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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포유동물 조직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생합성, 이온 수송 등)의 수행을 위해 대사 에<1>
너지(예, ATP 및 포스포크레아틴)의 연속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체조직에 의해 이용되는 주요 
에너지원은 산소와 함께 혈류에 의해 수송되는 글루코오스이다(도 1A). 산소 및 글루코오스는 혈관 구획
으로부터 세포 외 공간을 통해 세포로 흘러간다.  O2 분자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위치한 호흡 사슬내에

서 말단 전자 수용체로서 작용한다. 정상적인 O2 공급하에서, CO2 및 H2 O로 분해되는 글루코오스의 복잡한 

효소 공정은 2개의 주요 단계로 분리되는데, 즉 혐기적 단계(O2에 비의존적임) 및 이어서 미토콘드리아에

서 일어나는 호기적 단계(O2에 의존적임)로 분리된다(도 1B 참조). 조직 에너지 대사에서의 변화는 일시적 

성질을 가질 수 있거나, 영구적일 수 있다. 따라서, 조직 에너지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발생되는 변
화를 실시간 모드로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뇌의 전기적 활성의 어떠한 변화도 정상적인 이온 분배를 회복시키려할 때는 이온 펌프를 가동시<2>
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뇌에 공급되는 O2의 감소(국소빈혈) 또는 증가(과산소증)는 에너지 공급량과 

요구량 간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병적 상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본원에 전체가 참고문헌으로 
포함되어 있는 찬스(Chance) 및 윌리암스(Williams)에 의해 기술된 초창기 문헌[Chance B. and Williams, 
G.R.,  "Respiratory  enzymes  in  oxidative  phosphorylation.  I-Kinetics  of  oxygen  utilization", 
J.Biol.Chem. 217, 383-393, 1955]에는, O2, 기질 및 ADP의 유효성에 따라 단리된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수 

개의 대사 상태가 규정되어 있다. "휴지 상태"인 상태 4는 높은 O2 및 기질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이때 제

한 인자는 ADP이었다. 활성 상태인 상태 3은 휴지 상태의 미토콘드리아에 ADP를 첨가함으로써 유도될 수 
있다. ADP를 첨가하는 경우 미토콘드리아내에서 더 많은 ATP가 형성될 것이고, 여러 전자 담체가 산화될 
것이다. O2 소비가 증가되는 동안에 활성상태인 상태 3의 경우에, 대뇌 혈류량은 증가된 O2 소비를 보충하

기  위해  증가할  것이다[참조:  Mayevsky,  A.  and  Weiss,  H.R.,  Cerebral  blood  flow  and  oxygen 
consumption in cortical spreading depression, J.CBF and Metabol. 11.829-836(1991), 본원에 전체가 
참고 문헌으로 포함되어 있음]. 상태 4의 경우에는, 니코틴 아데닌 디누클레오티드(NADH)의 99%가 환원형
태일 것이지만, 상태 3의 경우에는, NADH의 약 50%만이 산화될 것이다. 체내의 "휴지" 뇌는 상태 4와 상
태 3  사이일 것이다[참조: Mayevsky,  A.,  Brain  energy  metabolism  of  the  conscious  rat  exposed  to 
various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situations, Brain Res. 113:327-338 (1976), 본원에 전체가 참
고 문헌으로 포함되어 있음].

동일한 조직의 미소순환에서는 세포 구획의 에너지 대사와 혈류량 간에 직접적 커플링이 존재한<3>
다. 정상 조직에서는, O2 공급량의 어떠한 변화(감소 또는 증가)도 혈류량의 변화(각각, 증가 또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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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보충될 것이다. 이러한 메카니즘에 의해, O2 공급량은 O2 소비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 일정하

게 유지될 것이다. O2 소비가 이온 펌핑 활동의 가동 또는 생합성에 의해 촉진되는 경우에, 더 많은 O2를 

공급하기 위해 혈류가 촉진될 것이다(도 1B 참조).

혈류량 및 부피(즉, 혈관내 속도 및 적혈구 농도)의 변화는 겉보기 에너지 상태를 변화시킬 수 <4>
있다(도 1A 참조). 미소순환 혈류(MBF)에 의한 혈액 공급량 또는 니코틴 아데닌 디누클레오티드(NADH)의 
미토콘드리아 산화환원 상태는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알려져 있다. 이것은 저산소증, 국소빈혈 
또는 뇌 자극과 같은 병리학적 사건(간질 활성 또는 확산 저하)에 대한 많은 불명확한 반응으로 인해 신
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뇌의 CBF에 대한 국소 빈혈의 효과는 부분적인 또는 완전한 국소 빈혈이 일측성 또는 양측성 경<5>
동맥  폐색에  의해  유도될  수  있는  몽고산  게르빌루스쥐(gerbil)에서  시험되었다[참조:  Mayevsky,  A. 
Level  of  ischemia  and  brain  functions  in  the  Mongolian  gerbil  in  vivo,  Brain  Res.,  524:  1-9 
(1990), 본원에 전체가 참고문헌으로 포함되어 있음]. 38개의 폐색(일측성 또는 양측성)은 28마리로 이루
어진 게르빌루스쥐 군에서 수행되었다. 레이저 도플러(Laser Doppler)유량계에 의해 평가된 국소빈혈 수
준은 NADH 산화환원 상태의 미토콘드리아내 변화와 비교되었다. 2개의 변수는 0 내지 100%로 표준화되었
고,  도  1D에  제시된  결과는  혈류량의  감소(국소빈혈의  증가)  및  NADH  수준의  감소(R=0.73,  p<0.001, 
N=38)간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데이타의 현저한 분산은 2개의 개별 기기를 사용하는 또 다른 결
점을 나타냄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2개의 변수의 사용에 의해 국소빈혈 수준 및 조직 O2 결핍 수준이 정량될 수 있고, 이들 <6>
2개의 변수를 절대 단위(예: 단위 시간 당 ml CBF)로 정량된다. 조직 에너지 상태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
기 위해서는, 동일한 부피의 조직 엘리먼트로부터 MBF 및 NADH 둘 모두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발명은 체조직의 생존성을 모니터링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조직의 기능을 <7>
나타내는 2개 이상의 변수를 측정하고, 상기 정보를 저장하고 복원시킴으로써, 장기간의 모니터링을 가능
하게 하는 장치 또는 기기에 관한 것이다.

더욱 특히, 본 발명은 동일한 부피의 조직 엘리먼트내에서 조직의 기능을 나타내는 변수를 측정<8>
하고(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율을 결정함), 상기 정보를 저장하고 복원시킴으로써, 장기간의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단일 프로브 장치에 관한 것이다.

가장 특히, 조직으로부터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주요한 2개의 변수는 미소순환 혈류량(MBF) 및 미<9>
토콘드리아 산화환원 상태(NADH 형광)인데, 이는 이들이 중요한 조직 생존성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MBF는 레이저 도플러 유량계에 의해 측정되었고, 미토콘드리아 산화환원 상태는 NADH의 산화환
원 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평가되었다[참조: Mayevsky, A., Brain NADH redox state monitored in vivo 
by fiber optic surface fluorometry, Brain Res. Rev. 7: 49-68, (1984), 본원에 전체가 참고문헌으로 
포함되어 있음]. 이들 측정은 적혈구 세포의 특이적인 광학 특성 및 미토콘드리아 효소 활성을 이용하여 
2개의 별도의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수행되었다. 본 발명에서는, 단일 프로브를 2개 이상의 회귀 시그날 
분석기와 함께 사용하여, 동일한 부피의 조직 엘리먼트의 조직 혈류량(MBF) 및 미토콘드리아내 산화환원 
상태(NADH)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것이 제안된다.

