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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위치 센서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갖는 프로브를 캘리브레이팅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장

치는 공지된 위치에서 내부에 배치된 초음파 타겟을 구비하는 테스트 고정부를 포함한다. 트랜스듀서가 초음파 타겟

과 정렬되어 있는 동안, 컴퓨터는 상기 위치 센서에 의해 생성된 위치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테스트 고정부의 기준 프

레임에서 상기 프로브의 배향을 결정하며, 그 배향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브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결정하도

록 적용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초음파 카테터 캘리브레이션, 위치 센서, 초음파 트랜스듀서, 프로브, 초음파 타겟, 테스트 고정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카테터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단순화된 예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카테터의 말단 단부의 개략적인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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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카테터 캘리브레이팅시 유용한 지그의 사시도.

도 3a는 도 3a의 지그의 개략적인 측면도.

도 3c는 도 3b에 도시된 것과는 다른 측면으로부터 본 도 3a의 지그의 다른 개략적인 측면도.

도 3d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도 3a의 지그와 연계하여 사용하기 위한 카테터 클램프의 사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카테터 시스템 20 : 카테터

22 : 말단 단부 24 : 기능부

26 : 말단 팁 28 : 감지 디바이스

30 : 핸들 32 : 제어부

34 : 콘솔 36 : 컴퓨터

38 : 키보드 40 : 신호 처리 회로

42 : 디스플레이 44 : 커넥터

46 : 정합 리셉터클 50 : 초음파 트랜스듀서

60, 62, 64 : 코일 77 : 지그

87 : 클램프 조립체 89 : 클램프 베이스

79, 81, 83 : 코일 99 : 가열 소자

101 : 온도 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의료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특히 카테터의 위치를 검출할 수 있는 의료 카테터에 관

한 것이다.

모두 본 특허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본 명세서에 참조로 통합되어 있는, Ben-Haim의 미국 특허 제5,391,

199호, Ben-Haim 등의 유럽 특허 제0 776 176호, Acker의 미국 특허 제5,833,608호 및 제6,161,032호, 및 Acker

등의 미국 특허 제5,558,091호 및 제5,752,513호와 같은 전자기장을 사용하여 신체내부에서 프로브 또는 카테터 팁

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또한, 모두 본 명세서에 참조로 통합되어 있는 Blade

n 등의 미국 특허 제5,913,820호와 Pfeiler 등의 미국 특허 제5,042,486호도 전자기 위치 결정 시스템을 기술하고 

있다. 반드시 의료용은 아니더라도 다른 전자기 추적 시스템이 Davis Jr. 등의 미국 특허 제3,644,825호, Kuipers의 

제3,868,565호 및 제4,017,858호, Raab의 제4,054,881호 및 Blood의 제4,849,692호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들은 

마찬가지로 본 명세서에 참조로 통합되어 있다.

다양한 제조로 인해, 위치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이들 위치-결정 시스템의 위치 센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코일은 

프로브의 본체와 정밀하게 배향되지 않을 수 있다. 부가적으로, 프로브의 팁으로부터의 코일들의 거리는 정확하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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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지지 않을 수 있고, 외부 인가 자장에 응답하는 코일들의 상대적 이득에 미소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본 특허 출원

의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본 명세서에 참조로 통합되어 있는 Osadchy 등의 미국 특허 제6,266,551호는 코일들의 위

치, 배향 및 이득의 변화를 측정 및 보상하도록 바람직하게는 제조시에 프로브를 예비 캘리브레이팅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기술하고 있다. 프로브를 캘리브레이팅하기 위해서, 기계적 지그(jig)가 프로브를 하나 이상의 미리 결정된 위

치 및 배향으로 유지하고, 방사기가 지그 인근에 공지된, 실질적으로 균일한 자장을 생성한다. 코일들에 의해 생성된 

신호는 직교성으로부터의 코일의 편차 및 코일들의 이득에 관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분석 및 사용

된다.

프로브내에, 캘리브레이션 및 식별 정보와 같은 프로브에 특정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및 디바이스가 

기술되어 왔다. 이들 디바이스는 일반적으로 프로브내에 통합된 마이크로칩을 포함한다. 예로서, 상술된 Osadchy 등

의 미 국 특허 제6,266,551호는 프로브의 캘리브레이션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 마이크로회로를 프로브에 통

합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이런 정보는 암호화된 캘리브레이션 코드 및/또는 그 사용자에 대한 프로브의 가용성을 

제어하는 용도 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

본 특허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본 명세서에 참조로 통합되어 있는 Osadchy 등의 미국 특허 제6,370,411호는 

카테터의 기단 단부를 콘솔에 연결하는 접속 케이블 및 최소한의 복잡성으로 이루어진 카테터를 포함하는 카테터 조

립체를 기술한다. 카테터는 동일 모델의 다른 카테터와는 공통적이지 않는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와 같은 실질적으로 

카테터에 특정한 정보만을 담는 마이크로회로를 포함한다. 케이블은 카테터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적절한 형

태로 콘솔에 전달하는 억세스 회로를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 참조로 통합되어 있는 Smith 등의 미국 특허 제6,248,083호는 그 말단 단부에 장착된 측정 디바이스를 

가지는 가이드 와이어 조립체를 기술한다. 또한, 이는 측정 디바이스의 고유 특징, 캘리브레이션/온도 보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정보 저장부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가진다.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정확한 측정값을 산출하도록

측정 디바이스로부터의 미보상 출력과 함께 사용된다.

본 명세서에 참조로 통합된 Van Der Brug 등의 미국 특허 제6,112,113호는 기구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위치 측정

시스템을 포함하는 이미지 안내 수술 시스템을 기술한다. 이미지 안내 수술 시스템은 기구의 목표부가 캘리브레이션 

위치 또는 테스트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동안 기구의 기준부의 캘리브레이션 위치를 측 정함으로써 위치 측정 시스템

을 사용하여 기구를 측정하도록 배열되어 있는 테스트 시스템을 포함한다.

본 특허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본 명세서에 참조로 통합되어 있는 Osadchy 등의 미국 특허 제6,335,617

호는 자기장 생성기를 캘리브레이팅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자기장 센서가 공지된 위치 및 배

향으로 프로브에 고착되고, 자기장 생성기 부근의 하나 이상의 공지된 위치가 선택된다. 자기장 생성기는 자기장을 

생성하도록 구동된다. 프로브가 미리 결정된 공지된 배향으로 각 위치로 이동되며, 각 위치에서 센서로부터 신호가 

수신된다. 신호는 선서의 각 위치에서 자장의 진폭 및 방향을 측정하고, 자기장 생성기의 근방의 자기장의 방향 및 진

폭에 관련한 캘리브레이션 인자를 결정하도록 처리된다.

