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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말초동맥 장력의 모니터링에 의한 의학적 상태의 체외검출방법 및 그 장치

요약

  본 발명은, 생리적 상태 또는 의학적 상태를 체외에서 검출하는 검출방법 및 그 장치를 개시한다. 상기 방법은, 심근허혈

또는 수면무호흡 상태에 반응하는 말초동맥 반응성을 검출함으로써 심근허혈 또는 수면무호흡 등의 상태를 알려주는 방법

이다. 환자의 손(발)가락 말단주위에 정압장을 인가하였다. 이에 의해 손(발)가락 말단에 있는 말초동맥장력의 변화 및 관

련 용적의 변화를 검출하고 생리상태 또는 의학적 상태를 검출 또는 모니터링한다. 상기 장치는, 환자의 손(발)가락을 수용

하는 튜브형(3) 손(발)가락 탐침(20)과 여기에서 계속 연결되는 압력커프(40)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기 손(발)가락 탐침은

압력이 인가되도록 고안되어있고 상기 압력커프에 의해 압력장의 경계가 연장된다. 상기 손(발)가락 탐침(2)은 신호센서/

변환기(100, 101)를 포함하거나 또는 이와 연결되어있다.

대표도

도 9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말초동맥 장력(tone)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체외검출(non-invasive) 방법으로 생리적 상태 또는 의학적 상태

를 모니터링 및 검출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환자의 생리적 상태 또는 의학적 상

태를 검출 또는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특히 심폐기능곤란 및 혈압과 관계된 상태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말초동맥의 혈관수

축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환자의 신체말단에서 일어나는 혈액동력학적 변화를 검출함으로써 다양한 생리적 상태 또

는 의학적 상태를 검출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이 다양한 생리적 상태 및 의학적 상태를 검출하고 모

니터링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심폐기능곤란 및 혈압과 관련된 특정 네가지 예 즉, 심근허

혈, 수면단계, 수면무호흡증 및 지속적인 혈압 모니터링에 대한 예가 제공된다. 따라서, 후술하는 본 발명에 대한 설명에는

상기 네가지 예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이 포함된다.

  심근허혈과 관련된 용어 정의

  1. 허혈(Ischemia) - 신체의 한 기관에 혈액이 부적절하게 관류된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2. 심근허혈(Myocardial ischemia) - 심장근육 -심근- 이 허혈상태에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3. 협심증(Angina pectoris) - (심장동통) - 심근허혈에 의해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임상증후를 나타내는 말이다. 전통적

으로, 이 증상은 흉부 및/또는 왼쪽팔에서 느껴지는 통증, 불편감 또는 압박감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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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전형 협심증(Atypical angina pectoris) - 허혈발생은 목, 어금니 및 다른 부위에서의 통증과 같은 비전형적 증후를

유발시킬 수 있다.

  5. 무증상 협심증(Silent angina pectoris) - 증상이 없는(무통) 심근허혈 상태를 말한다. 무증상 협심증은 허혈성 증상

(episode)을 나타내는 환자의 약 20%에서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이 환자들은 자신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걸렸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찾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갑작스럽고 예기치못한 사망 위험에 처하게 된다.

  6.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 관상동맥은 심장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다. 동맥경화에서, 관상동맥

의 내부 협소화는 다량의 콜레스테롤과 칼슘잔해들이 증대되어 동맥혈관벽의 정상성분을 치환함으로써 유발된다.

  7. 만성 협심증(Chronic angina pectoris) - 이러한 분류의 협심증에서, 허혈증상은 육체적인 운동과 관련된다(즉, "산소

요구량-관련성"이다). 심장에 부담을 줌으로써 증가된 혈액 필요요구량은 고정된 비확장성의 딱딱한 동맥경화성 혈관협소

화에 의해 충족될 수 없게 된다.

  8. 불안정성 협심증(Unstable angina pectoris) - 이러한 분류의 협심증에서는, 동맥경화성 협소부위에서 응혈이 갑작스

럽고 예기치않게 자발적으로 형성되는데, 이 응혈로 인해 동맥이 부분적으로 폐색되고 심근허혈이 유발된다. 대부분의 경

우 상기 응혈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 자연스럽게 용해되며 혈액관류가 재기되어 심근허혈이 치유된다.

  9.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 - 형성된 응혈이 용해되지 않고 완전히 폐색성 혈전상태로 발전하는 경우 또는 아테롬

파열이 동맥을 차단하는 경우에, 관련 동맥에 의해 영양분을 공급받는 심근이 괴사에 이른다. 이것이 심근경색이다.