배경기술

종래 기술에는 조직의 생존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변수를 모니터링하는 광범위한 장치/기기가 제<10>
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U.S. 특허 제 4,703,758호에는 광선을 방출하는 광원 및 수용된 광을 측정하는 
광검출기를 사용함으로써 혈류량을 모니터링하는데 있어 장치의 용도가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장치는 광
경로내에서 특히 혈류량에 의존하는 투과광의 세기값을 제공한다.

U.S. 특허 제 4,945,896호에는 뇌혈류량을 측정하기 위한 레이저 도플러 플로우 프로브 및 산화<11>
환원 상태(NADH)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로브를 포함하여 뇌의 기능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뇌조직 내부에 이식된 독립 미소전극을 사용하는 다중 프로브 센서의 용도가 기술되어 있다. 상기 
프로브들은 순차적으로 정위될 수 있으며, 즉 동일한 하우징에서 차례로 정위되거나 나란히 함께 정위될 
수 있다.

종래기술에 따른 장치는 주요한 결함을 가진다. 조직 생존성은 한 지점에서 여러 시간별로 측정<12>
되거나 한번에 여러 지점에서 측정된 변수의 다양한 값의 반영만은 아니다. 더 바람직하게는, 혈류량 및 
산화환원 상태(NADH)의 값은 동일한 부피의 조직 엘리먼트에 대해 동시에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조직 생
존성을 결정하는 생화학적 메카니즘은 매우 복잡하여 측정 간의 단시간 편차 또는 측정점 간의 단거리는 
부정확하거나 심지어는 혼동케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UV(366nm)로의 기관 조명은 (440 
내지 480nm에서) 형광을 야기시킨다. 측정된 상기 형광의 세기는 상기 기관의 산화-환원 상태
((NADH)/(NAD) 비율)를 반영한다. 그러나, 측정은 적혈구의 조직내 농도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적혈구의 감소는 형광을 증가시켜서 기관의 진정한 산화환원 상태를 틀리게 지시한다. 그<13>
러므로, U.S. 특허 제 4,449,535호는 UV와 동일한 지점 또는 부위에 적외선 파장(720nm)을 동시에 조명하
고, 440-480nm에서 형광 뿐만 아니라 반사된 적외선 세기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적혈구 농도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전자는 적혈구 세포의 조직내 농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방법은 UV 및 적외선 펄스를 모두 단일점에 집중시키는 것, 한 방향으로는 상기 두 펄스<14>
를 모두 수송하고, 다른 방향으로는 형광 및 반사된 조사선을 수송하는 광섬유, 및 각 파장을 검출하는 
광전자 수신기를 포함한다. 정보의 질은 적외선이 조직에 교란되어 형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및 그와 
반대) 가능성 및 2개의 출력 시그날(예를 들면, 수신기에 의해 포착되는 간섭 반사) 간의 간섭을 방지할 
필요성 모두에 의해 제한된다. NADH 시그날에서 혈액 동력학적 인공물의 교정에 적외선의 사용은 흡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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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서의 차이로 인해 측정값을 부정확하게 만든다.

더욱이, 상이한 조사선이 상이한 정도로 조직을 투과하기 때문에, 두 조사선이 동일 지점 또는 <15>
부위상에 도달한다 해도, 효과에 있어 2가지 상이한 조직 엘리먼트가 프로빙된다. 또한, 2개의 상이한 파
장 및 2개의 상이한 조사선 공급원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히 단일 공급원, 단일 파장을 사용하는 시분
할 방식과 비교하여 반사계 및 형광계 해독과 관련된 상대적인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모니터링의 
사용을 하루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분 또는 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상기 이유로 인해, 정보를 변형시키는 다른 입력 또<16>
는 출력 시그날 간의 각각 가능한 교란 또는 간섭 없이, 2개 이상의 변수를 동시에 동일 조직 부피에서 
조직의 생존성에 대한 형광계 및 반사계간의 시분할 없이 안정한 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일 프로브 장치 또는 기기가 요구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동일한 부피의 조직 엘리먼트내에서, 산화환원 상태(NADH) 및 혈류 속도를 모두 동시에 모니터링<17>
할 수 있는 기기가 단일 조사선 공급원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교란을 야기시키거나 서로를 간섭하는 상
기 측정 없이 제조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산화환원 상태(NADH)와 조직 혈류 속도를 상관시키기 위해서는, 광섬유 다발에 연결된 동일한 부<18>
피의 조직 엘리먼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관측하에 기관으로 그리고 기관으로부터의 광투과를 위해 
Y-형 광 가이드가 사용된다.

조직으로부터의 전체 반사광은 스플리팅되고, 다양한 변수를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된다. 또 다른 <19>
대안은 다양한 부위로부터 광을 모으는 섬유를 스플릿하는 것이나, 상관관계는 한 다발이 모든 시그날에 
대해 사용되는 경우와 같지 않을 것이다. 광 가이드의 구성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본 발명자는 클래딩
을 포함하여 석영 섬유 240 마이크론을 사용하고 있다. 상기 석영 섬유는 다발의 영역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고(패킹 분획), 또한 가요적일 것이다. 섬유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비형광성이거나, 광이 
섬유상에 비치는 경우에 반응해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엘머 컴패니(Elmer Company)에 의해 제조된 크레
이지 접착제(crazy glue)(시아노아크릴레이트 접착제)가 사용된다.

본 발명의 조합된 기기 및 특히 조합된 광섬유 프로브의 배치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기술과 비교<20>
하는 경우, 조직 에너지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에 유리하다.

a. 본 발명의 유니트는 측정을 위해 1 파장 및 1 광원을 이용한다; 즉, 더욱 작은 프로브, 소부<21>
피의 일렉트로닉스, 교란 또는 간섭 가능성 없음, 및 더욱 안정함.

b. 계산된 다양한 변수에 대해 수집된 정보는 동일한 부피의 조직 엘리먼트(수평 및 수직)로부터 <22>
유래된 것이다.

c. 다양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조직의 생존성을 계산하는 기본 수단으로서 작용한다.<23>

본 발명에 따르면, 하기를 포함하는 동일한 부피의 조직 엘리먼트의 산화환원 상태(NADH) 및 혈<24>
류량(MBF)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제공된다:

단일 조사선 공급원(예: 366 또는 324nm);<25>

광을 조직의 도처에 투과시키는 Y형 광 가이드인 하나의 섬유 다발로 구성된 프로브;<26>

(NADH) 결정을 위해 반사광의 적정 부분을 취하고, 혈류속도 결정(MBF)을 위해 나머지를 유도시<27>
키는 광 스플릿터;

형광계 -  적합한 필터(예:  450nm)를 갖춘 광전자증배관(photomultiplier)튜브(photomultiplier <28>
tube);

도플러 분석기 - 적합한 필터를 갖춤(예: 380nm 단);<29>

(임의로) 반사계 - 적합한 필터(예: 366nm 또는 324nm)를 갖춘 광전자증배관 튜브로서, 단일 시<30>
그날-단일 프로브 다중변수 모니터를 구성하거나, 특히 형광계, 반사계 및 도플러 분석기로부터의 아날로
그 시그날을 컴퓨터내에서 디지탈 파일로 전환시키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transducer)를 포함하는 컴
퓨터 기본 전문가 시스템과 조합되어 메타플로우 프로브(Metaflow Probe)(MFP)를 구성함.