본 명세서에 참조로 통합된 Barnea 등의 미국 특허 제4,567,896호는 이미징 장치의 초음파 스캔 헤드에 관해 생체검

사 니들을 배치시키기 위한 생체검사 부착부를 가지는 섹터 스캔 초음파 이미징 장치를 기술한다. 생체검사 니들은 

스캔 헤드 좌표 시스템으로 캘리브레이팅되며, 이 스캔 헤드 좌표 시스템은 스캔 헤드에 대한 수술 위치의 바늘의 특

정 공간적 관계의 결정과 무관하게, 스캔 헤드 좌표 시스템내의 바늘의 좌표를 결정함으로써, 스캔 헤드의 섹터 스윕(

sweep)을 규정한다. 생체검사 부착부상에 장착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션 부재는 캘리브레이션 모드 동안 스캔 

헤드에 의해 스캔되어 이미지 디스플레이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적어도 두 개의 초음파 반사 영역을 포함한다. 이들 반

사 영역의 디스플레이는 이미징 장치 하우징에 관한 캘리브레이션 부재의 미리 결정된 기하학적 관계를 사용하여 바

늘의 좌표가 결정될 수 있게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일 특징의 목적은 위치 센서 및 카테터에 관해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캘리브레이팅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일 특징의 목적은 초음파 트랜스듀서 및 위치 센서를 포함하는 카테터로 수행되는 절차의 정확도를 

증가시키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부 특징의 다른 목적은 카테터에 고정된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사용하여 신체내의 이미징 구조의 위치 및 

배향의 결정 정확도를 증가시키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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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특징의 또 다른 목적은 카테터에 관한 캘리브레이션 정보의 편리한 전자 저장 및 소환을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인체내로 삽입하기 위한 카테터를 포함하는 카테터 시스템이 제공된다. 카테터는 위치

감지 디바이스를 포함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세 개의 비동심 코일들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포함하며, 이 초음파 트

랜스듀서는 일반적으로 환자내의 초음파 이미징을 위해 사용된다. 베이스에 장착된, 평행 방사기 코일들의 세 개의 

상호-직교 쌍들을 포함하는 것이 적합한 지그와 같은 테스트 고정부는 먼저 코일들의 이득을 캘리브레이팅하고, 그후

직교성으로부터의 편차를 보정하도록 카테터에 대한 코일들의 각 각도 배향을 캘리브레이팅하도록 사용된다. 이들 

단계는 일반적으로, Osadchy 등의 상술된 미국 특허 제6,266,551 호에 기술된 장치 및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수행되

는 것이 적합하다. 지그는 위치 감지 디바이스 및 카테터에 대한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각도 배향을 캘리브레이팅하기

위해 부가로 사용된다. 이 캘리브레이션을 위하여,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초음파 방사선을 방출하고, 공지된 지그내의

고정된 위치에 배치된 타겟으로부터 되반사되는 방사선을 수신한다. 카테터의 말단 단부의 각도 배향은 타겟으로부

터 되반사된 방사선이 타겟에 관한 카테터의 말단 단부의 각도 배향이 위치 감지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측정되는 지점

에서, 초음파 트랜스듀서에 관하여 중심 설정될 때까지 변화한다. 이 배향에 기초하여, 위치 감지 디바이스 및 카테터

에 관한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배향이 산출된다.

양호하게는, 이 캘리브레이션은 카테터 좌표가 결정되는 고정된 외부 기준 프레임과 의료 시술 동안 카테터에 의해 

포착되는 초음파 이미지 사이의 정밀한 정합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신체내의 이미징 구

조의 위치 및 배향이 매우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카테터에 관한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배향은 0.1°이내로 캘리브레이팅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결과적으로, 초음파 트랜스듀서로부터 5-7cm 떨어진 구조

체의 초음파 이미지내에 재구성된 화소의 위치가 1mm 이내로 결정될 수 있으며, 이는 높은 정밀도 레벨을 나타낸다.

지그는 카테터 클램프 조립체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 클램프 조립체는 클램프 베이스를 포함하고, 이는 

카테터의 장축에 관하여 피치(pitch) 및 요(yaw)의 회전축상에서 선회할 수 있는 유니버셜 조인트를 포함한다. 유니

버셜 조인트는 공지된 위치 및 배향으로 지그의 방사기 코일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고정된다. 지그는 공지된 위치

에 고정된 공지된 형상, 크기 및 재료의 초음파 타겟을 부가로 포함한다. 예로서, 타겟은 초음파 반사 재료로 이루어진

작은 '버블(bubble)'을 포함할 수 있다.

카테터는 일반적으로, 말단 단부가 미리 결정된 거리 만큼 홈으로부터 돌출하도록 타겟의 방향으로 카테터의 말단 단

부가 지향하는 상태로 클램프 조립체의 홈내에 삽입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카테터는 원하는 회전 배향으로 그 장축 

둘레에서 회전한다.

일부 응용을 위해, 카테터 팁에 관한 코일의 변위가 캘리브레이팅된다. 이는 Osadchy 등의 상술한 미국 특허 제6,26

6,551호에 기술된 것들과 같은 이 목적을 위한 방법 및 지그(미도시)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것이 적합하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상술된 방법에 따라 결정된 캘리브레이션 보정은 그후, 카테터내에 통합되는 것이 적

합한 메모리 디바이스내에 전기적으로 저장된다. 카테터가 의료 절차 동안 사용을 위한 콘솔에 결합될 때, 이 메모리 

디바이스는 콘솔내의 컴퓨터에 억세스될 수 있다. Osadchy 등의 상술된 미국 특허 제6,266,551호에 기술된 이런 메

모리 디바이스를 위한 장치 및 방법이 사용되거나, 대안적으로, 본 기술에 공지된 다른 장치 및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공지된 위치에서 내부에 배치된 초음파 타겟을 포함하는 테스트 고정부에 초음파

트렌스듀서와 위치 센서를 구비하는 프로 브를 배치하는 단계와, 트렌스듀서가 초음파 타겟과 정렬된 것을 트랜스듀

서의 출력 신호가 지시할 때까지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동작시키면서 테스트 고정부내에서 프로브를 조작하는 단계와,

테스트 고정부의 기준 프레임내에서 프로브의 배향을 결정하도록, 트랜스듀서가 초음파 타겟과 정렬되어 있는 동안 

위치 센서에 의해 생성된 위치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 및 프로브의 배향에 응답하여 프로브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데

이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제공한다.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프로브의 축에 관한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정렬을 포함하고,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

는 이 정렬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안적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위치

센서에 관한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정렬을 포함하고,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는 이 정렬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프로브는 말단 팁을 포함하고,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말단 팁에 대한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변위의 

척도를 포함하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는 변위의 척도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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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예에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는 테스트 고정부에 대한 초음파 타겟의 공지된 위치와 프로브의 배향

에 응답하여 프로브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프로브 조작 단계는 프로브의 롤(roll), 프로브의 요(yaw), 프로브의 피치로 구성되는 집합으로부터 선택된 프로브의 

회전축을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프로브 조작 단계는 트랜스듀서가 초음파 타겟과 

정렬 된 것을 출력 신호가 지시할 때까지, 초음파 타겟의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초음파 타겟을 동작시키면서 테스트 

고정부내의 프로브를 조작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부 응용에 대하여, 프로브 조작 단계는 프로브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다른 응용에 대하여, 프로브 

조작 단계는 프로브를 자동으로 조작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위치 신호 측정 단계는 테스트 고정부내에 적어도 두 개의 자장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안적

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위치 센서는 적어도 두 개의 코일들을 포함하고, 위치 신호 측정 단계는 코일 각각을 위한 코

일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부 응용에서, 위치 신호 측정 단계는 프로브의 온도를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예로서, 프로브의 온도 변경 단계