  10. 동맥 장력(Arterial tone) - 동맥을 싸고있는 평활근섬유가 부여하는 "활동장력"을 말한다. 활동화되는 경우(통상적

으로 교감신경말단에 의해 또는 혈류(blood bourne) 또는 국소적으로 생성된 매개물에 의해 활동화됨), 상기 섬유들이 수

축되고 이로써 동맥직경이 감소한다. 활동장력도가 높으면 혈관수축상태로 되고, 반대로 활동장력도가 낮으면 혈관확장

상태가 된다. 활동장력과는 별도로, 동맥혈관벽은 또한 동맥내혈압으로 인한 수동장력을 받는다.

  11. 관상혈관조영술(Coronory angiography) - 방사선촬영술에 의해 관상동맥을 가시화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동맥카

테터에 의해 대동맥내에 있는 관상동맥 기원(origin)에 방사선-불투과성 물질이 주입되는데, 동맥카테터는 팔 또는 다리

동맥에 삽입되어 동맥을 통해 심장을 향해 진행되어 나아간다.

  12. 심폐기능곤란(Cardiopulmonary distress) - 심폐기능의 급성 손상에 의해 유도되는 것으로, 환자에게 미치는 저도

의 부정적인 영향을 기술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이는 다른 질병들중에서도 심근허혈, 판막성심질환, 심근증,

울혈성 심부전 및 만성폐질환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다.

  심근허혈 검출방법에 관한 선행 기술

  통증과 관련되어 전형적인 불안정성 협심증의 징후를 가진 환자들에게 있어서, 자발성 허혈은 그 증상들에 기초하여 진

단된다. 통상적으로는 상기 환자들에게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여 치료방식(예컨대, 수술요법, 약물요법, 기구(balloon)

를 이용한 혈관성형술 등)을 선택한다. 그러나, 육체활동과 관련된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들 뿐 아니라 다른 의학적 이유로

인해 관상동맥질환의 존재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심장 운동부하 시험(cardiac stress test)을

실시한다.

  심장 운동부하 시험에서는, 답차(treadmill), 자전거 및 기타 육체적 운동부하시험 방법에 의해, 또는 약리학적 방법에 의

해 심장을 자극함으로써 산소요구량을 증가시킨다. 일단 심장 운동부하 시험중에 산소요구량-관련성 허혈이 발병하면, 여

기에서 언급한 수많은 방법들을 이용하여 상기 허혈을 검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이러한 방법들의 검출 예상치는 약

50% 내지 85% 정도이므로, 어느 방법도 질병을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또는 보편적인 기준으로서 사용하기에는 신

뢰성이 충분하지 않다.

  다음은, 운동 시험중에 생긴 심근허혈을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진단방법이다.

  1) ECG(Electrocardiography, 심전도기록법) : ECG는 심근허혈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 전기활동도를 말한

다. 심근허혈을 검출함에 있어서 ECG의 감도 및 특이성은 동맥경화질환의 정도(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다. 따라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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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이 높은 국소질환(즉, 하나 또는 두개의 동맥혈관 가지에 국한된 질환)이 쉽게 간과될 수 있다. 비록 운동부하 시험에

서 ECG의 전체 예상치가 겨우 약 60%정도이긴 하지만 ECG는 여전히 만성 협심증을 검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적

용하기 쉽고 비용이 저렴한 점 때문에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 운동부하 초음파심장조영술 : 이 방법은 심장벽에 대한 이차원 초음파영상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운동부하 시험중에

동맥경화성 관상동맥과 관련된 심근부분이 허혈화될 수 있다. 그 결과, 운동기능감소증 및/또는 벽비후화 질환과 같은 벽

운동장해가 초음파심장조영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운동부하 초음파의 예상 진

단치는 약 75% 내지 80% 정도로 증가하였는데, 이 값은 거의 핵영상기술에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수치이다. 이 시

험은 병원에서 실시될 수 있으나 노동집약적이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집단 스크리닝에는 적절하지 않다.

  3) 핵영상법

  후술하는 각각의 핵영상법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정맥투여된다. 후술되는 b 및 c 방법에서는, 1차 정맥투여량이 모

두 소실되고 환자가 휴식을 취한 후 동일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2차 정맥투여가 요구된다. 의사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 경

화부위로 인한 충전결함(filling defects)과 산소요구량-관련성 허혈부위에서의 충전결함을 구별할 수 있다.

