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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마이크로 전자 기계 시스템을 이용하는 요역동학 평가용시스템 및 방법

(57) 요약

일 실시예에서 전원과, 적어도 하나의 생리학적 특성을 감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센서와, 적어도 하나의 감지된 생리

학적 특성을 표현하는 데이터를 환자의 방광의 외부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장치와, 전원 및 적어도 하나의 센서를

내부에 수용하는 절첩형 하우징을 포함하는 환자의 신체 내에 삽입하기 위한 삽입형 요역동학 시스템이 제공된다. 절첩형

하우징은 환자의 요도를 통해 환자의 방광 내로 삽입을 위해 치수 설정된 절첩 형태와 방광 내에 잔류하도록 치수 설정되

지만 방광으로부터 요도 내로는 통과될 수 없는 확장 형태를 갖는다.

대표도

도 1a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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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신체 내에 삽입하기 위한 삽입형 요역동학 시스템으로서,

전원과;

적어도 하나의 생리학적 특성을 감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센서와;

적어도 하나의 감지된 생리학적 특성을 표현하는 데이터를 환자의 방광 외부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장치; 및

상기 전원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센서를 내부에 수용하는 절첩형 하우징을 포함하고,

상기 절첩형 하우징은 환자의 요도를 통해 환자의 방광 내로 삽입을 위해 치수 설정된 절첩 형태와 방광 내에 잔류하도록

치수 설정되지만 방광으로부터 요도 내로는 통과될 수 없는 확장 형태를 갖는 삽입형 요역동학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센서는 방광 내의 압력을 감지하기 위한 압력 센서인 삽입형 요역동학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센서는 밀봉 보호 커버 내에 캡슐화되는 삽입형 요역동학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 보호 커버는 실리콘으로 이루어지는 삽입형 요역동학 시스템.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절첩 상태의 밀봉된 시스템은 약 20mm 미만의 길이 및 약 12mm 미만의 높이를 갖는 삽입형 요역

동학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첩형 하우징은 니티놀로 이루어지는 삽입형 요역동학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 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감지 요소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감지된 생리학적 특성을 표현

하는 데이터를 포착하기 위한 데이터 포착 요소와, 상기 포착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요소를 추가로 포함

하는 삽입형 요역동학 시스템.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절첩형 하우징은 금속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데이터 전송 요소는 상기 절첩형 하우징의 부분을 형

성하는 삽입형 요역동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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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 요소는 상기 절첩형 하우징으로부터 외향으로 연장하는 안테나인 삽입형 요역동학 시

스템.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적어도 두 개의 압력 감지 요소를 포함하고, 상기 절첩형 하우징으로부터 외향으로 연장하는 테일 요소

를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감지 요소 중 하나는 상기 절첩형 하우징 내에 위치되고, 상기 감지 요소 중 다른 하나는 상기 테

일 요소상에 위치되는 삽입형 요역동학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절첩형 하우징이 확장 형태에서 방광 내에 위치될 때, 상기 테일 요소는 방광으로부터 요도 내로

연장하는 삽입형 요역동학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요소 중 하나는 방광압을 감지하고, 상기 감지 요소 중 다른 하나는 요도압을 감지하는 삽입

형 요역동학 시스템.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요소 중 하나는 방광압을 감지하고, 상기 감지 요소 중 다른 하나는 유체의 존재를 감지하는

삽입형 요역동학 시스템.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요소 중 하나는 방광압을 감지하고, 상기 감지 요소 중 다른 하나는 유속을 감지하는 삽입형

요역동학 시스템.

청구항 15.