상기 장치는 조직의 혈류량(반사계 경유, R) 및 혈류(도플러 분석기 경유, DA)에 대하여 표준화<31>
된 에너지 상태(NADH)(형광계 경유, F)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직 에너지 상태 분석기를 구성
한다.

대안적으로, 단일 프로브 다중변수 모니터링(즉, 메타플로우(Metaflow) 프로브, MFP)은, 2개의 <32>
분리된 백금선 및 하나의 증폭기와 결합하여 연구중에 있는 부피 요소의 영역내의 자발적인 전기피질 활
성(ECoG)을 추가로 모니터링하는데, 상기 시그날은 정량 분석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뇌 생
존력 프로브(Brain Viability Probe)를 구성하는 이러한 결합된 MFP 및 ECoG 2중 시그날은 작업실에서 뇌 
생존력을 평가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은,<33>

유조직압(Parenchymal pressure)(ICP - 두개골내 압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압력 변환기에 연결<34>
되는 섬유 광학 프로브, 또는 또 다른 적합한 프로브;

세포외 K
+
 및 직류 전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위계에 연결되는 K

+
 미니 전극 및 기준 전극;<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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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직인 뇌 온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원격 자기온도계에 연결되는 더어미스터(thermistor);<36>

와 같이 연구하의 부피 요소의 영역내의 기타 변수를 모니터링하는 센서와 뇌 생존력 프로브를 <37>
결합시키는 것인데, 시그날은 비교적 장기간(수시간 내지 2일) 동안 뇌의 기능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뇌 
기능 분석기(Brain Functions Analyzer)를 포함하는 분석용 전문가 시스템에 전달된다.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는:<38>

단일 조사선 공급원; 예를 들어, 수은 램프(366nm) 또는 레이저(He-Cd [324nm]);<39>

광학 섬유로 이루어진 Y-형 광 가이드 프로브;<40>

약 450nm 광 스플릿터 및 필터에서 피크 형성된 형광을 측정하기 위한 형광계; 및<41>

도플리 분석기를 포함한다.<42>

조직 표면으로부터의 (NADH) 모니터링 원리는, 여기상태의 광(366 또는 324nm)이 석영으로 이루<43>
어진 광섬유 다발을 통하여 형광계로부터 조직으로 통과되는 것이다(도 2). 여기상태의 파장에서의 반사
광과 함께 450nm(약 420 내지 480nm)에서 피크 형성된 방사된 형광은 또 다른 섬유 다발을 통하여 형광계
로 전달되고, 형광계로의 유입 전에 80:20 비로 먼저 스플리팅된다.

광의 나머지 20%는 레이저 도플러 유량계를 사용하여 조직 혈류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광이 <44>
적혈구 세포의 이동에 의해 반사될 경우 일어나는 주파수 변화가 상기 측정의 기본이다. 여기상태 광의 
다중 산란 후, 반사광은 광 검출기로 투과된다. 유출 시그날은, 컴퓨터에서 디지탈 파일을 생성시키기 위
해, 특히,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를 포함하는 컴퓨터를 기본으로 하는 전문가 시스템에서 적합한 알고리
듬에 의해 분석된다. 결과는 전체 규모(0-100%)의 백분율로 표시되어 상대 유동 가를 제공한다.

도 3A에서 제시되는 본 발명의 더욱 바람직한 구체예는; 즉, F로부터, R로부터 및 DA로부터의 시<45>
그날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도 2의 도플러 분석기(DA) 및 형광계(F)로의 반사계(R)의 부가를 포함한다.

여기상태 파장에서의 반사광과 함께 450nm(약 420 내지 480nm)에서 피크 형성된 방사 형광은 형<46>
광계로의 유입전에 80:20 비로 먼저 분할되는 또 다른 섬유 다발을 통하여 형광계로 전달된다. 광선은, 
여기상태 파장에서 반사 시그날을 제공하기 위해, 50:50 비로 다시 스플리팅된다. 반사 시그날 뿐만 아니
라, NADH 시그날을 제공하기 위해, 적당한 섬유가 2개의 광전자증배관의 전면에 배치된다. 반사 시그날의 
변화는, 특히, 미소 순환 혈액량(MBV)에서의 변화를 나타내고, 다양한 교란하에 조직에서 유발되는 혈액 
동력학 또는 그밖의 흡수 변화에 대하여 형광 시그날을 보정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참조: Mayevsky, 
A., Brain NADH redox state monitored in vivo by fiber optic surface fluorometry, Brain Res. Rev. 
7:49-68, (1984)].

반사 광의 나머지 50%(본래의 반사 시그날의 10 %)는, 레이저 도플러 유량계의 원리를 사용하여 <47>
조직 혈류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적혈구 세포의 이동에 의해 반사될 경우 일어나는 광의 주파수 변화
는 상기 측정의 기본이 된다. 여기상태 광의 다중 산란 후, 반사 광은 광 검출기로 투과된다. 유출 시그
날은, 컴퓨터에서 디지탈 파일을 생성시키기 위해,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를 포함하는, 컴퓨터를 기본으
로 하는 전문가 시스템에서 적합한 로가리즘에 의해 분석되고, 결과는 전체규모(0-100%)의 백분율로 표시
되어 상대 유동 가를 제공한다. 상기 장치는 조직에너지 상태 분석기(TESA)를 구성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예시적 방식으로서,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설명된다:<48>

도 1A는 다양한 조직 성분의 개략도이다.<49>

도 1B는 뉴우런, 글리아 세포 및 혈관 사이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뉴우런 조직의 개략도이다.<50>

도  1C는,  심한  머리  손상  후,  환자에서  발생되는  무의식적  탈분극  파동(확산저하(spreading <51>
depression))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A 부분은 전형적인 정상 반응을 나타내는 반면, B는 동물 실험을 기
초로 한 미소순환성 장애 후의 뇌의 반응을 나타낸다[참고문헌: Mayevsky, A., Zarchin, N., 및 Freidli, 
C.M.,  Factors  affecting  the  oxygen  balance  in  the  awake  cerebral  cortex  exposed  to  spreading 
depression, Brain Res. 236:93-105 (1982)].

도 1D는 몽고산 게르빌루스쥐에서의 NADH 반응과 국소 빈혈(경동맥 폐색)의 정도 사이의 상호관<52>
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각 점은 하나의 폐색을 나타내고, 값은 각 변수의 0 내지 100% 범위에서 표준화
된 것이다.

도 2는 단일-시그날-단일 프로브 다중변수 분석기, 메타플로우 프로브, F-형광계, LDF-도플러 유<53>
량계의 주성분의 개략도이다.