  후술하는 진단 시험에 기초하여 산소요구량 관련성 심근허혈의 정도가 심한 환자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심장카테터법

및 관상혈관조영술을 받게되는데, 상기 방법들은 체내 침투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면서도 이용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진단

시험방법이다. 핵영상 시험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 가장 최종적인 치료방법으로 선택되는 것이 이러한 혈

관조영술이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혈관조영술 실시중에 널리퍼진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것으로 발견된 환자들은, 해부

학적 결함이 가지는 기능적인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다시 핵영상 진단법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받게된다.

  a. MUGA(다관문 혈관조영술, Multigated Angiography,)

  이 방법에서는, 주입된 표지형 테크네튬(Tc)(labeled Tc)이 적혈구에 의해 흡수된다. 표지형 혈액으로 채워진 심장강

(cavity)에 대한 혈관영화조영술은 허혈성 벽운동 장애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시험의 신뢰도는 약 80 내지 83%이다.

  b. 201-탈륨(Tl) 2차원 스캐닝

  주입된 201-Tl은 방사성 추적자로서 살아있는 심근세포에 의해 "흡수"된다. 경색부위 또는 부적절하게 관류된 허혈부위

에서는 탈륨의 흡수가 중단되고 이것이 2차원 스캐닝 도면에 충전결함으로서 나타난다. 신뢰도는 약 80 내지 83%이다.

  c. 탈륨 SPECT(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단광자방사 컴퓨터 X선단층촬영술)

  이 방법은 탈륨영상화에 있어서 2차원 스캐닝법보다 더 진보된 기술이다. 이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경색으로 인한 충전결

함과 일시적 허혈로 인한 충전결함을 구별할 수 있다. 1차 스캐닝 후 수시간 후에 실시된 2차 스캐닝에서, 이전 허혈부위에

서 방사성 추적자가 흡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단 산소요구량-관련성 상대적 관류결핍이 사라지고 관류가 재기되면, 순

환하는 탈륨이 재관류된 심근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이 부위에서 추적된다. 현재 이 방법은 허혈검출을 위한 임상일과에서

ECG에 의한 양성결과를 얻은 후에 사용되거나 또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판단에 기초하여 사용되는, 통상적인 표준방법이

다. 신뢰도는 82 내지 85% 범위이다.

  d.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성자방사 X선단층촬영술).

  이 방법에서는, 글루코스처럼 대사과정에 통상적으로 참여하는 물질을 방사성물질로 표지처리함으로써 대사활성을 추적

한다. 대사는 생명의 신호가 되고 그 자체로서 심근 생존력의 가이드가 된다. 뿐만 아니라 PET를 관류연구에 사용할 수 있

다.

  PET 스캔법이 핵시험법중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하나, 상당히 고가이며(수백만달러짜리 장비와 특수설비) 다른 핵시

험법과 마찬가지로 양성으로 시험된 환자들이 최종적인 치료결정을 위해서 혈관조영술을 받게된다.

  분명히, 상기 모든 방법들은 허혈성 심장에 있어서의 다양한 기능상의 손상을 검출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즉, 선행기술

방법들은 지속성허혈의 존재로 인한 심장자체의 기능 또는 기능부전을 모니터링 또는 검출한다. 반면, 아래에서 좀더 상세

히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심근허혈의 발병에 대한 말초동맥장력의 반응을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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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혈압(BP)을 유지하는데는 두가지 작용이 관여하는데: 1)리터/분(ℓ/min) 단

위로 측정되는 심박출량(CO);과 2)dynes/sec/cm5 단위로 측정되는 전신(폐와 대조적인 의미로서의)혈관저항력(SVR)이

다. 전신혈관저항력이란 전신동맥혈관층의 혈류에 대한 임피던스를 말하며, 동맥장력에 의해 조절된다.

