괴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노듈은 요도의 벽을 
압박하여 요도 직경을 안쪽으로 제한하고 정상 조직을 압박하여  전립선을 바깥쪽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통상적 치료, 즉 전립선의 빠른 제거는, 전제 또는 레이저 조직 파괴 또는 요도를 둘러싼 조직의 세포 손
상을 야기하는 온도로의 가열 및 확장에 의해 루우멘을 확대시키기 위한 요도로부터의 조직의 제거를 포
함한다. 후자의 방법은 전립선의 확대 또는 팽창을 감소시키고, 요도경로를 그 이전의 직경의 최소한 일
부로 되돌려 놓기 위한 것이다. 

탐침 가이드(16)가 장착된 카테테르(14)는 요도를 통하여 아래로 전립선안으로 이동된다. 가이드(16)의 
위치는, 예를 들어 항문구(22)를 통하여 전립선에 인접한 직장(20)으로 삽입된 통상적인 초음파 변환기
(18)로부터 인지된 신호에서 얻어지는 초음파 상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제어된다. 가이드는 탐침(17)이 초
음파 영상하에서 정확한 위치로 용이하게 배치되게 해준다. 가이드(18)는 또한 장 지역내에서, 후에 기술
될 가열 조직으로부터의 모든 영향을 감지하기 위한 감지기(37, 38 및 39)를 함유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감지기(37, 38 및 39)는 카테테르(14) 및 탐침 가이드(16)가 배치된 이후 그리고 초음파 프
로브의 제거후, 직장 영역안으로 배치된 분리 기구의 일부일 수 있다. 제1도는 절제되어야 할 조직을 대
표하는 조직 영역(170)으로 관통되는 단부를 갖는 탐침(306)이 있는 2개의 탐침(306 및 308)을 도식화한 
것이다. 

제2a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장치 및 방법으로부터 전력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제1도의 절제 카테테르
의 2개 탐침의 구체예의 상면도이다. 핸들(302)에 부착되어 있는  가요성 카테테르(300)는 2개의 탐침
(306) 및 308)을 갖는 말단 탐침 가이드(304)를 갖는다. 핸들은 탐침 슬리이브 캡(356) 및 전극 캡(354)
을 갖는다. 핸들은 또한 이후에 상세하게 논의되는 RF전력접속기(303)에 연결된다. 또한 보이는 바와 같
이 접속기는 열접속기(307)를 위한 것이다. 핸들(302)로부터 탐침 가이드(304)로 이어진 카테테르(300)의 
일부는 임의적으로 분도 강성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테테르는 핸들부근에서 더 경직되고 끝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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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 휘어질 수 있거나 또는 요구되는 어떠한 다른 강성프로필이 있도록 고안될 수 있다. 카테테르는 외
부의 가요성슬리이브 및 내부의 홈이 난 스테인레스 강 튜브로 구조될 수 있다. [1991년 8월 11일에 제출
된 출원 간행물 제 790, 648]. 이것은 또한 외부 슬리이브가 묶여있는 코일 또는 편조 도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2a도의 탐침은 1993년 2월 2일자 출원된 계류중인 간행물 제 08/012, 370호에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전력 전달 방법은 제3도에 도시된 전력 공급 전달 시스템으로 가능해진다. 