도 3A는 반사계(R) 및 제 2의 광 스플릿터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 2와 동일하다.<54>

도 3B는 조직 에너지 상태 분석기의 여러 가지 성분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55>

도 3C는 수술 중에, 대뇌 피질에서 이루어지는 성인 뇌-관찰에서의 경동맥 폐색의 영향을 제시한<56>
다.

도 4는 뇌 생존력 분석기의 개략도이다.<57>

도 5는 사람의 뇌를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되는 다중 프로브 어셈블리(MPA)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58>
세로단면도이다.

도 6은 환자 머리의 두개골로의 연결 어셈블리와 함께 MPA의 세로단면도이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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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뇌 기능 분석기의 개략도이다.<60>

도 8A는 실험 동물 또는 사람의 뇌 기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부분 횡단면도로 배치<61>
된 본 발명의 다중 프로브 장치의 개략도이다.

도 8B는 이전 형태의 MPA 결합된 광 가이드 장치의 라인 2-2를 통하여 취해지는 횡단 평면도이다<62>
[참고문헌: Mayevsky, A., Flamm, E.S., Pennie, W. and Chance, B., A fiber optic based multiprobe 
system for intraoperative monitoring of brain functions. SPIE Proc. Vol 1431:303-313 (1991)]. 본 
발명에서, 동일한 섬유 다발이, 기타 변수를 위한 프로브 뿐만 아니라 CBF 및 NADH 산화 환원 상태를 모
니터링하는데 사용된다.

도 9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획득 및 시그날 처리 시스템의 기능적<63>
인 블록 다이아그램이다.

도 9B는 보통 쥐의 뇌로부터 모니터링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넴부탈(Nembutal)(baribiturate <64>
anesthesia)의 과잉용량 주사의 영향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A는 저산소증의 에피소우드를 앓고 있는 동물에 대한, 특히 NADH 산화환원 상태 (CF) 및 헤<65>
모글로빈 포화도(HbO2)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0B는 혈류 및 NADH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본 발명을 사용하여 발생된 상대적인 대뇌 <66>
혈류량 및 NADH 산화 환원 상태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도면의 선은 8마리의 게르빌루스쥐와 7마리의 쥐
로 구성된 일군으로부터 수득된 실험 결과로부터 계산된 회귀선이다.

실시예

실시예 1 - 조직 에너지 상태 분석기<67>

상기 장치는 조직 에너지 상태의 실시간 평가를 제공하기 위한 컴퓨터-기본 전문가 시스템을 갖<68>
추고 있다. 형광계 반사계 도플러 분석기(FRDA)(도 3B 참조)에 의해 측정된 아날로그 시그날은 컴퓨터에
서 디지탈 데이터 파일을 생성시키기 위해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로 전달된다. 각 시그날은 동적 범위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 및 최고 가로 정의된다. 프로브를 조직상에 배치시킨 후, 모든 변수의 기준 가를 측
정한다. 조직의 에너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공지된 자극에 의해 교란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반응을 기
록한다. 모니터링된 시그날이 절대값으로 보정될 수 없기 때문에, 상기 교란은 에너지 상태의 측정에서 
필수적 단계이다. 기관 이식의 경우 실질적인 비손상 교란은 모니터링되는 영역을 제공하는 혈관의 매우 
단기간 폐색이다. 이러한 단기간 국소 빈혈은 예로서 사람 뇌에 대하여 도 3C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이, 
혈류량의 감소를 유도하고, 산화 환원 상태(NADH > NAD)에서의 증가를 유도할 것이다. 교란으로 인한 변
화의 크기를 기초로 하여, 전문가 시스템은 0-100% 범위에서 조직의 에너지 상태를 정할 수 있다. 이들 
교란된 시그날이 중도에 비교란값으로 회귀되는데 걸리는 시간(t1/2)은 조직의 산소화 전위를 나타내는 중

요한 변수이며, 이러한 변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용이하게 측정된다. 또 다른 가능한 교란은 활성을 변화
시키기 위해 시험되는 기관으로의 공지된 효과적인 약제의 주입이다. 주입에 대한 기관의 반응은, 통계적
으로 계산된 반응과 비교된다.

표 1: 조직 에너지 상태 지수<69>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구체예(도 4 참조)는 컴퓨터에서 디지탈 파일을 생성시키기 위해 아<71>
날로그 시그날을 변환시키는, 특히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를 포함하는 컴퓨터 기본 전문가 시스템과 함
께,

단일 조사선 공급원(예를 들어, 366 또는 324nm);<72>

광 스플릿터;<73>

광 필터;<74>

형광계;<75>

반사계;<76>

도플러 분석기;<77>

ac 단일 증폭기에 연결되어 있는 분리된 백금 전극 쌍과의 광섬유의 조합체를 포함하는 프로브로<78>
서, 뇌 생존력 프로브를 구성하는 프로브를 포함한다.

상기 프로브는 ECoG 측정을 위한 2개의 절연 백금 와이어 뿐만 아니라 (NADH 및 MBF 모니터링을 <79>
위한) 임의적으로 혼합된 2개 그룹의 광섬유를 함유한다. 상기 뇌 생존력 프로브(BVP)의 공통 단부를 연
마하고, 이를 도 4의 횡단면도에 도시하였다. 공통 단부 (A)의 길이는 특정 요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
며, 시그날 감쇠는 최고 10미터까지 무시할 수 있다. 2-3mm 직경을 가지는 가요성의 공통 단부의 생성 가
능성은 BVP 실행 공구를 신경 외과 수술실에서 사용되게 한다. BVP는 표준 신경 외과 머리 호울더에 연결
되는 현미 해부기에 의해 보유된다. BVP는 뇌 표면상에 배치되고, 모니터링 시간은 수술에 따라 5-60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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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상기 장치는 뇌 생존력 분석기(BVA)를 구성한다.

실시예 2 - 뇌 생존력 분석기 (BVA)<80>

상기 컴퓨터화된 시스템은 출력을 5개의 개별적인 시그날로서 받아들인다:<81>

1. (NADH) 형광;<82>

2. 324 반사;<83>

3. MBF;<84>

4. MBV;<85>

5. ECoG.<86>

ECoG 시그날의 보정은, 절대 단위, 즉, 주파수(사이클/초) 뿐만 아니라, 진폭(마이크로볼트)으로 <87>
이루어진다.  신속한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  분석을  사용하여  시그날을  분석하고, 
ECoG 변화의 실시간 평가에 대한 정량 측정을 제공한다. 사용될 수 있는 ECoG 변수는 시그날의 총 진폭 
뿐만 아니라, 스펙트럼 에지 주파수이다. 나머지 4개의 변수는 단지 상대 단위로만 측정된다. 따라서, 뇌
에 프로브 위치를 정한 다음, 시그날은 시그날의 100%로서 정의되는 공지된 전자 값을 제공하기 위해 보
정된다. 4가지 시그날에서의 모든 변화는 대조값에 관련하여 보정되고, 퍼센트 변화율로서 표시된다.