  혈압, 심박출량(CO)과 SVR간의 관계는 대략 식 BP = CO x SVR 로 표현되며, SVR값을 결정하는 종래의 방법은 혈압과

심박출량을 측정하고 이로부터 상기식에 의해 SVR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공동발명자(Goor)는 SVR을 직

접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구르(Goor) 등에게 허여된 U.S.P. Nos. 4,429,701, 4,798,211 및 4,821,735. 이

는 모두 본 명세서에 참고문헌으로 삽입되어 있다). 미국특허 4,429,701호에서는 SVR의 변화를 직접 모니터링하는 새로

운 방법 및 장치 -저항측정기(Resistometer)- 를 개시하고 있다. 이어서, 미국특허 4,798,211호에서는 경피성 경내강 관

상동맥 혈관성형술(PTCA,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실시동안에 SVR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저항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매번 기구(balloon)가 팽창되어 관련 관상동맥을 폐색시키고 SVR의 증가를 수반한다

(Mohr et al, Circulation 74:780-6, 1986)는 사실을 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구르 등에 허여된 특허문헌에 개시된 방법 및 장치는 직접 SVR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

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내측정 방법(invasive method)이 요구된다. 좀더 상세하게는, 상기 SVR은 대퇴부 동맥에 놓인

바늘에 의해 직접 측정된다. 게다가 체외검출방법(non-invasive method)으로 SVR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물

론 있기는 했으나, 오늘날까지 SVR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이용가능한 체외검출방법 및 장치는 없었다.

  말초혈관조절은 주지된 생리적 현상이다. 예를 들면, 열교환을 통한 체온 조절을 위해서 신체는 피부혈류를 변화시켜 체

온을 정상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혈관의 확장은 피부혈액을 따뜻하게 하여 주변으로의 열방출을 증

가시키는 반면 혈관의 수축은 피부혈류를 감소시켜 열을 보존시킨다. 말초 혈관수축은 또한 외상성 출혈 또는 내출혈 중에

도 일어나 혈압을 안정시키며 뇌, 간, 신장 및 기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에 혈액이 공급되도록 한다. 혈관수축 및 혈

관확장에 의한 체내 혈관조절은 상당히 예민한 기전으로, 국소 매개체 뿐 아니라 뇌에 의해서도 지배되며 생리적 및 병리

상태에 있는 신체기관이 적절한 관류상태를 유지하도록 일정하게 조절된다.

  서구사회에서의 심근허혈의 발병률 및 관련 사망위험률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기 예상데이타에 기초하여 추정될 수 있

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대략 5백만 정도이다. 그중에서, 어림잡아 250,000명이 심질환 환자이고 그중 80 내지 85%가 관

상동맥 질환을 갖고있다. 기지의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환자들 중 약 80 내지 90% 정도가 만성 협심증을 갖고있다. 치료를

받은 이 환자그룹에서의 사망률은 일년에 약 1 내지 2% 정도이다. 나머지 10 내지 20%의 환자가 불안정성 협심증을 앓고

있다. 치료를 받은 이 환자그룹에서의 연간 사망률은 10 내지 20%에 달할 수 있다.

  이스라엘 전문가들에 의해, 상기 250,000명으로 추정되는 심질환 환자들 외에도, 대략 동일수의 비진단 심장장애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치는 연간 대략 6,000명 정도의 심질환 사망자들 중에서 절반가량이 심질환 환자로 간

주되지 않은 사람들중에서 발생한 완전히 예기치못한 사망자라는 사실에 의해서 지지된다. 그러므로 서구사회에는 잘 알

려진 주요 건강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는 관상동맥질환이 있어서 각종 형태의 심근허혈을 앓기 쉬운 환자들중 어림잡아 10

내지 20%가 통증 또는 이러한 질병의 다른 증상들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해 야기되는 심근허혈을 검출하기 위한, 간단하고, 저렴하며, 체외검출방법으로서 현재 이

용가능한 운동부하 ECG 시험보다 예측성이 높은, 그러한 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수면상태 및 수면무호흡증에 관한 기술

  정상적인 인간은 몇가지 뚜렷한 수면단계를 경험한다. 중요한 수면단계의 하나가 REM 수면으로 알려진 단계로서, 급속

안구운동, 미소근육 씰룩거림, 자율신경활성변화 및 다른 신체움직임 부존재에 의해 특징된다. 또 하나의 수면단계는

Non-REM(NREM) 수면으로 알려진 단계로서, 다시 4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얕은 수면단계 즉, 가장

덜 평온하고 덜 편안한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가 가장 깊은 수면단계이다.