요역동학 시스템으로서,

환자의 방광 내로의 삽입을 위해 치수 설정되고, 전원, 방광 내의 생리학적 특성을 감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센서 및

상기 센서에 의해 감지된 생리학적 특성을 표현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 요소를 포함하는 제 1 삽입형 장

치와;

환자의 질 내의 삽입을 위해 치수 설정되고, 전원, 질관 내의 압력을 감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압력 센서 및 데이터 저

장 요소를 포함하는 제 2 삽입형 장치; 및

환자의 신체로부터의 상기 제 1 및 제 2 삽입형 장치의 제거에 이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데이터 저장 요소로부터 데이터

를 검색하여 조작하기 위한 데이터 검색 장치를 포함하는 요역동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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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삽입형 장치는 질벽에 견고하게 그러나 제거 가능하게 결합되도록 치수 설정된 유연성 케이

싱 내에 캡슐화되는 요역동학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유연성 케이싱은 면으로 이루어지는 요역동학 시스템.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삽입형 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센서는 방광압을 감지하는 요역동학 시스템.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제 1 삽입형 장치를 수용하는 절첩형 하우징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절첩형 하우징은 환자의 요도를

통해 환자의 방광 내로의 삽입을 위해 치수 설정된 절첩 형태와, 방광 내로의 삽입을 위해 치수 설정되지만 방광으로부터

요도 내로의 통과는 방지되는 확장 형태를 갖는 요역동학 시스템.

청구항 20.

요역동학 시스템으로서,

환자의 방광 내로의 삽입을 위해 치수 설정되고, 전원, 방광 내의 생리학적 특성을 감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센서 및

감지된 생리학적 특성을 표현하는 데이터를 환자의 방광의 외부의 지점으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장치를 포함하는

제 1 삽입형 장치; 및

환자의 방광 내로의 삽입을 위해 치수 설정되고, 전원, 환자의 질관 내의 압력을 감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센서 및 환

자의 질관의 외부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장치를 포함하는 제 2 삽입형 장치를 포함하는 요역동학 시스템.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삽입형 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송 데이터를 수신하여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장치

를 추가로 포함하는 요역동학 시스템.

명세서

기술분야

관련 출원과의 연계

본 출원은 2004년 2월 11일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 60/543,722호의 이익을 청구한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요역동학 평가(urodynamic evaluation)용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마이크로

전자 기계 시스템(MEMS) 기술을 이용하는 이러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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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여성은 1100만명 이상이 실금 환자로 간주되고 있다. 일 유형의 실금은, 여성이 웃음, 기침, 재채기 및 규칙적 운동과 같은

통상의 일상 활동 및 움직임 중에 불수의 실뇨(involuntary loss of urine)를 경험하는 복압 요실금(SUI)이다. SUI는 질벽

을 골반근 및 치골과 연결하는 조직 또는 인대의 기능적 결함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통상의 원인은 골반근의 반복적인 긴

장, 출산, 골반근 긴장의 손실 및 에스트로겐 손실을 포함한다. 이러한 결함은 부적절하게 기능하는 요도를 초래한다. 다른

유형의 실금과는 달리, SUI는 방광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형태의 실금은 과활동성 방광근에 의해 유발되는 절박 요실금이다. 일례는 방광의 충전 중에 억제될 수 없는 배뇨근

(방광벽을 구성하는 근육)의 자발적 및 비유발성 불수의 수축을 수반하는 배뇨근 불안정이다.

일반적으로 SUI 또는 절박 요실금인 실금은 당황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SUI를 갖는 다수의 여성이 활동적인 생활 양식

을 회피하고 사회적 상황을 꺼리게 된다.

요실금을 치료하기 위해, 먼저 환자가 겪고 있는 실금의 유형 및 실금의 물리적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야 적절한

치료를 처방할 수 있다. 다수의 유형의 요역동학 시스템 및 테스트가 실금의 유형 및 원인의 평가를 시도하기 위해 현재 이

용 가능하다. 이들 시스템은 크게 입원 시스템 및 통원 시스템의 두 개의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입원 시스템은 의사 또