뇌 생존력 지수(BVI)를 계산하기 위해, 상기 전문가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5개의 측정된 변수를 <88>
분석하고, 뇌의 생존력 상태의 평가를 위해 미리 모아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는 예비 사람 뇌 결과 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 실험 결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사람 및 동물에서의 더 많은 결과가 누적됨에 따라, 동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이다. 표 2는, 산소 정상 상
태의 뇌와 비교되는, 공지된 교란에 대한 뇌의 5가지 전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표 2: 뇌 생존력 프로브 및 분석기에 의해 측정된 5가지 관련 변수의 상대적 변화에 의해 계산된 <89>
뇌 생존력 지수(BVI)

제시된  바와  같이,  BVI  범위는  0(국소  빈혈,  무산소  또는  사뇌  상태)  내지  정상  뇌(100 <91>
BVI)이다. 산소 과잉 조건 하 또는 할성화된 뇌에서는 110-120의 수준이 도달될 수 있다(표에 제시되지 
않음). 동일한 BVI를 가지는 2개 이상의 상황 사이의 구별은, 다양한 변수에서의 상대 변화를 비교함으로
써 수행된다. 예를 들어, (NADH) 및 BVI에서의 동일한 변화를 가지는 상태 3과 4 사이의 구별은 계산된 
반사의 계산 값들, 즉, MBF와 MBV의 차이를 기초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구체예(도 5 및 6 참조)는, 특히, 컴퓨터에서 디지탈 파일을 생성시<92>
키기 위해 아날로그 시그날을 변환시키기 위한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를 포함하는 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과 함께, 다중 프로브 어셈블리(MPA)를 이루는:

실시예 2에서 기술되는 뇌 생존력 프로브,<93>

유조직압을 측정하기 위해 압력 변환기에 연결되어 있는 섬유 광학 프로브;<94>

세포외 K
+
 이온 농도 및 직류 전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위계에 연결되어 있는 K

+
 전극/기준 <95>

전극;

국소 온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원격 온도계에 연결되어 있는 더어미스터 프로브를 포함한다.<96>

이러한 장치는 뇌 기능 분석기(BFA)를 구성한다.<97>

실시예 3 - 뇌 기능 분석기<98>

장기간 (수시간 내지 2일) 동안 뇌 기능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 접근 방법은 상기 기술<99>
된 BVA와 달라야 한다. 수술후 초반 동안의 또는 심한 머리 손상에 노출된 환자에서, 뇌 표면으로부터 하
기 변수가 모니터링된다:

1. 조직 혈류량 및 혈액량 (레이저 도플러 유량계 사용);<100>

2. 미토콘드리아내 산화 환원 상태 (NADH 형광계);<101>

3. K
+
의 세포외 농도 (표면 미니전극);<102>

4. 직류(dc) 정전위 (Ag/AgCl 전극);<103>

5. 두개골내 압력 (예를 들어, 카미노(Camino) 프로브 사용);<104>

6. 전기피질 전도 (쌍극성 피질 전극);<105>

7. 조직 온도 (표면 서미스터).<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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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프로브는, 특수 설계 다중 프로브 어셈블리(MPA)로 어셈블링된다. 도 5 및 6 참조. 뇌에 의<107>

해 소비되는 50% 초과의 에너지가 활성 운반 과정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에, K
+
 전극에 의해 이온 항상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중요하다. 뇌 기능 분석기는, 상기 기술된 뇌 생존력 분석기의 연장이다.

도 7은, 뇌 기능 지수(BFI)의 디스플레이 및 전문가 시스템을 포함하여 BFA의 다양한 요소를 나<108>
타낸다. 제시된 바와 같이, 모니터링된 다양한 변수는 샘플링되고, 실제 시간값은 BFI를 계산하기 위해 
전문가 시스템에 의해 사용된다. BFI가 0 내지 100 사이의 가능한 모든 값을 가지는 연속 함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 3은 산소 정상 상태 값(BFI-100)과 비교되는 BFI 상의 9가지의 상이한 교란의 영향을 나타낸<109>
다.

표 3: 뇌 다중 프로브 어셈블리 및 분석기에 의해 측정되는 9가지의 관련된 변수에서의 상대적 <110>
변화에 의해 계산되는 뇌 기능 지수 - BFI.

다중 프로브 어셈블리의 바람직한 구체예가 도 8A에 도시되어 있다. 예시 목적으로, 본 발명의 <112>
다중 프로브 어셈블리는 다른 뇌 활성도를 모니터링하는데 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기에 설명되

는 바와 같이 단순화될 수 있을지라도, 대뇌 혈류량, 뇌 안의 -NADH 산화환원 상태 및 세포외 이온(K
+
, 

Ca
2+
, H

+
 및 Na

+
) 농축물을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되는 구성에서 설명될 것이다.

도 8A를 보면, 바람직하게는 델린(Delrin) 또는 유사한 플라스틱 물질로 만들어진 다중 프로브 <113>
홀더(Holder)는 한 다발의 광섬유, 및 각각 주변의 dc 정전위 전극, 전기피질 전극(도 8B에 도시) 및 기
준 전극과 조합된 3개의 이온 특이적 전극을 함유한다. 이온 선택 전극은 플렉시글라스 슬리브에 의해 보
호되는 Ag/AgCl 전극 홀더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광 가이드로 공지되어 있는 본 발명에 따른 광섬유 다발은 혈류량 측정 및 NADH 산화환원 상태 <114>
둘 모두에서 사용되는 조사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도 8A에 일반적으로 도시된 단일 광섬유 다발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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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2가지의 상이한 택일적 섬유 다발 배열은 도 8A(하나는 그 자리에 있고 다른 하나는 삽입됨)에 
도시되어 있다.

다중 프로브 어셈블리의 더 상세한 설명은 광 가이드 주위에 바람직하게 배열된다. 전극 홀더로 <115>
채택된 용액은 기본적으로 광 가이드 및 칼륨 민감 전극에 대한 마예프스키 등에 의해 설명된 루사이트
(Lucite)  캐뉼러의 변형이다[참조: Mayevsky,  A.,  Crowe,  W.  및 Mela,  L.,  The  interrelation  between 
brain oxidative metabolism and extracellular pottassium in the unanesthetized gerbil, Neurol. Res. 
1:213-226 (1980)]. 더 많은 프로브에 대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캐뉼러가 실린더 대신에 원뿔

대로서 형상화된다. 짧은 전극 프로브(K
+
, Ca

2+
, Na

+
 또는 H

+
)를 수용하는 홀은 뇌상에서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하도록  하부  표면으로  수렴되고  프로브의  처리  및  씰링을  촉진하도록  상부에  분산된다[참조: 
Friedli,  C.M.,  Sclarsky,  D.S.  및  Mayevsky,  A.,  Multiprobe  monitoring  of  ionic,  metabolic  and 
electrical  activities  in  the  awake  brain.  Am.,  J.  Physiol,  243:R462-R469  (1982);  Mayevsky,  A., 
Multiparameter  monitoring  of  the  awake  brain  under  hyperbaric  oxygenation,  J.  App.  Physiol. 
54:740-748 (1983)]. 추가의 홀은 하부 표면의 중간쯤에서 각 센서 채널과 합쳐지도록 상부 표면으로부터 
비스듬하게 천공된다. 이러한 홀은 국소적인 dc 전위를 센서에 집중적으로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폴리에틸
렌관을 수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광 가이드(L)의 길고 단단한 강철 스템은 캐뉼러에서 곧은 수직 홀을 차지<116>
하고 축으로서 서로에 가까운 거리에서 캐뉼러(c) 및 케이블 홀더(h)를 보유하는 역할을 한다. 강철 로드
(rod)(나사식이 우선적임)는 추가 또는 대체용 기둥으로서 사용되어 캐뉼러를 케이블 홀더에 고정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어셈블링 및 대체를 위해 전극 및 전기 연결에 최상의 접근이 이루어지게 한다. 완
전한 어셈블리는 케이블 홀더에 대해 슬리버-지정 루사이트 또는 알루미늄 슬리브 슬라이딩에 의해 보호
된다. 더 강한 구조가 요구되는 경우, 반-실린더 조각이 제거될 수 있는 커버로서 잘려지는 동안, 슬리브
는 캐뉼러 및 케이블 홀더내로 영구적으로 또한 조여질 수 있다.