  수면장애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REM 수면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REM 수면 모니터링은 또한 예컨

대 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데, REM 잠복기가 상당히 감소하는 우울증 및 간질발작 치료에서 상기 치료에 따른

반응을 진단하고 추적하는데 유용하며, 연구분야에서도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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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에 있어서는 다양한 수면단계의 패턴과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환자의 수면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수면은, 전

기생리학적 기술 및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뇌와 근육활동에 의해 생성된 전기신호를 측정함으로써 양적 및 질적으로 측정

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동시에 또는 지속적으로 뇌전도(EEG)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EEG 데

이터는 일차적으로는 뇌피질로부터 유래하는 신호이며 또한 심전도(Electrocardiogram, ECoG)라 부르기도 한다. 동시

에, 근육의 활동도를 모니터링하는 근전도(Electromyogram, EMG) 신호는, 일반적으로는 아래턱 근육의 하나로부터 측

정되는데, 안구운동에 의해 생성된 좌안 및 우안 안전도(Electro-oculogram) 신호와 함께 측정된다. 이러한 EEG, EMG

및 EOG신호는 전통적으로는 다중채널 생리기록기에 기록된다.

  사진술 역시 수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다. 홉슨(Hobson) 등의 논문(Science 201, 1978, p.1251-5)에 따르

면, 수면중인 환자의 움직임을 사진술로 측정하였고, RME수면 직전과 직후에 주요한 신체위치상의 변화가 생긴다는 전제

하에 NREM 수면과 REM수면간의 이동성을 예측하였다.

  미국특허 4,784,162호에 따르면, 환자에게 부착하기에 적합한 복수개의 센서를 이용하여 수면장애를 모니터링하는 장치

가 기술되어 있다. 상기 센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생성하고 이어서 이 신호는 2진데이터로 변환되어 저출력 무선으로 전달

된다. 미국특허 4,836,219호에 따르면, 안구운동 및 머리운동을 나타내는 아날로그 신호에 적용되는 전자필터를 이용하

여, 헤드기어에 부착된 탐지기로부터 환자의 수면상태를 기록하는 방법 및 그 장치가 기재되어 있다.

  공동발명자인 라비(Lavie)에게 허여된 미국특허 5,280,791호는 인간의 수면상태를 결정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a) 인간의 심장 R-R파 간격을 측정하는 수단; (b) 심장 R-R 간격에 대한 출력 스펙트럼을 계산하여 저주파 스펙트럼 출

력 및 고주파 스펙트럼 출력간의 비율을 얻는 수단; (c) 상기 측정 및 계산수단에 반응하여 출력신호들을 생성하는 수단으

로서, 여기서 하나의 출력신호는 REM수면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1값을 가지며, 또하나의 출력신호는 상기 (b)의 비율이

NREM수면으로 지정된 역치값 미만인 경우에 제2값을 갖는, 수단; 및 (d) 상기 출력신호에 반응하여 REM 기간 또는

NREM 기간으로서 각각 소정의 시간을 지정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스펙트럼 출력은, 저주파의 경우

에는 0.01 내지 0.07Hz 범위이고 고주파의 경우에는 0.2 내지 0.3Hz 범위이다.

  수면무호흡증은 가장 흔하면서도 심각한 수면장애중 하나이다. 수면무호흡증은, 지속적인 호흡운동에도 불구하고 기류

의 차단으로 인해 수면중에 상기도허탈 에피소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폐색성 무호흡증은, 수면상

태에서 잠시 깨어나 상기도 관통이 회복되어 종결되는 때까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상태에 있는 질식과 통상적으로 관련

된다. 모집단연구(발명자의 실험실 및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성인인구의 2% 내지 4%가 수면무호흡

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면무호흡증은 전신성 고혈압, 심근경색, 발작(stroke) 및 돌연사에 대한 중요한 위

험인자로 밝혀졌다.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뇌전도(EEG), 안전도(EOG) 이하근전도(EMG), 구비

(口鼻) 기류(온도계(thermistor) 또는 열전쌍(thermocouples) 이용), 코골기 강도(dB 측정기 이용), 펄스 산소농도계 및

다리 운동으로 구성된 다중채널 기록기에 동시기록이 된다. 각 기록은 모든 무호흡 발생에 대해 가시적으로 기록된다. 이

기록법은 성가시며 환자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수면 평가방법에 존재하는 어려운점들에 비추어, 단지 호흡노력과 산소농도계만으로 이루어진, 단지 부분적인 모니터링

만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스크리닝 목적을 위해서는 부분 기록법이 실시된다. 부분기록의 목적은 무호흡발생수가

많은 환자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면단계 및 수면무호흡증을 검출하기 위하여, 더욱 간단하면서도 평가를 실시하는 동안에 환자가 편안히 수면