는 임상의의 진료실에서 사용을 위해 설계된다. 이들 시스템 다수는 카테터 등을 사용하는 침습성 테스트를 수반한다. 통

원 시스템은 1 내지 2일과 같은 장기간의 시간에 걸쳐 진료실의 외부에서의 데이터를 포착하도록 설계된다. 요역동학 측

정을 위한 공지의 통원 시스템은 또한 이들이 요도관 또는 방광 내부의 압력 데이터를 포착하기 위해 카테터를 사용하는

점에서 침습성이다. 이러한 공지의 통원 시스템은 환자에게 불편하고 침습성이라는 것이 즉시 명백해진다. 또한, 카테터는

내재형(inter-dwelling)이기 때문에, 이들은 환자가 움직일 때 시간 경과에 걸쳐 이동하거나 이주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

가, 이들은 환자가 불편함에 기인하여 평가를 경험하는 동안에 통상시보다 덜 움직이거나 덜 활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일상의 사건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침습성 카테터는 또한 그를 통해 이들이 삽입되는

내부 조직/기관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생리학적 응답과 간섭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압력 센서의 이주 및 이들의

침습성 특성은 데이터의 신뢰성 및 유용성을 제한한다.

의료 적용에서의 사용을 위한 삽입형 마이크로 장치(microdevice)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관심이 발생되고 있다. 이 관

심의 일부는 실리콘 칩상에 미소 기계적 및 전기적 부품을 집적하는 소형 장치의 분류인 마이크로 전자 기계 시스템

(MEMS)에 집중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의 마이크로 장치의 적용의 일례는 삽입형 센서에 의해 혈당의 실시간 모니터링

을 가능하게 하고 그에 응답하여 자동화 인슐린 전달을 허용하는 삽입형 장치이다(예를 들면, 유럽 특허 제 1048264호 참

조). 통원 요역동학에 사용하기 위한 마이크로 장치를 갖는 것과 같은 다른 화학 약품 또는 약물의 1회 투여량을 자동으로

전달하는 마이크로 장치가 또한 고려된다(미국 특허 제 5,558,640호, 제 6,438,407호 및 제 6,183,461호 참조). 시와폰사

테인 이.(Siwapornsathain, E.), 랄 에이.(Lal, A.), 비나드 제이.(Binard, J.)의 "통원 요역동학을 위한 원격 측정법 및 센서

플랫폼(Telemetry and Sensor Platform for Ambulatory Urodynamics)", 2002년 5월 미국 와이오밍주 매디슨, 의학 및

생물학의 마이크로 기술의 2차 연례 국제 IEEE-EMBS 특정 주제 회의의 회보를 참조하라. 통원 요역동학용 삽입형 장치

의 개념은 상기 언급된 문헌에 개시되어 있지만, 이 문헌에 설명된 장치는 임의의 실용적인 가치를 거의 갖지 않는다. 설명

된 장치는 적합한 사용을 위해서는 너무 대형이고, 실금 또는 그의 원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포착하지 않

는다. 예를 들면, 장치는 단지 방광압만을 포착하는 것을 고려하고, 단지 이들이 임상적인 값을 갖지 않는 분해능에서 압력

의 범위를 포착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요실금의 평가를 위한 통원 요역동학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포착하는 개량된 강건한 삽입형 장치 및 시스템을 설

명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원과, 적어도 하나의 생리학적 특성을 감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센서와, 적어도 하나의 감지된 생리학적

특성을 표현하는 데이터를 환자의 방광의 외부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장치와, 전원 및 적어도 하나의 센서를 내부

에 수용하는 절첩형 하우징을 포함하는 환자의 신체 내에 삽입하기 위한 삽입형 요역동학 시스템을 제공한다. 절첩형 하우

징은 환자의 요도를 통해 환자의 방광 내로 삽입을 위해 치수 설정된 절첩 형태와 방광 내에 잔류하도록 치수 설정되지만

방광으로부터 요도 내로는 통과될 수 없는 확장 형태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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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나의 센서는 방광 내의 압력을 감지하기 위한 압력 센서일 수 있고, 전원 및 적어도 하나의 센서는 또한 그 자체