홀더가 어셈블링되는 경우, 고정된 강철 기둥은 먼저 조여지고/거나 접착된다. 전극 와이어상에 <117>
장력을 피하기 위해, 전극 와이어는 36-게이지 분리된 구리선(Belden)의 가요성 코일을 통해 입력 케이블
에 연결된다.

일단 전극이 적소에 놓이면, dc 채널, 및 센서 채널의 하부는 저장기 시린지에 연결된 측면 홀로<118>
부터 유체로 충전된다. 이와 같이, 각 센서 및 dc 전극은 캐뉼러의 상부에 견고하게 봉해지고 케이블 하
우징 구획내로 염수가 역류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본 시스템은 캐뉼러가 이식 부위로부터 제거된 후에 
세포외 체액 및 혈액이 각 프로브 주위의 슬릿으로부터 깨끗해지게 한다. 최종 어셈블리에서, 보호 슬리
브는 dc 및 센서 채널(f)에 재충전관 및 기준 액체 합류(REF)를 위해 고정지점으로서 사용된다.

EEG 증폭기에 공급되는 전기피질 전극, 유조직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압력변환기에 연결된 광섬<119>
유 프로브(도 8A 및 도 8B에 도시됨), 및 온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열전쌍 전극은 또한 다중 프로브 어
셈블리내에 위치하는 광섬유 다발내에서 배출되기도 한다. 인접한 다중 프로브 어셈블리는 동물의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KCl의 적용을 위한 푸시-풀 캐뉼러이다. 다중 프로브 어셈블리의 전극을 에폭시 접착
제에 의해 캐뉼러에 바람직하게 부착시킴으로써 다중 프로브 어셈블리가 각성 상태에 있는 동안 사용될 
수 있거나 수술실 환경에서 인공물을 피할 수 있다. 도 8A에 도시된 바와 같은 실험 장치 구체예에서, 치
과용 아크릴 접합제, 또는 유사한 물질을 두개골에 접합시킴으로써 피질의 표면에 대하여 다중프로브 어
셈블리를 비침입적으로 인터페이싱하는데 사용하였다. 특정 구체예에서, 다중 프로브 어셈블리는 측정 후
반부에  뇌를  손상시키지  않고  제거할  수  있으며  최소  기술  지지로  단시간내에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추가로, 상기 조직과 이러한 비침해성 표면 접촉은 사람 뇌의 모니터링을 가능케 한다. 다중 프로
브 어셈블리를 현미 조작기를 사용하여 노출된 피질상에 위치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동물 실험에 기초로 하여, 다중 프로브 분석기의 더욱 바람직한 구체예가 수술실 환경의 복잡한 <120>
조건하에서 모니터링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상기 구체예는 단지 4개의 프로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현
재 밝혀져 있다. 사람 뇌의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본 구체예는 상대적인 대뇌 혈류량을 측정하
기 위해 상기에 언급된 레이저 도플러 유량계 및 미토콘드리아내 NADH 산화환원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

한 형광계/반사계 시스템, 상기 온도상에서, K
+
 이온의 세포외 수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칼륨 이

온 특이적 전극, 및 유조직압을 측정하기 위한 섬유 광학 프로브를 포함하는 최소 FRDA 장치(도 3B)에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뇌 혈류량 또는 NADH 산화환원 상태만을 단독으로 모니터링하게 되면 저산소증, 국소빈혈, 과<121>
산소증 또는 두뇌 자극, 예컨대 간질 활동 또는 확산성 억제와 같은 병리학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불명료
한 반응으로 인하여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바로 앞서 언급된 다중 프로브 어
셈블리에 대한 최소 요건은 단계적 저산소증, 국소 빈혈, 과산소증 및 확산성 억제에 노출된 일군의 게르
빌루스쥐 및 래트에서 수행된 실험에 의해 확인하였다(도 10B).

실시예 4<122>

상기의 바람직한 다중 프로브 어셈블리를 도 9A의 기능적 블록 다이어그램 부분에 의해 추가로 <123>
도시되는 바와 같이 배치한다. 언급된 형광계 및 레이저 도플러 유량계 이외에도, EEG 증폭기는 다양한 
뇌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6개의 채널 전위계는 이온 농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압력 변환기는 압력 뿐만 
아니라 뇌 온도를 모니터링한다. 데이터 획득은 다중 프로브 어셈블리가 피질상에 정위된 후에 곧바로 시
작될 수 있다. 도 9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저 도플러 유량계, EEG 증폭기, 형광계, 압력 변환기 및 
전위계로부터의 아날로그 시그날은 획득된 데이터의 입력으로 디지탈화된다. 데이터는 채널(DATAQ Inc.)
까지 제공하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를 포함하는 데이터 프로세서(모든 486, 또는 비교될 만한 프로세
서)를 포함한다. 데이터 프로세서는 다중채널 분석기와 같은 그 밖의 적합한 하드웨어 및 제어 및 자료 
습득 시스템(CODAS) 기록 소프트웨어내로 디지탈화된 파장형을 입력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를 포함한다. 
하드 디스크 및/또는 플로피 디스크 저장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및 저장 장치는 습득 소프트
웨어에 연결되는 인터페이싱 키보드 제어와 함께 제공된다. 도 9B에는 넴뷰탈의 과잉투여에 의해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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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출력 시그날의 변화를 도시하고 있다.

도 9에서 추가로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뇌 혈류량, NADH 산화환원 상태, 유조직압, 및 이<124>
온 농도를 자료 습득 체계화에 의해 모니터링하고 기록한 후에,  자료를 분석 시스템으로 분석하였다. 
CODAS 플레이백 소프트웨어는 저장 장치로부터 기록된 자료를 재생시킨다. 그리고나서, 상기 자료를 필요
한 계산 및 사용되는 프로세서의 능력을 위해 적당하게 선택된 추가 소프트웨어에 의해 분석하였다. 상기 
소프트웨어의 선택 및 사용은 당업자에게는 널리 공지되어 있다. 다시 상호작용하는 키보드를 제어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처리 전 또는 후에, 상기 자료를 디스플레이상에 디스플레이하거나 프린터를 사용하여 
하드 카피 리포트로서 출력할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내  NADH  산화환원  상태와  얼랑거  마이크로광  가이드  분석광도계(Erlanger <125>
Microlight  Guide  Spectrophotometer)로부터 얻은 헤모글로빈의 산화 사이의 상관성[참조: Mayevsky  et 
al.,  Multiparametric  evaluation  of  brain  functions  in  the  Mongolian  gerbil  in  vivo.  J.  Basic  & 
Clinical Physiol. & Pharmacol, 3:323-342 (1992)]의 가장 중요한 시험은 주입된 산소 또는 동물이 산소
화된 헤모글로빈을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고 NADH를 산화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감소되는 저산소증 또는 
산소 결핍 상태에서 실시한다. 이것은 도 10A에서 예시된다. 도 10A에서, 횡좌표는 시간 또는 주입된 공
기에서 산소의 양을 나타내고,  세로좌표는 저산소증 동안의 NADH  형광 (CF)  증가,  및 옥시헤모글로빈
(HbO2) 감소를 나타낸다. Hb 자취는 혈액량 시그날로서 간주될 수 있는 헤모글로빈의 전체 농도이다. 동물