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혈압과 관련된 배경 정보

  많은 진단 및 치료과정에, 정확하고도 지속적인 혈압 모니터링, 특히 전신 동맥의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에 대한 모니터

링이 요구된다. 또한 평균혈압 및 맥파 모양을 얻는 것이 때때로 바람직할 수 있다. 혈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선행기술 방

법 및 그 장치는 일반적으로, 체외(non-invasive)검출방법과 체내(invasive)검출방법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체외검출

방법은, 주기적으로 측정된 환자의 동맥수축기 혈압 및 확장기 혈압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한 경우에 사용된다. 체내검출방

법은, 혈압에 대한 신뢰성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거나 또는 맥파 모양이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된

다. 종래의 지속성 혈압측정법은, 동맥내 혈압 파형(waveform)을 혈압측정장치로 송신하는 캐뉼러를 동맥내에 삽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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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수반한다. 체내침습성 때문에, 현재 지속성 모니터링법의 사용은 중환자실 및 수술실과 같은 제한된 환경으로 한정

된다. 그러나, 만일 사용하기 쉽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신뢰성있는 체외 검출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속

적인 혈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

  가장 통상적인 체외 혈압측정 방법은, 청진 및 진동에 의한 혈압측정방법인데, 이 방법에 따르면 상박(upper arm)위에

커프가 위치하여 동맥이 완전히 폐색될 때까지 상기 커프가 팽창한다. 그 다음에 동맥폐색동안 및 커프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 음향검출 장치를 사용하여 맥박신호를 검출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방법은 단지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만을

제공하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 방법의 또 다른 주요 단점은, 동맥이 완전히 폐색됨으로써 정상

적인 혈류가 방해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또한, 특히 비만환자 또는 동맥경화로 고생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부정확한 경

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측정과정이 환자를 깨우기 쉽기 때문에 수면중인 환자에 대해 사용하기가 부적절하고; 운동중

에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게다가, 이 방법은 데이터를 간헐적으로 제공하며 혈압불안정성에 대한 분석능력이 좋지못

하다.

  지속적으로 혈압을 모니터링하는 선행기술 방법중 하나가 압력측정(tonometric)법인데, 이 방법은 외부로 기록되는 맥

파 형태를 측정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있다. 즉, 말초동맥에 대해 주어진 량의 힘을 발휘하는데 장치가 사용되는 한편 동맥

맥박의 진폭변화가 모니터링된다. 이 선행기술의 단점은, 지속적인 정밀측정 및 장기 정밀 혈압측정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특히 환자 움직임에 대한 기계적 영향에 민감하여 그 효율성이 제한된다.

  이 방법에 대한 또 다른 주요한 문제점은 힘신호를 압력신호로 변환하는 정확한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적어도 다음 두가지 이유 때문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변환인자를 유도하는 것이 저지된다. 첫째, 사람에 따라 체외로의

맥파 송신의 변화가 상당히 크다. 둘째, 힘/압력 관계가 비선형관계일 수 있어서, 개별적으로 측정된 혈압계의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값 한세트가 적절한 계산을 하기에 불충분하다.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또 다른 선행기술 방법이 페나즈(Penaz)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방법에서는, 환자 손가락의 내

부혈압은 균형을 맞추는 한편 그 반대 외부 혈압은 손가락내의 광학밀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

화시킴으로써 혈압변화를 모니터링한다. 분명히, 이 방법은 실질적인 수준의 외부압력을 동맥내혈압 근처로 바람직하지

못하게 계속 적용하는 방법에 의존한다. 이 방법은 또한 환자의 움직임에 민감하다. 상기 방법의 부정확성에 대한 적어도

한가지 원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을 계속 적용하기 때문에 측정부위에서의 정맥복귀를 변경시키고 따라서 측정부위에

서 멀리 떨어진 손가락 부위에서의 정맥울혈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혈압측정 변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혈액동력학적

및 반사적 혈관 변화가 유발되기 때문이라고, 본 발명자들은 생각한다.