표지화된 블록(210)은 제1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센서(37, 38 및 39)를 갖는 변환기 프로브(18)및 삽입된 
탐침 가이드(16)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연결되는 것을 보여준다. 탐침 가이드(16)는 2개의 탐침을 가지고 
있고, 각 탐침 근처에는 센서(241 및 243)가 부착되어 있다. 바람직한 구체예에 있어서, 더욱 구체적으로
는, 제2a도에 예시된 탐침(306 및 308)은 각각 제2b도에 예시된 것과 같은 비-전도성 슬리이브를 포함한
다. 이러한 비-전도성 슬리브는 계류중인 출원 제 08/012, 370호에서 상세히 논의되어 진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비 전도성 슬리이브는 끝이 점점 가늘어지는 선도 팁(262)및 경질의 인접부(264)를 갖는다. 
비-전도성 슬리이브(202)의 중심부 또는 내부 루우멘(274)은 탐침(306 및 308)을 수용한다.  온도 센서 
(241)는 팁위에 배치되어 있다.  제3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탑재(243)는 다른 하나의 탐침과 유사하며, 
센서(241)의 배치와 동일할 것이다. 탐침 가이드중의 3번째 센서는 표지화(242)되어 있으며, 표면 근처의 
가이드 내부의 배치와 유사하다. 탐침 가이드는 3개의 센서(241-243)로 예시되며, 이 센서는 온도신호를 
각각의 분리장치(231-233)를 통하여 전달하여 각 위치(221, 222 및 223)에서의 온도를 측정하게 된다.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결정 발진기(102)및 변환기 회로(104)로  RF전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탐침(306 
및 308)이 가열된다. 본 발명에 따른 구체예에 따르면, 결정 발진기는 탐침 가이드, 및 더욱 구체적으로 
탐침(306 및 308)에 별도로 482KHz의 RF전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변환기회로는 칼리브레이션되어 100
Ω임피던스를 갖는다. 이 임피던스는 전형적으로 환자의 요도중의 탐침의 정위중에서 예상된 측정치의 중
간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제3도의 회로의 실제 작동에서, 상기 임피던스는 칼리브레이션 임피
던스로부터 변화하고, 이것은 회로 (204)에 의해서 측정된다. RF에너지의 전달은 단극이므로, 회로를 완
성시키기 위해 각 환자는 상이한중성 전극(206)을 가져야만 된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전극은 큰 패치로 
되어있고 환자의 등에 부착해 유지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 따르면, 변환기 회로는 고립된 조직 절체를 위한 변환기 회로의 보통 적용 범위가 BPH
에서 5내지 7W로 전형적으로는 3분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16W을 낼 수 있다. 

작동기 세팅, 빈도 및 최대 전력은 별도로 하고, 회로의 작동 한계는 탐침 가이드(16)와 연관된 센서
(241, 242 및 243) 및 직장 프로브(18)와 연관된 센서(37, 38 및 39)에 의해서 결정된다. 센서(241, 242 
및 243과 37, 38 및 39)로부터의 출력 처리는 분리장치(231-236)및 각각의 온도 측정기(221-226)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동일하다. 바람직한 구체예중의 1500볼트의 분리회로를 포함하는 분리장치(231-236)는 브
루-브라운(Burr-Brown) 분리장치 ISO 122JP이다. 분리장치(231-236)로부터의 출력은 냉접점 보강기(271-
276)를 통하여 온도 측정(221-226)회로 및 온도 차단 회로(211-216)로 공급된다. 각 분리장치(231-236)는 
온도 측정 장치(221-226)와 같이 동일하다. 각 냉접점 보강기 구조물(271-276)은 절대 온도를 측정하여 
℃로 읽는다. 회로가 각 온도 차단 회로 (211-216)와 동일하다고 해도, 각각의 상기 차단 회로는 서로 다
른 온도 한계를 갖거나 서로 다른 한계를 가질 것이다. 파괴 된 조직 환경 및 인접한 기관내의 과도가열
에 대한 생리학적인 평가를 기초로하여, 하기 한계가 환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설정되어 졌다. 회로(211 
및 212)에 대한 센서 차단은 센서(241 및 243)에 상응하며, 차단을 위해 90℃로 설정된다. 예시적으로, 
60℃온도는 조직 단백질을 상이탈시켜 조직을 파괴하기에 충분하다. 센서(242)에 의해 검출된 가이드(1
6)의 온도는 차단회로(213)에 의해 45℃온도로 설정된다. 이것은 요도에 가이드를 배치해도 아무런 해를 
미치지  않음을  보증한다.  바꿔  말하면,  요도내  물질은  온도가  45℃이하로  유지되면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차단 회로중 어떠한 1개가 작동된다면, 어떠한 작동기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된다. 이와 같이, 만일 센서(241 또는 243)가 90℃에 도달하거나 
센서 (242)가 45℃에 도달한다면, 장치는 정지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형적으로 직장 프로브(18)에 위치되는 센서(37, 38 및 39)는 인접한 기관 손상을 방
어하고, 특히 장의 과열을 방어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 따르면, 상기의 온도 설정은 각 센서(37, 38 및 
39)에 대해 40℃로 설정된다. 40℃는 인체의 정상온도(37. 5℃)보다 약간 높은 온도이다. 이와 같이, 어
떠한 센서(37, 38 및 39)가 소정의 차단 한계를 초과하면, 탐침(306 및 308)으로 전력을 전달하는 전체 
작동은 정지된다. 