가 실리콘으로 제조될 수 있는 밀봉 보호 커버 내에 캡슐화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밀봉된 시스템은 절첩 상태에서 약 20mm 미만의 길이 및 약 12mm 미만의 높이를 갖고, 다른 실시예에 따

르면, 절첩형 하우징은 니티놀로 이루어진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데이터 전송 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감지 요소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감지된 생리학적 특성을 표현하는

데이터를 포착하기 위한 데이터 포착 요소와, 포착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요소를 추가로 포함한다. 절첩

형 하우징은 금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데이터 전송 요소는 절첩형 하우징의 부분을 형성한다. 대안 실시예에서, 데이터

전송 요소는 절첩형 하우징으로부터 외향으로 연장하는 안테나이다.

부가의 실시예는 적어도 두 개의 압력 감지 요소 및 절첩형 하우징으로부터 외향으로 연장하는 테일 요소를 포함한다. 감

지 요소 중 하나는 절첩형 하우징 내에 위치되고, 감지 요소 중 다른 하나는 테일 요소상에 위치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절첩형 하우징이 확장 형태에서 방광 내에 위치될 때, 테일 요소는 방광으로부터 요도 내로 연장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감지 요소 중 하나는 방광압을 감지할 수 있고, 감지 요소 중 다른 하나는 요도압을 감지할 수 있다. 대

안 실시예에서, 감지 요소 중 하나는 방광압을 감지할 수 있고, 감지 요소 중 다른 하나는 유체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감지 요소 중 하나는 방광압을 감지할 수 있고, 감지 요소 중 다른 하나는 유속을 감지할 수 있다.

환자의 방광 내로의 삽입을 위해 치수 설정된 제 1 삽입형 장치를 포함하는 요역동학 시스템이 또한 제공된다. 제 1 장치는

전원, 방광 내의 생리학적 특성을 감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센서 및 센서에 의해 감지된 생리학적 특성을 표현하는 데

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 요소를 포함한다. 시스템은 환자의 질 내의 삽입을 위해 치수 설정되고, 전원, 질관 내

의 압력을 감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압력 센서 및 데이터 저장 요소를 포함하는 제 2 삽입형 장치와, 환자의 신체로부

터의 제 1 및 제 2 삽입형 장치의 제거에 후속하여, 제 1 및 제 2 데이터 저장 요소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하여 조작하기 위

한 데이터 검색 장치를 추가로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제 2 삽입형 장치는 질벽에 견고하게 그러나 제거 가능하게 결합

되도록 치수 설정된 유연성 케이싱 내에 캡슐화된다. 유연성 케이싱은 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제 1

삽입형 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센서는 방광압을 감지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시스템은 제 1 삽입형 장치를 수용하는 절첩형 하우징을 추가로 포함한다. 절첩형 하우징은 환자의 요도

를 통해 환자의 방광 내로의 삽입을 위해 치수 설정된 절첩 형태와, 방광 내로의 삽입을 위해 치수 설정되지만 방광으로부

터 요도 내로의 그의 통과는 방지되는 확장 형태를 갖는다.

본 발명은 또한 환자의 방광 내로의 삽입을 위해 치수 설정되는 제 1 삽입형 장치와, 환자의 방광 내로의 삽입을 위해 치수

설정되는 제 2 삽입형 장치를 포함하는 요역동학 시스템을 제공한다. 제 1 장치는 전원, 방광 내의 생리학적 특성을 감지하

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센서 및 감지된 생리학적 특성을 표현하는 데이터를 환자의 방광의 외부의 지점으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장치를 포함한다. 제 2 장치는 전원, 환자의 질관 내의 압력을 감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센서 및 환자의 질

관의 외부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장치를 포함한다. 시스템은 제 1 및 제 2 삽입형 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송

데이터를 수신하여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장치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특징 및 장점은 본 발명의 원리를 예시로서 도시하는 첨부 도면과 관련하여 취할 때 이하의 더 상