는 프로브를 가열하는 단계 또는 프로브를 냉각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브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가능한 마이크로회로를 포함하고,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는 마이크로회로내

에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예로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기록 단계는 캘리브레이션 코드

를 암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테스트 고정부는 클램프 조립체를 포함하고, 테스트 고정부내에 프로브를 배치하는 단계는 프로브를 클램프 조립체

내에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예로서, 클램프 고정부는 홈을 형성하도록 성형되고, 테스트 고정부내에 프로브를 배

치하는 단계는 홈내에 프로브를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테스트 고정부는 공지된 위치에 고정된 적어도 두 개의 방사기 코일들을 포함하며, 프로브 배치 단계

는 방사기 코일에 대해 공지된 배향으로 프로브를 정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위치 신호 측정 단계는 테스트 고정부

내에 공지된 자장을 생성하도록 방사기 코일들을 작동시키는 단계, 및 프로브의 축에 관한 위치 센서의 위치-센서 배

향을 결정하도록 위치 센서에 의해 생성된 위치-센서-캘리브레이션 위치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캘리브

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는 위치 센서의 배향에 응답하여 프로브를 위한 위치-센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 일부 응용에 대하여, 프로브는 말단 팁을 포함하고, 위치-센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는 말단 팁

에 대한 위치 센서의 변위의 척도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위치 신호 측정 단계는 위치 센서에 관한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배향을 결정하도록 위치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프로브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는 위치 센서에 관한 초음파 트랜스

듀서의 배향 및 프로브의 축에 관한 위치-센서 배향에 응답하여 프로브의 축에 관한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정렬을 결

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대안적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위치 센서는 적어도 두 개의 코일들을 포함하고, 위치-센서-캘리브레이션 위치 

신호 측정 단계는 코일 각각을 위한 코일-캘리브레이션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 프로브를 위한 

위치-센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는 각 코일들의 이득을 캘리브레이팅하는 단계 를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

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프로브를 위한 위치-센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는 프로브의 축과의 정렬로부터의 

코일의 편차를 각 코일에 대하여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공지된 위치에서 내부에 배치된 초음파 타겟을 포함하는 테스트 고정부내에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구비하는 프로브를 배치하는 단계와, 트랜스듀서가 초음파 타겟과 정렬된 것을 트랜스듀서의 출력 신

호가 지시할 때까지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동작시키면서 테스트 고정부내에서 프로브를 조작하는 단계와, 트랜스듀서

가 초음파 타겟과 정렬상태에 있는 동안 테스트 고정부의 기준 프레임내의 프로브의 배향을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단

계, 및 프로브의 배향에 응답하여 프로브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

법을 부가로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내부에 배치된 초음파 타겟을 포함하는 테스트 고정부내에 초음파 트렌스듀서를

구비하는 프로브를 배치하는 단계와, 트렌스듀서가 초음파 타겟과 정렬된 것을 트랜스듀서의 출력 신호가 지시할 때

까지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동작시키면서 테스트 고정부내에서 초음파 타겟을 이동시키는 단계와, 테스트 고정부의 

기준 프레임내의 프로브의 배향을 결정하도록, 트랜스듀서가 초음파 타겟과 정렬되어 있는 동안 테스트 고정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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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프레임내의 초음파 타겟의 위치를 측정하는 단계, 및 프로브의 배향에 응답하여 프로브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데이

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부가로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공지된 위치에서 내부에 배치된 이미 징 타겟을 포함하는 테스트 고정부에 이미

징 디바이스 및 위치 센서를 구비하는 프로브를 배치하는 단계와, 이미징 디바이스가 이미징 타겟과 정렬된 것을 이

미징 디바이스의 출력 신호가 지시할 때까지 이미징 디바이스를 동작시키면서 테스트 고정부내에서 프로브를 조작하

는 단계와, 테스트 고정부의 기준 프레임내의 프로브의 배향을 결정하도록, 이미징 디바이스가 이미징 타겟과 정렬되

어 있는 동안 위치 센서에 의해 생성된 위치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 및 프로브의 배향에 응답하여 프로브를 위한 캘리

브레이션 데이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부가로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위치 센서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갖는 프로브를 캘리브레이팅하기 위한 장치

를 제공하고, 이 장치는, 공지된 위치에서 내부에 배치된 초음파 타겟을 포함하는 테스트 고정부, 및 컴퓨터를 포함하

고, 이 컴퓨터는 트랜스듀서가 초음파 타겟과 정렬상태에 있는 동안 위치 센서에 의해 생성된 위치 신호를 수신하고, 

테스트 고정부의 기준 프레임내의 프로브의 배향을 결정하며, 프로브의 배향에 응답하여 프로브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결정하도록 적용된다.

일부 응용에 대하여,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프로브의 축에 관한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정렬을 포함하고, 컴퓨터는 이

정렬을 결정하도록 적용된다. 대안적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위치 센서에 관한 초음파 트랜스

듀서의 정렬을 포함하고, 컴퓨터는 이 정렬을 결정하도록 적용된다.

일 실시예에서, 프로브는 말단 팁을 포함하고,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말단 팁에 대한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변위의 

척도를 포함하며, 컴퓨터는 변위의 척도를 결정하도록 적용된다.

대안적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컴퓨터는 테스트 고정부에 대한 초음파 타겟의 공지된 위치와 프로브의 배향에 응답하

여 프로브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결정하도록 적용된다.

일 실시예에서, 초음파 타겟은 초음파-반사 재료를 포함하는 버블을 포함한다.

위치 센서는 적어도 두 개의 코일들을 포함하고, 컴퓨터는 코일들의 전류에 응답하여 위치 신호를 수신하도록 적용된

다.

일부 응용에 대하여, 테스트 고정부는 프로브를 가열하도록 적용되는 가열 소자를 포함한다.

초음파 타겟은 테스트 고정부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응용에 대하여, 프로브는 프로그램가능한 마이크로회로를 포함하고, 컴퓨터는 마이크로회로내에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적용된다. 이 경우에, 컴퓨터는 캘리브레이션 코드를 암호화하도록 적용될 수 있다.

테스트 고정부는 프로브를 유지하도록 적용되는 클램프 조립체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클램프 조립체는 프로

브의 롤, 프로브의 요 및 프로브의 피치로 구성되는 집합으로부터 선택된 프로브의 회전축상에서 프로브의 배향이 변

화될 수 있게 하도록 적용된다. 대안적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클램프 조립체는 프로브를 유지하도록 적용되는 홈을 

형성하도록 성형된다. 또한, 대안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클램프 조립체는 자동 방식으로 프로브를 조작하도록 적용

된다.

일 실시예에서, 테스트 고정부는 공지된 위치에 고정된 적어도 두 개의 방사기 코일들을 포함한다. 테스트 고정부는 

평행한 방사기 코일들의 세 개의 상호-직교 쌍들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응용에서, 방사기 코일들은 테스

트 고정부내에 각 자장을 생성하도록 적용되고, 컴퓨터는 자장에 응답하여 위치 센서에 의해 생성된 위치 신호를 수

신하도록 적용된다.