은 순수 질소를 포함하는 상이한 O2 양을 호흡하게 되고, 혈액 산화에서의 감소와 NADH 산화환원 상태에서

의 증가 사이에 명백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혈액량은 증가된 Hb 시그날 및 R 시그날(반사)에
서의 감소에 의해 지시되는 바와 같이 증가된다. 이러한 자취가 그것의 최대치에 접근함에 따라, 조직에
서의 산소 농도는 NADH 반응에 대해서 임계 수준으로 현재 도달한다. 2가지 자취 모두는 극미량의 산소가 
뇌 조직에 존재하는 경우 최대 수준에 도달한다. 상기 조건들하에서, 혈액량 시그날은 가장 높은 값에 도
달하였다. 그러나, 동물에 호흡되는 산소가 100%로 회복되었을 때, 모든 미량의 물질들이 갑자기 반응한
다. NADH는 저산소증 이전의 최초 기준선으로 회복되고, 헤모글로빈 자취는 저산소혈증이라 불리는 저산
소증 이전 보다도 조직에서 산소의 재저장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으로, 상당히 증가된 뇌의 개방된 모세관
을 통해 흐르는 혈류 부피에 의해 유발되는 용어 "하이퍼레미아" 이전보다 더 많이 산화된 상태에 스윙한
다. 상기 생화학적 현상에 익숙한 당업자에 의해 인지됨에 따라, 상기 상관성은 NADH의 환원 및 산화와 
함께 헤모글로빈의 탈포화 및 재포화의 근접 커플링을 확실하게 한다.

도 10B 에는 4가지의 상이한 조건하에서 NADH의 % 변화 대 관련 대뇌 혈류량의 % 변화의 그래프<126>
가 도시되어 있다. 도 10B에 도시된 자료는 도 8A에 도시된 다중 프로브 어셈블리를 사용하여 유도되고 
상기에 설명된 처리 장치에 관련된다. 당업자들은 바로 감소된 국소 빈혈 및 저산소증하에서 관련 대뇌 
혈류량 및 NADH 산화환원 상태 사이의 명백하고 상당한 상관성을 인지할 것이다. 국소빈혈의 경우에, 혈
류량의 감소는 1개 또는 2개의 카로티드 동맥의 교합에 의해 유도되고, NADH는 증가된다. 저산소증의 경
우에는, 자동 조절 반응으로 인하여 대뇌 혈류량에서의 증가함에 따라 NADH도 동시에 증가한다[참조: A. 
Mayevsky and N. Zarchin, E. Yoles and B. Tannenbaum, "Oxygen supply to the brain in hypoxic and 
hyperoxic conditions. In: Oxygen Transport in Red Blood Cells, C. Nicolau, Ed., Pergamon Press, 
pp.119-132, (1986)]. 확산 저하가 유도되는 경우, 에너지 요구량의 증가는 미토콘드리아 호흡을 활성화
시키고 NADH의 산화가 기록된다(CF 감소) [참조: B. Chance 및 G.R. Williams, "Respiratory enzymes in 
oxidative phosphorylation". J. Kinetics of oxygen utilization: J. Biol. Chem, 17, 383-393, 1955; 
and B. Chance, P. Cohen, F.F. Jobsis and B. Schoener, "Intracellular oxidation-reduction states in 
vivo", Science, 137, 499-508]. 산소 정상 상태의 값과 비교함에 따라 상기의 O2 소모의 증가는 200-350 

%  까지  대뇌  혈류량이  증가되게  한다[참조:  L.D.  Lukayanova,  J.  Bures,  "Changes  in pO 2  due  to 

spreading depression in the cortex and nuclear caudatus of the rat". Physiol. Bohemsolov. 16, 449-
455, 1967 and Mayevsky, A and Weiss, H.R., Cerebral blood flow and oxygen consumption in cortical 
spreading depression, J. CBF and Metabol. 11:829-836 (1991)].

대뇌 혈류량이 모니터링되는 유일한 변수인 경우, 저산소증 및 확산 저하 사이의 구별이 불가능<127>
할 것이다. 발명자가 NADH 산화환원 상태 자체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저산소증 및 국소 빈혈 사이에서도 
구별이 불가능할 것이다. 대뇌 혈류량 및 NADH 산화환원 상태를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적당한 알고리듬을 
사용함으로써 더 정확하게 병리학적 상태를 예상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뇌의 모든 병리학
적 상태의 결과가 이온 항상성 상황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기 변수의 모니터링이 뇌의 작용 상태의 평가

를 위해서 필요하다. Na
+
K
+
 ATPase의 모든 변화에 의한 에너지 대소모로 인하여 에너지 공급은 K

+
 의 세포

외  수준에  상관될  것이다[참조:  A.J.  Hansen,  "The  effects  of  anoxia  on  ion  distribution  in  the 
brain". Physiol. Rev. 65, 101-148, 1985; A. Mayevsky, "Metabolic ionic and electrical response to 
experimental epilepsy in the awake rat", Proc. First Intl. Cong. CBF Metabolism & Epilepsy, Baldey 
Moulinier,  M.  Ingvar,  D.H.,  Meldrum,  B.S.  Eds.  John  Libbey  pp.263-270,  1984;  and  A.  Mayevsky. 
"Level  of  ischemia  and  brain  functions  in  the  Mongolian  gerbil  in  vivo".  Brain  Res.,  524:1-9, 

1990]. Ca
2+
 및 Na

+
의 세포외 수준에서의 변화가 대량 탈편광 사건 동안 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과 수술 

동안에 상기 변화가 일어날 것은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포외 K
+
의 모니터링은 뇌의 이온 상태로 표

현될 것이다. 물론, 뇌의 병리학적 상태의 중요한 변수는 그것의 유조직 변수이기 때문에, 이 변수를 모
니터링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동물 모델의 사용은 발명자가 임상 상황의 적당한 알고리듬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본 발명이 한정된 수의 구체예로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많은 변형예 및 그 밖의 적<128>
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라면 인지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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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력 시그날 발생기;

(b) 입력 시그날을 내부로 전달하고 출력 시그날을 외부로 전달함으로써, 단일 시그날-단일 프로
브를 구성시키는 단일 시그날 가이드;

(c) 출력 시그날을 2개 이상의 부분들로 분할시키는 시그날 스플릿터;

(d) 출력 시그날의 다양한 성분을 분리시키는 2개 이상의 필터;