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실시예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 전에, 본 발명은 그의 적용 또는 사용에 있어서 첨부 도면 및 설명에 예시된 부분의 구조 및 배

열의 상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가 구현되거나 다른 실시예, 변형예 및 수정예와 합체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거나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은 여성 비뇨계와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되지만, 남성 비뇨계에 사용하기 위해 즉시 채

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된다. 또한, 본 명세서에 개시된 본 발명의 원리, 장치 및 방법은 또한 관상 또는 심폐 기능성과 같

은 다른 분야에서의 기능성을 평가하는 적용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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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삽입형 요역동학 시스템(100)의 다양한 실시예 및/또는 요소가 도 1, 도 1a, 도 2a 및 도 2b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고, 환자의 방광 내로의 의도된 삽입과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시스템은 전원(102), 하나 이상의 센서 부품

(104) 및 전기 인터페이스(106)를 포함하는 다중 전자 부품을 포함하고, 이들 각각은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당 기술

분야에 양호하게 공지된 방식으로 인쇄 회로 기판(107)상에 기계적으로 장착된다. 하나 이상의 센서 부품(104)은 신체 내

의 사전 결정된 생리학적 특성을 감지하고 이러한 특성을 표현하는 신호 또는 데이터를 전기 인터페이스(106)에 전송한

다. 일 실시예에서, 시스템은 생리학적 특성을 표현하는 데이터에 상관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 요소

(108)를 추가로 포함한다. 도 1a에 도시된 대안 실시예에서는, 데이터 저장 요소 대신에, 시스템은 이후에 포착되어 외부

데이터 저장 장치(111)에 저장되는 환자의 신체의 외부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기(109)를 추가로 포함한다. 도 5

및 도 5a는 각각 도 1 및 도 1a의 실시예에서의 데이터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실선은 직접 배선을 경유한 전송을

지시하고 점선은 무선 전송을 지시한다. 도 2a 및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 실시예에서, 상술한 부품은 예시된 실시예

에서는 이하에 더 상세히 설명되는 절첩형 케이지인 하우징(110) 또는 케이지에 의해 포위된다.

바람직하게는, 시스템(하우징은 제외)은 약 0.65 내지 10mm 직경(d) 및 약 0.65 내지 10mm 길이(l)의 전체 크기를 갖는

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센서 부품은 환자의 방광 내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미세-소형 압전 저항 압력 트랜스듀서이

다. 적합한 트랜스듀서는 미국 일리노이즈 샴버그 소재의 모토로라(Motorola)의 MPX 시리즈 압력 센서이다. 다른 적합한

부품은 임의의 적합한 생체 적합성 리튬 배터리와 같은 전원과 압력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고, 필터링하고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의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인크(Texas Instruments, Inc.)의 MSP430F149 마

이크로제어기를 포함할 수 있다. 특정의 적합한 전자 부품이 상기에 언급되었지만, 다수의 다른 것들이 또한 존재하고 본

발명에 합체될 수 있다. 지시된 바와 같이, 전자 부품은 바람직하게는 인쇄 회로 기판상에 장착된다. 이어서, 부품 및 회로

기판은 방광 내의 유체 환경과 같은 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도록 실리콘 또는 다른 적합한 덮개(113)(도 1에만 도시

됨)로 덮이거나 캡슐화될 수 있다.

이제 재차 도 2a 및 도 2b에 더 상세히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하우징(110)을 참조하면,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하우징은

니티놀, 스테인레스강 또는 티타늄 합금과 같은 적합한 금속, 또는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같은

적합한 생체 적합성 폴리머로 제조된 절첩형 케이지이다. 절첩형 케이지는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환자의 요도를 통해

삽입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작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이하에서 더 설명되는 바와 같이, 방광으로

삽입되었을 때, 케이지는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요도로 다시 통과할 수 없어 물리적인 제거가 필요할 때까지 방광 내에