일 실시예에서, 컴퓨터는, 프로브가 방사기 코일에 대해 공지된 배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동안 위치 센서에 의해 생성

된 위치-센서-캘리브레이션 신호를 수신하고, 프로브의 축에 대해 위치 센서의 위치-센서 배향을 결정하며, 위치 센

서의 배향에 응답하여 프로브를 위한 위치-센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결정하도록 적용된다.

이 경우에,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프로브는 말단 팁을 포함하고, 위치-센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말단 팁에 대

한 위치 센서의 변위의 척도를 포함하며, 컴퓨터는 변위의 척도를 결정하도록 적용된다.

대안적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프로브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프로브의 축에 관한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정렬

을 포함하고, 컴퓨터는, 위치 센서에 대한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배향을 결정하고, 프로브의 축에 관한 위치-센서 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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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위치 센서에 대한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배향에 응답하여, 프로브의 축에 관한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정렬을 결정하

도록 적용된다.

일 실시예에서, 위치 센서는 적어도 두 개의 코일들을 포함하고, 컴퓨터는 코일들 각각을 위한 코일-캘리브레이션 신

호를 측정하도록 적용된다. 예로서, 컴퓨터는 각 코일의 이득을 캘리브레이팅하도록 적용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또

는 부가적으로, 컴퓨터는 각 코일을 위하여, 프로브의 축과의 정렬로부터의 코일의 편차를 결정하도록 적용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갖는 프로브를 캘리브레이팅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지된 위치에

서 내부에 배치된 초음파 타겟 및 측정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테스트 고정부로서, 측정 디바이스가 테스트 고정부의 

기준 프레임내의 프로브의 배향을 기계적으로 측정하고, 측정에 응답하여 배향 신호를 생성하도록 적용되는 테스트 

고정부, 및 컴퓨터를 포함하고, 이 컴퓨터는, 트랜스듀서가 초음파 타겟과 정렬상태에 있는 동안 측정 디바이스에 의

해 생성된 배향 신호를 수신하고, 배향 신호에 응답하여 프로브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결정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를 부가로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위치 센서 및 이미징 디바이스를 갖는 프로브를 캘리브레이팅하기 위한 장치로

서, 공지된 위치에서 내부에 배치된 이미징 타겟을 포함하는 테스트 고정부, 및 컴퓨터를 포함하고, 이 컴퓨터는, 이미

징 디바이스가 이미징 타겟과 정렬 상태에 있는 동안, 위치 센서에 의해 생성된 위치 신호를 수신하고, 테스트 고정부

의 기준 프레임내의 프로브의 배향을 결정하며, 프로브의 배향에 응답하여, 프로브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결

정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가 부가로 제공된다.

본 발명은 도면과 함께 그 양호한 실시예에 대한 하기의 설명으로부터 보다 완전히 이해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인체내로 삽입하기 위한, 세장형 프로브, 바람직하게는 카테터(20)를 포함하

는 카테터 시스템(10)의 단순화된 예시도이다. 비록 하기의 양호한 실시예가 카테터에 관련하여 설명되지만, 본 발명

은 다른 유형의 프로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카테터(20)는 사용자에 의한 카테터의 조작을 위한 핸들(30)을 적합하게 포함하고, 핸들(30)상의 제어부(32)는 사용

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카테터의 말단 단부(22)를 조향, 또는 이를 필요에 따라 배치 및/또는 배향할 수 있게 한다.

시스템(10)은 사용자가 카테터(20)의 기능을 관찰 및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콘솔(34)을 부가로 포함한다. 콘솔(34)은 

컴퓨터(36), 키보드(38), 일반적으로 컴퓨터 내부에 있는 신호 처리 회로(40), 및 디스플레이(42)를 적합하게 포함한

다. 신호 처리 회로(40)는 일반적으로 카테터(20)로부터의 신호를 수신, 증폭, 필터링, 및 디지털화하며, 이들 디지털

화된 신호가 카테터의 위치 및 배향을 연산하기 위해 컴퓨터(36)에 의해 수신 및 사용된다. 카테터(20)는 커넥터(44)

에 의해 그 기단 단부에서 콘솔(34)상의 정합 리셉터클(46)에 결합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카테터(20)의 말단 단부(22)의 개략적인 예시도이다. 말단 단부(22)는 카테

터의 말단 팁(26)에 인접한 진단 및/또는 치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부(24)를 포함한다. 기능부(24)는 일반적으

로 환자내부의 초음파 이미징을 위해 사용되는 초음파 트랜스듀서(50)를 포함한다. 대 안적으로, 초음파 트랜스듀서(

50)는 도플러 측정과 같은 다른 진단 목적 또는 치료 용도를 위해 사용된다.

카테터(20)의 말단 단부는 신체내의 카테터의 위치 및 배향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호를 생성하는 위치 감지 디

바이스(28)를 부가로 포함한다. 위치 감지 디바이스(28)는 기능부(24)에 인접한 것이 적합하다. 위치 감지 디바이스(

28)와 기능부(24) 사이에 고정된 위치 및 배향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적합하다.

위치 감지 디바이스(28)는 상술된 Ben-Haim 등의 유럽 특허 제0 776 176호에 기술된 바와 같은 세 개의 비동심 코

일들(60, 62, 64)을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 디바이스는 위치 및 배향 정보의 6개의 치수의 연속적 생성을 가능하

게 한다. 코일들(60, 62, 64)은 각 축들(66, 68, 70)을 가지며, 이는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 직교 카테시안 축(Z, X 및 Y)을 형성하는 것이 적합하며, 여기서, Z-축은 카테터(20)의 장축에 평행하고, X- 및 

Y-축은 이에 수직인 평면을 형성한다. 각 코일들은 서로에 대해 고정된 위치 및 배향을 가진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가 도 2에 도시되고 상술된 위치 신호 생성 디바이스를 참조로 여기에 설명되지만, 본 발명의

개념은 다른 위치 감지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프로브에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는 위치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단일 코일, 또는 동심 또는 비동심일 수 있는 둘 이상의 이런 코

일들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호한 실시예는 홀 이펙트(Hall effect) 디바이스와 같은 다른 형태의 위치 

감지 디바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치 감지 디바이스(28)는 말단 팁(26)으로부터 거리 L에서 카테터(20)내에 배치되며, 여

기서, L은 편의상 코일(62)의 중앙축(68)으로부터 팁(26)까지의 Z-축을 따른 거리로서 규정된다. 코일들(60, 6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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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축(66, 70)은 각각 거리 d y 및 d z 만큼 축(68)으로부터 변위되어 있다.

콘솔(34)내의 신호 처리 회로(40)는 코일들(60, 62, 64)로부터 코일 와이어(72)에 의해 전달되는 신호를 수신하고, 

이들을 컴퓨터(36)로 전달하며, 이 컴퓨터는 고정된 외부 좌표 프레임에 대해 축들(66, 68, 70)의 회전 배향 및 위치 

감지 디바이스(28)의 3차원 병진 위치를 연산한다. 말단 팁(26)의 실제 위치 및 배향은 축(68)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

은 위치 감지 디바이스(28)의 중심으로부터의 팁(26)의 거리(L) 및 축들(66, 68, 70)의 배향을 고려하여 연산된다.