(e) 출력 시그날의 상이한 성분들을 측정하는 2개 이상의 검출기;

(f) 컴퓨터 및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transducer); 및

(g) 자료를 평가하기 위한 알고리듬을 포함하는 장치를 포함하는, 동일한 부피의 조직 엘리먼트
의 산화환원 상태(NADH) 및 미소순환 혈류량(MBF)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기 위한 분석 장치로서,

(i) 입력 시그날 발생기가 광원이고;

(ii) 시그날 가이드가 Y의 한 지선으로부터 입력 시그날을 내부로 전달하고, Y의 나머지 지선으
로부터 출력 시그날을 전달하는 Y형 광섬유이고;

(iii) 시그날 스플릿터가 광 스플릿터이고;

(iv) 시그날 필터가 광 필터이고;

(v) 검출기가 반사광 또는 형광으로부터의 입사 조사선의 다양한 특성을 측정하는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시그날 가이드가 한 그룹은 시그날 입력을 위한 것이고, 다른 그룹들은 시그날 
출력을 위한 것인 다양한 그룹의 광섬유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광원이 수은 램프(366n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광원이 He-Cd 레이저(324n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하나의  검출기가  450nm  형광을  투과시키는  필터를  구비한 광전자증배관
(photomultiplier) 튜브를 통해 입사 조사선을 측정하고, 또 다른 검출기가 반사광(324 또는 366nm)을 투
과시키는 필터를 구비한 도플러 분석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조사선을 측정하는 제 3 장치가, 도플러 분석기 및 450nm 조사선을 모니터링하
는 광전자증배관과 조합 상태로 사용되는 또 다른 광전자증배관내로 반사광(324 또는 366nm)을 투과시키
는 필터를 구비한 반사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동일한 부피의 조직 엘리먼트의 산화환원 상태(NADH) 및 혈류량(MBF), 및 상기 영역에서의 전기
피질 활성도(ECoG)를 동시에 모니터링하기 위한 2중 시그날-2중 프로브 다중변수 분석 장치로서,

광원;

광 시그날 입력 및 출력 전달을 위한 광섬유의 광 가이드, 및 전기시그날 전달용의 절연된 2개의 
백금 와이어를 가지며 이들이 함께 고정되어 있고, 2중 시그날-2중 프로브를 포함하는 프로브;

전기시그날을 증폭시키는 증폭기;

출력 시그날을 다양한 검출기 및 분석기로 분할시키는 광 스플릿터;

선택된 파장만을 통과시키는 광 필터;

목적 파장의 입사 조사선을 측정하는 광전자증배관 튜브;

도플러 분석기;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와 컴퓨터; 및

자료를 평가하기 위한 알고리듬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2중 시그날 단일 프로브가 절연된 2개의 백금 와이어와 함께 (NADH) 및 MBF 모
니터링을 위해 불규칙하게 혼합된 광 가이드로서 두 그룹의 광섬유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광섬유의 광 가이드가 Y자 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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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7항에 있어서, 광 가이드가 한 그룹은 시그날 입력을 위한 것이고 다른 그룹들은 시그날 출력
을 위한 것인 다양한 그룹의 광섬유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 7항에 있어서, 광원이 수은 램프(366n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 7항에 있어서, 광원이 He-Cd 레이저(324n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 7항에 있어서, 하나의 광전자증배관 튜브가 450nm 조사선을 측정하고, 또 다른 광전자증배관 
튜브가 324 또는 366nm 조사선을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동일한 부피의 조직 엘리먼트의 산화환원 상태(NADH), 혈액량 및 혈류량(MBF), 및 상기 영역에서 

상기 엘리먼트의 ECoG, 유조직압, 세포외 K
+
 및 국소 온도를 동시에 모니터링하기 위한 다중 시그날-다중 

프로브 다중변수 분석 장치로서,

제 8항의 2중 시그날-단일 프로브;

섬유 광학 프로브;

K
+
 미니 전극 및 기준 전극;

단일 하우징내에 어셈블링된 서미스터 (thermister);

2개의 광 스플릿터;

450nm 형광에 대한 광 필터 및 광전자증배관;

366 또는 324nm 반사광에 대한 광 필터 및 광전자증배관;

366 또는 324nm 반사광에 대한 도플러 분석기 및 필터;

ECoG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백금 와이어에 연결된 증폭기;

압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섬유 광학 프로브에 연결된 압력 변환기;

[K
+
]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미니 전극에 연결된 전위계;

온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서미스터 프로브에 연결된 원격 온도계;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컴퓨터; 및

자료를 평가하기 위한 알고리듬을 포함하는 다중 프로브 어셈블리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5 

동일한 부피 조직 엘리먼트의 산화환원 상태(NADH), 혈액량 및 혈류량(MBF), 및 상기 엘리먼트의 

영역에서 세포외 K
+
, Ca

2+
, H

+
, Na

+
 이온 농도, ECoG, 유조직압 및 국소 온도를 동시에 모니터링하기 위한 

다중 시그날-다중 프로브 다중변수 분석 장치로서,

-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 컴퓨터; 및

- 자료를 평가하기 위한 알고리듬

과 조합 상태로, 각각

- 형광계 반사계 도플러 분석기(FRDA);

- 증폭기;

- 압력 변환기; 및

- 온도 측정기

에 연결된 캐뉼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일 하우징내에,

- 동일한 부피의 조직 엘리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240μ 여기상태 광섬유를 포함하는 레이저 도
플러 유량 측정용 및 NADH 모니터링용 광섬유 다발/광 가이드; 및 주변의 dc 정전위 전극과 결합된 상태
로 에폭시 접착제에 의해 캐뉼러에 부착된 이온 특이적 전극을 포함하는 다중 프로브 어셈블리;

- 전기피질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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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전극;

- 유조직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섬유 광학 프로브; 및

- 열전쌍 전극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동물 조직의 생존력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 1항에 따른 단일 시그날-단일 프로브 다중변수 분석 장치 및 조직의 에너지 상태와 관련된 지
표를 계산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전문가 시스템.

청구항 18 

제 7항에 따른 2중 시그날-2중 프로브 다중변수 분석 장치 및 뇌의 생존력과 관련된 지표를 계산
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전문가 시스템.

청구항 19 

제 14항에 따른 다중 시그날-다중 프로브 다중변수 분석 장치 및 뇌의 작용과 관련된 지표를 계
산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전문가 시스템.

청구항 20 

제 15항에 따른 다중 시그날-다중 프로브 다중변수 분석 장치 및 뇌의 작용과 관련된 지표를 계
산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전문가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체조직의 동일 부피 엘리먼트의 다양한 변수를 모니터하기 위한 단일 시그날-단일 프
로브 다중변수 분석 장치로서, 입력 시그날 발생기, 입력 시그날을 전달시키고, 출력 시그날을 전달시키
며, 단일 시그날-시그날 프로브로 구성되된 단일 시그날 가이드, 출력 시그날이 2 부분 이상으로 분할시
키는 시그날 스플릿터, 출력 시그날의 다양한 성분을 분리시키는 2개 이상의 필터, 출력 시그날의 상이한 
성분들을 측정하는 2개 이상의 검출기, 컴퓨터 및 아날로그 대 디지탈 변환기, 및 자료 평가용 알고리즘
으로 이루어지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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