또한, 제3도에서는 생리학적 고려에 기초하여 에너지 전달시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의 펄스화된 출
력을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반복속도 조정기(245)를 보여준다. 이러한 에너지의 펄스 출력 전달은 
전자 펄스로 에너지 적용사이의 시간 간격을 조정하는 능력을 제공하여 에너지를 격발시켜 단시간 적용할 
경우, 어떤 온도 센서도 소정의 값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탐침에 인접한 병소에 대해 선택된 조직 부피중
의 세포를 죽이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러한 에너지 스파이크를 적용한 후에, 다음 스파이크까
지의 간격은 전체에너지 적용이 인접한 조직 영역 또는 인접한 기관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 펄스의 적용은 단시간에 국부적인 파괴효과를 가지는 에너지 스파이크를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소정의 시간동안 총괄전체 에너지를 제한하여 바람직한 손상 부피이상의 조직 및 다른 
인체 장기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스파이크는 제어된 단 시간동안 적용되고, 제어
된 최대 수준을 가져, 예를 들면 전체에너지의 총괄 사이클이 3분이면, 전체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적용된 
에너지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일 것이며, 그 에너지는 어떠한 온도 센서의 차단 스위치도 자극하지 않도록 
계산된다. 

전자 펄스는,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면, 매우 국부적으로 표적화된 영역중의 세포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괴
하면서, 여전히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의 안전성을 유지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센서의 온도한계를 초
과하지 않는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적용된 전체 에너지가 연속적 작동중에 적용되는 에너지의 이하
이기 때문이다. 