카테터(20)의 제조 프로세스의 편차로 인해, 거리(L)는 일 카테터로부터 다른 카테터까지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팁(26)의 위치를 산출할 시에 에러를 초래한다. 또한, 코일(60)의 축(66)은 팁(26)을 통과하는 카테터(20)의 종축과

의 절대 정렬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코일들(62, 64)의 축들(68, 70) 각각은 축(66)에 대해, 또는 

서로에 대해 정밀하게 직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에 의해 카테터의 위치 및 배향의 결정에 부가적인 에러를 

유도한다. 부가적으로, 초음파 트랜스듀서(50)의 축(52)은 일반적으로 코일(60)의 축(66)으로부터, 그리고, 카테터(2

0)의 종축과의 절대 정렬로부터 이탈한다. 결과적으로, 코일들(60, 62 및 64)의 각 이득 및 거리(d y 및 d z )의 변화

는 카테터의 위치 및 배향의 결정에 부가적인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위치 감지 디바이스(28)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50)는 카테터가 환자의 신체내

로 삽입되기 이전에 캘리브레이트된다. 이 캘리브레이션은 예로서, 도 3a, 도 3b 및 도 3c에 도시된 것들과 같은 하나

이상의 지그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것이 적합하다.

도 3a, 도 3b 및 도 3c는 코일들(60, 62, 64)의 직교성으로부터의 편차 및 이득의 캘리브레이팅시 사용하기 위한, 그

리고 코일(60)의 축(66)으로부터와, 카테터(20)의 장축과의 정렬로부터의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편차를 캘리브레이팅

하기 위한 지그(77)의 양호한 실시예를 도시한다. 지그(77)는 베이스(85)상에 장착된 평행 방사기 코일들(79, 81, 83

)의 3개의 상호직교 쌍을 포함한다. 방사기 코일들은 방사기 코일이 자기장을 생성하게 하는 방사기 구동 회로(미도

시)에 결합된다. 각 방사기 코일 쌍은 코일의 쌍에 의해 규정된 평면에 실질적으로 수직이고, 다른 두 개의 방사기 코

일 쌍에 의해 생성된 필드에 실질적으로 직교하는 자기장을 생성한다.

방사기 코일들은 지그의 중심에 인접한 영역, 즉 세 쌍의 방사기 코일 사이의 중앙에 배치된 영역에서 미리 결정된 실

질적으로 균일한 자기장을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구동 회로는 세 방사기 코일 쌍들에 의해 생성된 각 자기장의 진폭이

동일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그(77)는 도 3a에 도시되지 않은, 지그내측에 배치된 카테터 클램프 조립체(87)를 부가

로 포함한다.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램프 조립체(87)는 클램프 베이스(89)를 포함한다. 클램프 베이스(89)는 

유니버셜 조인트(103)를 포함하며, 이는 카테터(20)의 장축에 관하여 피치 및 요(yaw)의 회전축상에서 피봇할 수 있

다. 유니버셜 조인트(103)의 베이스부는 일반적으로, 공지된 위치 및 배향으로 하나 이상의 방사기 코일들(79, 81, 8

3)을 지지하는 하우징에 고정된다. 클램프 조립체(87)는 클램프 조립체내에 유지된 카테터가 지그의 중심에 인접한 

실질적으로 균일한 자기장의 영역내에 존재하도록, 그리고, 카테터의 장축이 평행 방사기 코일의 쌍 중 하나(예로서,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은 코일 (83))에 의해 형성된 평면에 실질적으로 수직이 되도록 지그(77)내에 구성 및 형성되

는 것이 적합하다. 클램프 커버(91)는 힌지(93)에 의해 베이스(89)에 회전가능하게 부착된다. 베이스(89) 및 커버(91

)는 각각 반원형 홈(95, 97)을 포함하고, 그 반경은 카테터(20)의 반경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들은 함께 원형 홈(

94)(도 3b에 도시)을 포함한다.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그(77)는 공지된 위치에 고정된, 공지된 형상, 크기 및 재료로 이루어진 초음파 타겟(27)

을 부가로 포함한다. 타겟(27)은 예로서, 초음파 반사 재료로 이루어진 작은 '버블'을 포함할 수 있다. 타겟(27)은 또한

다른 형상 및/또는 크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

클램프 조립체(89)는 가열 소자(99)와, 적어도 하나의 온도 센서(101)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며, 이들은 카테터(20)

의 말단 단부(22)를 카테터가 삽입되는 신체의 온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온도로 가열하고, 캘리브레이션 동안 말단 

단부를 그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기술 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이, 자기장 에 대한 코일들(60, 62, 64)의 

응답은 온도의 함수로서 변화할 수 있다. 예로서, 코일이 페라이트 코어 둘레에 권선될 때, 그 인덕턴스는 온도와 함께

변할 수 있으며, 이 변화는 위치 감지 디바이스(28)의 캘리브레이션에 에러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말단 단부(22)

는 예를 들면, 심장-개방 수술동안 일반적으로 유도되는 바와 같은 저체온(hypothermia) 상태하에서 카테터(20)가 

사용될 때 다른 온도가 선택될 수 있지만, 캘리브레이션 동안 37℃의 온도로 가열 및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록,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가 상술되고, 도 3a, 도 3b 및 도 3c 도시된 지그를 참조로 여기서 설명하였지만, 본 발

명의 이들 실시예의 개념은 대안적인 지그에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공지된 정확한 자기장 

강도를 제공하는 소정의 지그, 공지된 고정 위치를 갖는 초음파 타겟 및 공지된 위치에 카테터(20)를 고정하기 위한 

수단이 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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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카테터(20)에 관한 위치 감지 디바이스(28)의 캘리브레이팅시 지그(77)를 사용하기 위

해, 카테터는 카테터의 말단 단부(22)가 타겟(27)의 방향을 지향하는 상태로 홈(95)내에 삽입된다. 말단 단부(22)는 

미리 결정된 거리 만큼 그로부터 돌출하도록 클램프 조립체(87)내에 삽입되는 것이 적합하다. 소정 거리는 예로서, 카

테터의 외면상의 기점 표지 또는 다른 형상부(미도시)에 의해 표시될 수 있다. 카테터는 그 장축 둘레로 소정 회전 배

향으로 회전되며, 여기서 도 2에 도시된 X, Y 및 Z 카테터 축은 각각 방사기 코일 쌍들(83, 79, 81)에 의해 형성된 자

기장 방향과 실질적으로 정렬된다. 대안적으로, 카테터(20)가 그 장축 둘레에서 회전 대칭인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

에서, 회전 배향은 중요하지 않다.

카테터(20)가 홈(95)내에 적절히 삽입 및 정렬된 후에, 커버(91)는 하강되어 카테터를 적소에 유지한다. 이 방식으로,

카테터는 방사기 코일(79, 81, 83)에 의해 생성된 자기장에 관하여, 그리고, 타겟(27)에 관하여 공지된 배향으로 고정

된다.

그후, 미리 결정된 공지된 자기장을 생성하도록 순차적으로 방사기 코일 쌍들(79, 81, 83)을 작동시킴으로써 카테터 

코일들(60, 62, 64)의 각 이득 및 각도 배향이 캘리브레이팅되고, 카테터 코일에 의해 생성된 신호의 진폭이 측정된다

.