잔류하도록 충분히 큰 크기를 갖는 확장 상태가 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하우징 또는 케이지는 니티놀로 이루어져

외력에 의해 압축되지 않으면 확장 상태(도 2b)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 부품 또는 인쇄 회로 기판은 생체 적합

성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적절한 방식으로 케이지에 기계적으로 부탁될 수 있다. 하우징은 외측으로 연장하는 테일

요소(112)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테일 요소(112)는 도 1a에 도시된 전송기 형태에 대한 대체물로서, 상기 장치를

위한 전송기로 작동한다. 이하 더 설명되는 바와 같이, 상기 테일 요소(112)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센서 요소와 합체될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확장 가능한 케이지는 미국 뉴저지주 서머빌에 소재한 에디콘 인크.(Ethicon, Inc.)사의 에디소브ㄾ

(Ethisorbㄾ)와 같은 흡수재 또는 흡수재와 비흡수재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흡수재는 최소한 2일 내지 3일과 같은

소정의 시간 주기 후 분해되어, 삽입형 장치는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된 후 비감염성 방식으로 신체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된 절첩형 케이지의 대체물로서, 하우징은 절첩형 구조가 아닌 안정형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요도의 직경보다

작은 외경을 가져 방광으로 관통 삽입이 가능하다(도 3). 하우징은 스크류 나사, 바브 등과 같이 외향으로 돌출하고 내부에

서 가압되거나 구동되어 방광의 측벽에 부착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돌출부(302)를 더 가질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삽입형 장치는 방광 벽에 봉합될 수 있거나, 적절한 생체 적합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될 수 있다.

상술된 장치의 사용이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하우징인 압축 상태인 시스템(100)은 도 4a에 도시된 단일 또는 다중 루멘

카테터(400)로 적재되어, 팁 또는 원단부(403)가 방광(404) 내에 위치될 때까지 요도를 통해 삽입된다. 카테터는 폴리 카

테터(Foley catheter)와 같은 요도 내 사용에 적합한 임의의 카테터일 수 있다. 형광 투시법, 초음파 또는 본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에게 공지된 다른 유사한 기술이 방광 내로 삽입형 시스템의 반송 및 위치 설정을 보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다중 루멘 카테터가 사용되면, 다른 카테터들은 방광을 충전 또는 방수하거나 약품을 반송하거나, 시각화를 위한 접근

을 제공하거나 삽입형 시스템을 배치하는 동안 압력을 관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가압 로드와 같은 방출 요소(406)는 삽

입형 시스템(100)의 후방에서 제 1 루멘으로 삽입되며, 카테터의 원단부가 방광 내에 적절하게 위치될 때, 방출 요소는 도

4b 및 도 4c에 도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카테터의 원단부를 향해 이동하여 삽입형 시스템(100)을 카테터의 원단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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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으로 방출한다. 삽입형 시스템이 카테터 외부에 있을 때, 절첩형 케이지(110)는 더 이상 절첩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며,

완전히 확장된 상태로 확장을 진행한다. 카테터의 사용이 설명되었지만, 방광경 또는 유사한 수술 기구 내의 작업 채널을

통한 배치 또는 복강경 또는 개방 수술 방법을 통한 배치와 같은 다른 적절한 삽입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방광 내에 배

치되었을 때, 확장형 케이지는 상기 장치가 방광 목부에 걸리거나 요도 내를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크기를 갖지만, 소변

은 상기 케이지를 자유롭게 유동할 수 있다. 도 6은 방광(404) 내에 완전히 배치된 삽입형 장치(100)를 도시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도 3에 도시된 것과 같은 확장형 케이지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실시예가 적절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장치

들의 삽입 방법은 상술된 방법과 유사하며, 카테터 내의 방출 요소는 돌출 요소(302)를 방광의 벽으로 구동하여, 방광에 상

기 장치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된다.