전자 펄스의 적용은 모니터상에 관측된 온도를 기초로하여 수동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작동
기는 온도가 차단 한계에 도달하는 것을 관측하여 에너지 적용을 중단하고, 냉각이 일어나면 다시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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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재적용시킨다. 다른 방법으로, 특정 세포영역을 파괴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스파이크에 의해 제
어되는 미리설정된 매개변수 및 연속적으로 온도의 증감속도의 전자 모니터링을 기초로 전자적으로 감시
할 수 있다. 이러한 생리학적인 고려를 기초로 수동적으로 및 전자적으로 달성된 전자 펄스 단계는 환자
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각 온도 차단 스위치는 탐침의 조직에 인접한 온도 센서 또는 요도내 
카테테르 가이드 또는 인접한 인체 기관의 온도 센서중 하나가 미리 설정된 그것의 안전 온도를 초과한다
면 여전히 자동적으로 전체 전력 공급을 차단시킬 수 있다. 수동적으로 또는 전자 생리학적인 구조를 통
하여 달성된 전자펄스는 펄스 반복 속도 조정기(245)를 통하여 주변 조직 또는 인접한 인체 기관에 역효
과를 주지 않으면서 표적 매스 조직의 파괴 효율을 최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른 전력 전달 시스템의 작동은 제3도와 작동 시스템의 바람직한 구체예의 전면 패널
을 나타내는 제4도에서 논의될 것이다. 제3도 및 제4도와의 관계에 있어, 제3도에서 표지화된 (A-1)의 다
양한 측정에서 나온 출력은 제4도의 전력 공급의 전면 패널내 디스플레이(A-1)와 관련된 것이다. 디스플
레이(A)는 공급 및 특히 변환기 회로(104)에 의해 전달되는 작동기에 의해서 설정되는 전력을 나타낸다. 
디스플레이(B)는 실제로 전달되는 전력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이다.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전력 공급은 
칼리브레이션되어 100Ω의 임피던스 부하를 갖게 된다. 100Ω의 임피던스와 특수 환자사이의 변화는 디스
플레이(A)로 설정되는 전력 및 실제로 회로(203)에 의해 전달되고 측정되며, 디스플레이(B)에 나타나는 
전력 사이의 약간의 변화를 유발시킨다. 회로의 완성을 검출하기 위해서, 임프던스 측정(204)은 장치 전
면상의 디스플레이 패널(C)에 임피던스를 적용시킨다. 온도 측정 기기(221-226)와 연관된 남아있는 디스
플레이(D-1)는 탐침가이드(16)로부터의 센서(241-243) 및 프로브(18)로부터의 센서(37-39)의 각각의 온도
를 전면 패널상의 디스플레이에 제공한다. 제4도의 전면 패널상의 적당한 표지화는 어떤 센서가 감시되는
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온도 작동기에 의한 모니터링은 상기 지적한 작동기에 의한 작용에 관
계없이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차단 회로(211-216)의 작동에 무관하다는 것이 강조되야 한다. 
센서의 온도가 차단 한계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 어떤 추가의 재개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바람직한 구체예에 있어서, 접속기(47 및 48)는 전력을 탐침으로 전달하기 위한 출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접속기(47)와 여러 가지 프로브를 부착시킬 뿐만 아니라 3가지 센서(241, 242 및 243)로부터 온도신호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 접속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분리 접속기(48)는 센서(37, 38 및 39)로부터 전달
된 온도를 감지한다. 

탐침 가이드와 관련된 3가지 센서 및 직장 프로브(18)와 관련된 3가지 센서가 예시되어 있을지라도, 추가
의 센서 또는 상이하게 위치된 센서가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의 온도로 결과되는 생리학적 함축의 인식으
로 설명되는 온도 차단 한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또는 바람직한 구체예에따르면, 센서(37 내지 39 및 241 내지 243)는 다른 형태의 온도 센서가 보강될 수 
있는 열전기쌍이다. 

제3도 및 4도의 바람직한 구체예에 의해 전달된 RF에너지 주파수는 상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482 KHz의 주
파수이다. 다른 주파수는 특히 신경계 또는 전류 경로중의 어떠한 민감성 기관에 대한 신체내의 어떠한 
생리적 변화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파수로 결정되는 범위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함에 있어, 주파수 범위는 신호의 주파수만을 토대로된 손상을 피하도록 250 KHz 이상으로부터 연장
된다. 당연히 피해야 될 다른 손상은 고압 및 큰 전력의 적용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피해야만 되는 것
은 심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큰 전력 서지(surge)이다. 이러한 큰 전력 서지는 특정 임피던스가 조직 
파괴의 결과로서 상당히 변경될 때 일렉트로서지로 쉽게 발생될 수 있다. 상기 임피던스의 빠른 변화는 
극도의 고압을 유발시켜서 인접한 신경계 요소및 이웃하는 기관기능에 심한손상을 입혀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발기부진을 일으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전력 전달은 임피던스 수준의 격렬한 변화를 피하고, 특히 회로의 임피던스중의 어떤 상당한 
변경도 없이 일정 에너지의 연속적인 전달을 토대로된 전기의 서지를 피한다. 

반복 조정으로 이미 논의된 펄싱 조작에 의해 제공된 대체적인 구체예에 있어서, 어떠한 상당 시간의 기
간을 통한 총 에너지는 실질적으로 일정하고 임피던스 수준은 어떠한 신뢰성 피드백 조절없이  일렉트로
서지 조작동안에 가끔 발생되는 임피던스의 파손에 의해 발생된 굉장히 높은 에너지 피크를 갖는 일렉트
로서지와는 반대로 상당히 일정하다.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치료가 요구되는 면적에 있어서의 조직 절제는 인접된 건강한 조직상 및 인접된 
신경계 요소 및 신체 기관상의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낮은 전력의 탐침,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에너지에 
의한 정확한 적용으로 이루어진다. 