먼저, 코일의 이득을 캘리브레이팅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코일 쌍 각각에 응답하여 각 카테터 코일들(60, 62, 64)에 

의해 생성된 신호의 진폭의 자승을 합산함으로써 각 카테터 코일 신호의 총 진폭이 유도된다. 코일들(60, 62, 64) 부

근의 자기장은 코일 축(66, 68, 70) 각각을 따라 동일 및 실질적으로 균일한 성분을 가지기 때문에, 총 신호 진폭은 코

일들(60, 62, 64)의 각 배향 및 위치에 무관하고, 각 코일 이득에만 의존한다. 따라서, 측정된 총 신호 진폭은 예상 표

준값으로 측정된 진폭을 나눔으로써 코일들(60, 62, 64)을 위한 각 정규화 인자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어서, 이들 코일로부터 수신된 신호의 진폭이 이득 변화에 대한 보정을 위해, 각 정규화 인자에 의해 승산될 수 있다.

지그(77)는 직교성으로부터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카테터(20)에 대해 코일들(60, 62, 64)의 각 각도 배향을 보정하

기 위해 부가로 사용된다. 자기장 각각에 응답하여 각 코일들(60, 62, 64)에 의해 생성된 신호의 정규화된 진폭은 인

가된 자기장의 방향 및 각 코일 축(66, 68, 70) 사이의 각도의 코사인에 비례한다. 따라서, 방사기 코일 쌍들(79, 81, 

83)에 의해 인가된 세 개의 직교 자기장의 방향에 대응하는 세 개의 이런 각도 코사인은 카테터 코일들(60, 62, 64) 

각각을 위해 유도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카테터(20)가 X, Y, Z 카테터 축이 세 개의 직교 자기장 방향과 실질

적으로 정렬되는 방식으로 클램프 조립체(87)내에 유지되기 때문에, 카테터 축에 대한 코일의 배향이 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 경우에는 방사기 코일 쌍(83)에 대응하는 Z-축 자기장이 작동될 때, 코일(60)로부

터 수신된 신호의 정규화된 진폭(S 60 (Z))이 수신 및 측정된다. X- 및 Y-축 필드가 유사하게 작동되고, 대응하는 정

규화된 신호(S 60 (Y), S 60 (X))가 수신된다. S 60 (X), S 60 (Y) 및 S 60 (Z)은 코일(60)을 위한 코일 각도 캘리브레

이션 인자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들은 그후 카테터(20)에 기록되고, 카테터의 위치 및 배향의 결정시 사용된다

. 유사한 절차가 코일들(62, 64)을 캘리브레이팅하기 위해 사용된다.

비록, 코일 쌍들(79, 81 및 83)에 의해 생성된 자기장이 실질적으로 직교하며, 동일 진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

도, 코일 쌍의 정밀하지 못한 권선은 직교성 및 균등성으로부터의 작은 편차를 유발할 수 있다. 이들 편차는 보정되지 

않는 경우, 카테터(20)의 캘리브레이션에 에러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바람직하게

는 Osadchy 등의 상술된 미국 특허 제6,266,551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지그(77)를 캘리브레이팅하기 위해 마스터 

코일(미도시)이 사용된다. 카테터(20)가 카테터의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지그(77)내에 배치될 때, 코일들(60, 62, 64)

로부터 수신된 신호는 코일 쌍들(79, 81, 83)의 캘리브레이션 인자를 고려하도록 먼저 보정되고, 이어서 상술된 카테

터의 이득, 정규화 및 각도 캘리브레이션 인자가 결정되는 것이 적합하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지그(77)는 위치 감지 디바이스(28) 및 카테터(20)에 대한 초음파 트랜스듀서(50)의 

각도 배향을 캘리브레이팅하기 위해 부가로 사용된다. 초음파 트랜스듀서(50)는 초음파 방사선을 방출하고, 타겟(27)

으로부터의 되반사된 방사선에 응답하여 출력 신호를 생성한다. 카테터(20)의 말단 단부(22)의 각도 배향의 롤(roll), 

요(yaw) 및/또는 피치는 초음파 트랜스듀서(50)가 타겟(27)과 적절하게 정렬되는 것을 출력 신호가 지시할 때까지 

변화된다. 정렬은 타겟의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또는 대안적으로, 본 특허 출원의 내용을 읽은 본 기술 분야의 숙련

자들에게 명백한 다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수행되는 것이 적합하다. 타겟상으로의 호닝 인(honing in) 방법도 본 기

술의 숙련자들에게 명백할 것이다. 카테터의 각도 배향의 조작은 수동으로 또는 자동화된 수단에 의해 수행될 수 있

다.

홈(94)(도 3b)의 중심으로부터 타겟(27)으로 연장하는 고정되고 공지된 축(29)에 대한 말단 단부(22)의 요 및 피치의

각도가 측정된다. 이 측정은 타겟과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정렬에 앞서 그 배향과, 타겟과의 정렬시의 디바이스의 현 

배향을 비교함으로써, 위치 감지 디바이스(28)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것이 적합하다. 대안적으로, 측정은 본 기술 분야

에 공지된 기계적 수단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위치 감지 디바이스(28)와 초음파 트랜스듀서(50)의 말단 단부 사이의 

거리, 타겟(27)과 초음파 트랜스듀서(50)의 말단 단부 사이의 거리, 및 홈(94)의 중심과 초음파 트랜스듀서(50)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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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단부 사이의 거리가 알려지고, 측정된 각도 및 이들 거리를 사용하여 위치 감지 디바이스(28)에 대한 초음파 트랜

스듀서(50)의 축의 정확한 배향, 및 카테터(20)의 종축에 대한 축(52)의 정확한 배향이 쉽게 산출된다. (유니버셜 조

인트(103)에 의해 유발된 팁(26)과 타겟(27) 사이의 거리의 소정 변화는 쉽게 산출 및 보상될 수 있다).

카테터(20)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의 편차가 카테터 팁(26)에 대한 초음파 트랜스듀서(50)의 변위의 현저한 변화를 초

래하는 일부 응용에 대하여, 이 변위가 캘리브레이팅된다. 이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여기에 상술된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 적합하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초음파 트랜스듀서(50)에 대한 코일들(60, 62, 64)의 각 각도

배향이 직접적으로 산출된다. 본 실시예에서, 카테터(20)에 대한 코일의 배향을 캘리브레이팅하는 중간 단계는 수행

되지 않는다. 이 캘리브레이션 기술은 카테터(20)가 초음파 트랜스듀서 이외의 진단 또는 치료 소자를 포함하지 않는 

응용에 특히 유리하며, 그 이유는 이런 응용에서는 그 공정 동안 카테터의 정확한 배향을 알 필요가 없는 것이 일반적

이기 때문이다.