상기 장치는 적어도 소정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방광에 잔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장치는 1일 내지

2일 동안 방광 내에 잔류할 수 있으며, 방광압 측정은 매 1/2초 마다 수행된다. 그 후, 방광압 변화의 유형 및 횟수는 비뇨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분석된다. 예를 들어, 초과된 시간에 측정된 소포압은 무효 시간 및 횟수를 나

타낼 수 있으며, 과활동성 방광의 지시 또는 방광의 과충전을 제공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센서 요소는 압력 등을 측정

하기 위해 고정된 시간 간격으로 깨어나는 확장된 수면 모드로 작동하도록 설계된다.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때, 상

기 장치는 삽입형 장치를 회수하도록 방광으로 카테터를 삽입하거나, 방광경 또는 다른 적절한 기구의 작동 채널을 사용하

여 방광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카테터 또는 방광경은 방광으로 삽입되고, 카테터 또는 방광경 채널로 파지되어 후퇴되

어, 신체로부터 제거된다.

데이터를 포착 및 저장한 후, 데이터는 자체 분석과 조작을 위해 바람직하게는 PC 기반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데

이터를 업로딩하여 회수되어야만 한다. 도 1의 삽입형 장치의 데이터 저장 요소로부터의 데이터는 ENDEC HSDL-7001

및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접속된 IrDA 트랜스시버 HSDL-3202를 통하거나, 무선 주파수 포착을 통하는 등의 무선이나 또

는 예를 들어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한 배선 접속을 통하는 임의의 적절한 방식에 의해 PC에 업로딩될 수 있다. 그 후, 압

력 데이터는 압력 대 시간 또는 다른 임의의 적절한 방식으로 PC상에 포맷 및 표시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도 1a의 실시예에서, 센서 요소로부터의 데이터는 예를 들어 전송기 또는 안테나(109)를 통한 공지된

무선 주파수 전송 기술을 사용하여 환자 신체 외부의 외부 저장 요소 또는 수신기(111)에 전송된다. 안테나는 임의의 적절

한 전도성 물질일 수 있지만, 니토놀로 구성되고 상술된 니토놀 케이지에 합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신기는 환자에 의

해 휴대될 수 있는 작은 장치일 수 있으며 개인용 통신 장치와 유사한 크기일 수 있다. 수신기는 다른 형태의 입력 데이터

를 수신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신기(111)는 삽입형 장치로부터 상술된 바와 같이 무선 주파

수를 통해 입력 데이터(d1)를 수신할 수 있으며, 기침이나 재채기와 같은 방광압에 충격을 가하는 외부 요인에 상응하는

환자로부터의 입력 데이터(d2)도 수신한다. 이러한 제 2 입력 데이터(d2)는 수신기상의 디지털 버튼(115) 또는 다른 입력

펜던트를 통해 입력될 수 있거나, 디지털 음성 기록기 등을 통해 입력될 수 있다.

전이성 요역동학을 위한 삽입형 장치가 가장 단순한 형태로 상술되었다. 하지만, 본 발명은 다양한 다른 변형 및 형태를 고

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센서 부품은 압력, 체액/신체 조직의 화학적 조성, 온도, 전기 임피던스, 또는 유체의 속도나 가속

도와 같은 임의의 수의 파라미터를 측정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다양한 여라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여러 개의 다른 센서들

이 사용될 수 있으며, 데이터는 무선 전송 또는 다른 방법으로 센서들 사이에서 전송된다. 이러한 방식에서, pH 측정 및/또

는 온도측정이 수행될 수 있으며, 임피던스 측정이 요실 탐지를 위한 유속 측정을 위해 수행될 수 있으며, 유체의 가속도가

환자의 자세[예를 들어, 수평(누운 자세) 또는 수직(서있는 자세)]를 결정하기 위해 측정될 수 있다. 상보형 금속 산화막

반도체(CMOS) 기술을 사용하는 소형 카메라가 센서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도 8에 도시된 매우 유용한 실시예에서, 삽입형 시스템(600)은, 제 2 동력원(602), 제 2 센서 요소(604), 제 2 전기 인터페