DPH치료를 목적으로, 제3도 및 4도의 전력 전달 장치를 사용한 치료 방법은 3분동안 5내지 7W의 에너지 
수준을 적용시키고, 후속으로 탐침 또는 탐침들을 다른 치료 영역에 재위치시키고 똑같은 범위의 에너지
로 추가로 3분동안재적용되는 조작기를 포함한다. 수 많은 적용이 절제될 조직의 크기 및 위치에 의해 결
정된다. 각각의 조작동안에, 온도 차단 한계 회로는 치료되는 조직 뿐만 아니라 요도에 거의 인접한 환경 
및 어떠한 인접한 기관의 조절을 보증하는 온도 한계 및 온도가 기대밖으로 상승됨으로 인하여 필수적으
로 보호될 수 있다. 온도 상승과 관련하여 인접 기관은 센서(37, 38 및 39)와 관련된 온도 차단 한계에 
의해 보호된다. 

명확하게는, 본 발명의 다양한 추가의 변경 및 변형이 상기 기술의 관점에서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범위의 범위에서 벗어남이 없이 상당히 변경및 변형될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방광의 기저부내로 연장되는 요도벽과 요도벽을 둘러싸는 조직이 있는 전립선으로 형성된 요도와 기저부
가 있는 방광을 지닌 사람 남성을 치료하는 장치로서, 근위 및 원위 말단부를 구비하고 있고 요도안으로 
도입될 수 있는 크기를 가지며 근위 말단부로부터 원위 말단부까지 연장되는 경로를 구비한 기다란 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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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상기 기다란 탐침 부재의 근위 말단부로부터 원위말단부까지 연장되는 경로에 배치된 1개 이상의 
스타일레트(stylet), 상기 기다란 탐침 부재의 근위 말단부에 고정된 핸들수단, 상기 핸들수단에 의해 지
지되고 스타일레트에 고정되어 스타일레트의 원위 말단부를 요도벽을 거쳐 전립선 조직내로 전진시키는 
수단, 고주파 에너지를 스타일레트에 전달하며 충분한 고주파 에너지가 전립선에 전달되어 전립선중의 조
직이 절제될 때 고주파 전력이 스타일레트에 인가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고주파 전원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고주파 전원이 16W이하의 고주파 전력을 전달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고주파 전력이 3분 이상의 시간 동안 5-7W범위의 전력으로 전달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스타일레트가 고주파 전도성 전극과 고주파 전극상에 동축으로 구비된 전열 슬리브를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절연 슬리브가 절연 슬리브의 원위 말단부에서 지지된 원위 말단부 제 1온도 감지 수단
을 지니며, 전력 공급수단이 온도 감지 수단에 의해 측정된 온도가 90℃를 초과할 때 고주파 전극에 고주
파 전력이 인가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수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기다란 탐침 부재에 의해 지지되고 제 1온도 감지 수단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제 2온도 
감지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며, 고주파 전력 공급 수단이 제 2온도 감지 수단에서의 온도가 45℃를 초과할 
때 고주파 전극에 고주파 전력이 인가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수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고주파 전력 공급 수단이 온도, 시간 및 임피던스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에 
따라 전력이 인가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수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사람이 직장을 지니고 있으며, 온도 매개변수가 직장에 위치된 온도 센서에 의해 제공됨
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기다란 탐침 부재에 의해 지니된 제1 및 제2온도 센서는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제1온도 
센서가 요도벽의 한면상에서 전립선 조직내에 위치되고, 상기 제2온도 센서가 요도벽의 다른 면상에 위치
하고, 온도 매개변수가 제1 및 제2온도 센서중 어느 한 센서에 의해 제공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고주파 전력 공급 수단이 실질적으로 일정한 증가 및 감소 전력 수준으로 고주파 전력을 
전달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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