일부 응용에 대하여, 초음파 트랜스듀서(50)는 카테터의 장축에 대해 평행이 아니라 카테터(20)의 장축에 수직하게 

배치된다. 여기에 기술된 캘리브레이션 기술은 적절히 변형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카테터(20)는 캘리브레이션 동안 지그내의 고정된 위치에 유지되며, 초음파 타겟(27)

은 초음파 트랜스듀서(50)가 타겟과 정렬할 때까지 지그내에서 이동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카테터 팁(26)에 대한 코일들(60, 62, 64)의 변위가 캘리브레이팅된다. 이는 Osadchy 

등의 상술한 미국 특허 제6,266,551호에 기술된 것들과 같이 이 목적을 위한 방법 및 지그(미도시)를 사용하여 수행

되는 것이 적합하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상술된 방법에 따라 결정된 캘리브레이션 보정은 그후 카테터(20)내에 통합되어 있는 

것이 적합한 메모리 디바이스내에 전기적으로 저장된다. 카테터가 콘솔(34)에 연결될 때, 이 메모리 디바이스는 콘솔

내의 컴퓨터(36)에 억세스될 수 있다. Osadchy 등의 상술된 미국 특허 제6,266,551호에 기술된 이런 메모리 디바이

스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가 사용될 수 있거나, 대안적으로 본 기술에 공지된 다른 장치 및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비록, 본 발명의 실시예가 초음파 트랜스듀서에 관하여 설명되었지만, 여기에 기술된 방법 및 장치는 다른 이미징 양

식을 수행하는 카테터상의 디바이스에 대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부가적으로, 본 발명의 실시

예가 코일의 이득을 캘리브레이팅하고, 카테터에 대한 코일의 각 각도 배향을 캘리브레이팅하며, 카테터 팁에 대한 

코일의 변위를 캘리브레이팅하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지만, 이들 단계는 선택적으로 생략될 수 있다. 

또한, 비록 본 발 명의 실시예가 코일계 위치 센서에 관하여 설명되었지만, 여기에 설명된 기술은 코일계가 아닌 위치 

센서에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은 본 발명이 상술 및 특정하게 도시된 것들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오히

려, 본 발명의 범주는 상술된 다양한 특징의 조합 및 하위조합 및 상술한 설명을 읽을 때,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이 

알 수 있는 종래 기술에 존재하지 않는 그 변형 및 변경 양자 모두를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지된 위치에서 내부에 배치된 초음파 타겟을 포함하는 테스트 고정부에 초음파 트렌스듀서와 위치 센서를 구비하

는 프로브를 배치하는 단계와,

상기 트렌스듀서가 상기 초음파 타겟과 정렬되는 것을 상기 트랜스듀서의 출력 신호가 지시할 때까지 상기 초음파 트

랜스듀서를 동작시키면서 상기 테스트 고정부내에서 상기 프로브를 조작하는 단계와,

상기 테스트 고정부의 기준 프레임내에서 상기 프로브의 배향을 결정하도록, 상기 트랜스듀서가 상기 초음파 타겟과 

정렬되어 있는 동안 상기 위치 센서에 의해 생성된 위치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프로브의 상기 배향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브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

레이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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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상기 프로브의 축에 관한 상기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정렬을 포함하고,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는 상기 정렬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상기 위치 센서에 관한 상기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정렬을 포함하고,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는 상기 정렬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상기 위치 센서에 관한 상기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정렬 및 상기 프로

브의 축에 관한 상기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정렬을 포함하고,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는 상기 정렬들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는 말단 팁을 포함하고,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상기 말단 팁에 대한 상기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변위의 척도를 포함하며,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는 상기 변위의 척도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는 상기 테스트 고정부에 대한 상기 초음파 타겟의 상기 공지

된 위치와 상기 프로브의 상기 배향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브를 위한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 조작 단계는 상기 프로브의 롤(roll), 상기 프로브의 요(yaw), 및 상기 프로브의 피치로

구성되는 집합으로부터 선택된 상기 프로브의 회전축을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 조작 단계는 상기 트랜스듀서가 상기 초음파 타겟과 정렬된 것을 상기 출력 신호가 지

시할 때까지, 상기 초음파 타겟의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상기 초음파 타겟을 동작시키면서 상기 테스트 고정부내의 상

기 프로브를 조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 조작 단계는 상기 프로브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 조작 단계는 상기 프로브를 자동으로 조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신호 측정 단계는 상기 테스트 고정부내에 적어도 두 개의 자장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센서는 적어도 두 개의 코일들을 포함하고,

상기 위치 신호 측정 단계는 상기 코일 각각을 위한 코일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 조작 단계는 상기 프로브의 장축 둘레로 상기 프로브를 회전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14.



공개특허 10-2004-0103413

- 12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신호 측정 단계는 상기 프로브의 온도를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의 온도 변경 단계는 상기 프로브를 가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의 온도 변경 단계는 상기 프로브를 냉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는 프로그램가능한 마이크로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는 상기 마이크로회로내에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기록 단계는 캘리브레이션 코드를 암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

레이션 방법.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고정부는 클램프 조립체를 포함하고,

상기 테스트 고정부내에 상기 프로브를 배치하는 단계는 상기 프로브를 상기 클램프 조립체내에 배치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클램프 고정부는 홈을 형성하도록 성형되고,

상기 테스트 고정부내에 상기 프로브를 배치하는 단계는 상기 홈내에 상기 프로브를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

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고정부는 공지된 위치에 고정된 적어도 두 개의 방사기 코일들을 포함하며,

상기 프로브 배치 단계는 상기 방사기 코일들에 대해 공지된 배향으로 상기 프로브를 정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위치 신호 측정 단계는 상기 테스트 고정부내에 공지된 자장을 생성하도록 상기 방사기 코일들을 작동시키는 단

계, 및 상기 프로브의 축에 관한 상기 위치 센서의 위치-센서 배향을 결정하도록 상기 위치 센서에 의해 생성된 위치-

센서-캘리브레이션 위치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는 상기 위치 센서의 상기 배향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브를 위한 위치-센서 캘리

브레이션 데이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는 말단 팁을 포함하고,

상기 위치-센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는 상기 말단 팁에 대한 상기 위치 센서의 변위의 척도를 결정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신호 측정 단계는 상기 위치 센서에 관한 상기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배향을 결정하도록

상기 위치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브를 위한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는 상기 위치 센서에 관한 상기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배향 

및 상기 프로브의 축에 관한 상기 위치-센서 배향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브의 축에 관한 상기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정

렬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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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센서는 적어도 두 개의 코일들을 포함하고,

상기 위치-센서-캘리브레이션 위치 신호 측정 단계는 상기 코일 각각을 위한 코일-캘리브레이션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를 위한 상기 위치-센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는 상기 각 코일들의 이득을 

캘리브레이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를 위한 상기 위치-센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결정 단계는 상기 프로브의 축과의 정

렬로부터 상기 코일의 편차를 각 코일에 대하여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

청구항 27.
공지된 위치에서 내부에 배치된 초음파 타겟을 포함하는 테스트 고정부내에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구비하는 프로브를

배치하는 단계와,

상기 트랜스듀서가 상기 초음파 타겟과 정렬된 것을 상기 트랜스듀서의 출력 신호가 지시할 때까지 상기 초음파 트랜

스듀서를 동작시키면서 상기 테스트 고정부내에서 상기 프로브를 조작하는 단계와,

상기 트랜스듀서가 상기 초음파 타겟과 정렬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테스트 고정부의 기준 프레임내에서 상기 프로브

의 배향을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프로브의 상기 배향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브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

레이션 방법.