이스(606) 및 제 2 데이터 저장 요소(608)(대안으로는 상술된 외부 저장 요소)를 포함하는 제 2 삽입형 장치(602)를 추가

로 포함하며, 이는 인쇄 회로 기판(610)상에서 유사하게 합체된다. 제 1 삽입형 장치와 함께 상술된 바와 같이, 제 2 장치

는 실리콘 등으로 캡슐에 싸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 2 삽입형 장치는 질관으로 삽입되도록 설계되어, 도시된

바와 같이 탐폰형 장치 또는 케이싱으로 캡슐에 싸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케이싱(612)은 탐폰과 유사하게 면으

로 간단하게 감기거나 묶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실시예에서, 두 개의 삽입형 장치 중 하나만이 데이터 저장 요소를 포

함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저장 요소에 전송하고, 나머지 하나는 얻어진 압력 데이터를 다른 하나에 무선으로

간단하게 전송한다. 센서 요소는 질 내로부터의 복압(abdominal pressure)을 감지하기 위한 압력 센서인 것이 바람직하

다. 복압을 감지하는 제 2 삽입형 장치와, 방광압을 감지하는 제 1 삽입형 장치에서, 배뇨근압(방광 조직의 벽의 근육 표면

의 압력)은 복압으로부터 방광압을 차감하여 결정될 수 있다. 배뇨근압의 상승은 환자가 긴장하고 기침하고 재치기 하고

웃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러한 압력의 탐지는 다양한 방광 및 요로 질환 상태의 진단에 있어서 임상학적으로 중요하다. 예

를 들어, 배뇨근압 증가의 횟수는 절박 요실금을 평가하기 위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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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실시예에서, 방광 내에 삽입되는 제 1 삽입형 장치는 도 9 및 도 9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테일 요소로

합체되는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센서(900)를 추가로 포함한다. 특정한 실시에서, 센서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광 내

의 장치로부터 괄약근을 통해 요도관(402)으로 연장되도록 설계된 미부에 합체되는 누설 탐지 센서이다. 이러한 센서는

유체의 존재를 탐지하여, 복압요실금 환자에게 발생하는 것과 같은 소변의 누설을 탐지하며, 동시에 방광 내의 압력 센서

는 방광압을 측정한다. 따라서 보압요실금 반응은 방광압의 상승이 요도를 통한 유체의 누설을 탐지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시간을 상호 연관지어 기록될 수 있다.

또한, 여러 개의 미부 요소(109a, 109b, 109c)는 방광 내의 여러 지점에서 압력을 기록하기 위해 도 9a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여러 개의 센서 요소(900a, 900b, 900c)와 합체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한 형태가 도시 및 설명되었지만, 다양한 변형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상술된 바로부터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따라서 본원은 본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범위

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삽입형 장치의, 내부 데이터 저장 장치를 포함하는 전자 부품을 도시하는 도면.

도 1a는 본 발명의 대안 실시예에 따른 삽입형 장치의, 외부 데이터 저장 장치를 포함하는 전자 부품을 도시하는 도면.

도 2a는 비확장 상태의 확장형 케이지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삽입형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2b는 확장 상태의 확장형 케이지를 갖는 도 2a의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확장형 케이지를 갖지 않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삽입형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4a 내지 도 4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삽입형 장치의 전개의 다양한 단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의 대안 실시예에서의 데이터의 흐름을 도시하는 개략도.

도 6은 방광 내에서 전개되어 있고 요도 내로 연장되는 테일(tail)을 갖는 삽입형 장치의 일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삽입형 장치로부터 및 입력 장치로부터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는 외부 데이터 저장 요소를 도시하는 개략도.

도 8은 제 1 및 제 2 삽입형 장치를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삽입형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테일 요소상에 센서를 구비하는 삽입형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9a는 다중 테일 요소상에 다중 센서를 구비하는 삽입형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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