청구항 28.
내부에 배치된 초음파 타겟을 포함하는 테스트 고정부내에 초음파 트렌스듀서를 구비하는 프로브를 배치하는 단계와

,

상기 트렌스듀서가 상기 초음파 타겟과 정렬된 것을 상기 트랜스듀서의 출력 신호가 지시할 때까지 상기 초음파 트랜

스듀서를 동작시키면서 상기 테스트 고정부내에서 상기 초음파 타겟을 이동시키는 단계와,

상기 테스트 고정부의 기준 프레임내의 상기 프로브의 배향을 결정하도록, 상기 트랜스듀서가 상기 초음파 타겟과 정

렬되어 있는 동안 상기 테스트 고정부의 기준 프레임내의 상기 초음파 타겟의 위치를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프로브의 상기 배향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브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

레이션 방법.

청구항 29.
공지된 위치에서 내부에 배치된 이미징 타겟을 포함하는 테스트 고정부에 이미징 디바이스 및 위치 센서를 구비하는 

프로브를 배치하는 단계와,

상기 이미징 디바이스가 상기 이미징 타겟과 정렬된 것을 상기 이미징 디바이스의 출력 신호가 지시할 때까지 상기 

이미징 디바이스를 동작시키면서 상기 테스트 고정부내에서 상기 프로브를 조작하는 단계와,

상기 테스트 고정부의 기준 프레임내의 상기 프로브의 배향을 결정하도록, 상기 이미징 디바이스가 상기 이미징 타겟

과 정렬되어 있는 동안 상기 위치 센서에 의해 생성된 위치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프로브의 상기 배향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브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캘리브

레이션 방법.

청구항 30.
위치 센서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갖는 프로브를 캘리브레이팅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지된 위치에서 내부에 배치된 초음파 타겟을 포함하는 테스트 고정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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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포함하고,

상기 컴퓨터는 상기 트랜스듀서가 상기 초음파 타겟과 정렬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위치 센서에 의해 생성된 위치 신

호를 수신하고,

상기 테스트 고정부의 기준 프레임내의 상기 프로브의 배향을 결정하며,

상기 프로브의 상기 배향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브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결정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상기 프로브의 축에 관한 상기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정렬을 포함하

고,

상기 컴퓨터는 상기 정렬을 결정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

청구항 32.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상기 위치 센서에 관한 상기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정렬을 포함하고,

상기 컴퓨터는 상기 정렬을 결정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

청구항 33.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상기 위치 센서에 관한 상기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정렬 및 상기 프로

브의 축에 관한 상기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정렬을 포함하고,

상기 컴퓨터는 상기 정렬들을 결정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

청구항 34.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는 말단 팁을 포함하고,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상기 말단 팁에 대한 상기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변위의 척도를 포함하며,

상기 컴퓨터는 상기 변위의 척도를 결정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

청구항 35.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는 상기 테스트 고정부에 대한 상기 초음파 타겟의 상기 공지된 위치와 상기 프로브의

상기 배향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브를 위한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결정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

청구항 36.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초음파 타겟은 초음파-반사 재료를 구비하는 버블을 포함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

청구항 37.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센서는 적어도 두 개의 코일들을 포함하고,

상기 컴퓨터는 상기 코일들의 전류에 응답하여 상기 위치 신호를 수신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

청구항 38.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고정부는 상기 프로브를 가열하도록 적용되는 가열 소자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

청구항 39.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초음파 타겟은 상기 테스트 고정부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

청구항 40.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는 프로그램가능한 마이크로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컴퓨터는 상기 마이크로회로내에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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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는 캘리브레이션 코드를 암호화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

청구항 42.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고정부는 상기 프로브를 유지하도록 적용되는 클램프 조립체를 포함하는 캘리브레이

팅 장치.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클램프 조립체는 상기 프로브의 롤, 상기 프로브의 요 및 상기 프로브의 피치로 구성되는 집

합으로부터 선택된 상기 프로브의 회전축상에서 상기 프로브의 배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

치.

청구항 44.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클램프 조립체는 상기 프로브를 유지하도록 적용되는 홈을 형성하도록 성형되는 캘리브레이

팅 장치.

청구항 45.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클램프 조립체는 자동 방식으로 상기 프로브를 조작하기 위해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

청구항 46.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고정부는 공지된 위치에 고정된 적어도 두 개의 방사기 코일들을 포함하는 캘리브레

이팅 장치.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고정부는 평행한 방사기 코일들의 세 개의 상호-직교 쌍들을 포함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

청구항 48.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기 코일들은 상기 테스트 고정부내에 각 자장을 생성하도록 적용되고,

상기 컴퓨터는 상기 자장에 응답하여 상기 위치 센서에 의해 생성된 상기 위치 신호를 수신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

이팅 장치.

청구항 49.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는,

프로브가 상기 방사기 코일들에 대해 공지된 배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동안 상기 위치 센서에 의해 생성된 위치-센서

-캘리브레이션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프로브의 축에 대해 상기 위치 센서의 위치-센서 배향을 결정하며,

상기 위치 센서의 상기 배향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브를 위한 위치-센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결정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

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는 말단 팁을 포함하고,

상기 위치-센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상기 말단 팁에 대한 상기 위치 센서의 변위의 척도를 포함하며,

상기 컴퓨터는 상기 변위의 척도를 결정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

청구항 51.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를 위한 상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상기 프로브의 상기 축에 관한 상기 초음파 트랜

스듀서의 정렬을 포함하고,

상기 컴퓨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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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치 센서에 대한 상기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배향을 결정하고,

상기 프로브의 상기 축에 관한 상기 위치-센서 배향 및 상기 위치 센서에 대한 상기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상기 배향

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브의 상기 축에 관한 상기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정렬을 결정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

치.

청구항 52.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센서는 적어도 두 개의 코일들을 포함하고,

상기 컴퓨터는 상기 코일들 각각을 위한 코일-캘리브레이션 신호를 측정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

청구항 53.
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는 각 코일의 이득을 캘리브레이팅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

청구항 54.
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는 각 코일을 위하여, 상기 프로브의 상기 축과의 정렬로부터 상기 코일의 편차를 결

정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

청구항 55.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갖는 프로브를 캘리브레이팅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지된 위치에서 내부에 배치된 초음파 타겟 및 측정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테스트 고정부로서, 상기 측정 디바이스가

상기 테스트 고정부의 기준 프레임내의 상기 프로브의 배향을 기계적으로 측정하고, 상기 측정에 응답하여 배향 신호

를 생성하도록 적용되는 테스트 고정부, 및

컴퓨터를 포함하고,

상기 컴퓨터는,

상기 트랜스듀서가 상기 초음파 타겟과 정렬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측정 디바이스에 의해 생성된 상기 배향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배향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브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결정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팅 장치.

청구항 56.
위치 센서 및 이미징 디바이스를 갖는 프로브를 캘리브레이팅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지된 위치에서 내부에 배치된 이미징 타겟을 구비하는 테스트 고정부, 및

컴퓨터를 포함하고,

상기 컴퓨터는,

상기 이미징 디바이스가 상기 이미징 타겟과 정렬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위치 센서에 의해 생성된 위치 신호를 수신

하고,

상기 테스트 고정부의 기준 프레임내의 상기 프로브의 배향을 결정하며,

상기 프로브의 상기 배향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브를 위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결정하도록 적용되는 캘리브레이

팅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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