  또 다른 선행기술 방법은, 손가락끝의 반대편에 위치하는 광발신기 및 수신기로 이루어진 광혈량계

(photoplethysmograph)를 이용한다. 상기 수신기는, 동맥을 통해 흐르는 혈류량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손가락으로 송

신되는 광송신량의 변화를 기록한다. 수신된 신호는 컴퓨터로 보내져 수신된 결과를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데이타로 변환

시킨다. 이 방법의 한가지 단점은, 광산출량의 변화를 혈압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정확한 계산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다. 또한 손가락내 정맥혈액의 영향이 불명확해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혈압을 모니터링하는 간단하면서도 체외검출가능한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개요

  후술하는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자들은 환자의 신체말단에서 발생하는 특징적인 혈액동력학

적 변화를 검출함으로써 생리적 상태 또는 의학적 상태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SVR의 증가를 측정함으로써뿐만 아니라 말초 혈관수축의 진행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심폐기능곤란증이 검출

되고 모니터링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간단하고도 저렴하게 실시될 수 있는 체외검출방법을 이

용한 검출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어떤 유발성 효과에 대하여 반응하는 말초동맥 장력의 변화를 검출함으로써, 생리적 상태 또는

의학적 상태를 정밀하고도 계속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체외검출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의 목적은 말초 혈관수축을 검출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심폐기능곤란증을 검출하는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등록특허 10-0512290

- 7 -



  동맥장력은 신체가 다양한 기능변수들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전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본 발명의 발명

자들은, 동맥장력의 변화는 또한 생리적 기능부전 또는 의학적 상태를 진단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자들은, 앞서 인용한 바 있는 구르(Goor) 등의 미국 특허에서 이미 발견되고 보고된

바 있는, SVR의 증가를 이끄는 개시 인자인 말초 혈관수축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심근허혈과 같은 생리적 기능부전 상태

를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말초동맥 장력을 체외검출방법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된다. 말초동맥 장력의

변화는, 환자의 피부에 있는 말초동맥과 같은 말초동맥 중 어느 하나의 여러 혈액동력학 변수들 예컨대, 혈류, 혈류량 및

동맥파 모양과 같은 변수들 중 어느 하나의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검출될 수 있으나, 환자의 손가락 또는 발가락에 대

하여 이 부위에서의 박동성 동맥혈액량의 변화를 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혈액량의 변화는 손가락의 혈액량, 광학 밀도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변수에 대한 혈량측정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접근용이성 때문에 손가락이 유리한 부위이긴 하

나, 다른 신체 말단 부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성에 있어서, 본 발명의 장치는 손가락 전체, 또는 손가락 말단을 포함하는 손가락의 일부를 수용

하는 수지탐침(finger probe)을 포함한다. 상기 수지탐침은 비탄력성 골무형태의 외부쉘과 실질적으로 라텍스 손가락 장

갑형상을 하고 있는 유연한 막을 포함한다. 원통형의 압력밴드는 상기 막을 두 부분으로 분리시키는데, 일반적으로 한 부

분은 공기주머니(bladder)가 되고 한 부분은 압력커프가 된다. 상기 공기주머니는 U자형 금속막대에 의해 서로 소통가능

한 두 개의 구획으로 나뉜다. 이 두 개의 구획은 손가락 말단에 적용된 다음 압력이 가해진다. 상기 압력커프는 상기 공기

주머니 구획과는 별도로 압력이 가해진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압력은 측정 부위에서의 정맥혈저

류를 예방하고 동맥벽장력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압력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기 가해지는 압력은 동맥을 폐색시킬 정도

로 높지는 않아야 한다. 상기 수지탐침은, 압력 변환기 또는 광전기전지와 같이 동맥장력의 변화를 검출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르게는, 상기 수지탐침은 감지한 정보를 상기 탐침외부에 위치하는 센서로 전달하기 위한 도관

(conduit)을 포함할 수 있다.

  분명히, 본 발명에 따른 방법 및 장치는 심근허혈 외에 다양한 생리적 상태 및 의학적 상태를 검출하고 모니터링하기에

적합하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수면 모니터링에 중요한 두가지 영역 즉, 급속안구운동(REM) 수면단계와 수

면무호흡증을 위해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가 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게다가,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본 발명의 장치가 잠재성 또는 명백성 야행성 협심증을 검출하기 위해 수면중인 집단에 대

해 집단 스크리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것은 현재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모든 선행기술

방법들이 사용하기에 성가시고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의 모든 방법들은 상당한 장비를 필요로

하고 비용이 매우 높아서 집단 스크리닝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본 발명은, 어느정도의 변형과 새로운 보정(calibration)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체외검출방법으로 혈압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첨부도면을 참조로 하여, 오직 예시적인 태양에 대해서 기술된다.

  도 1은 환자의 말초동맥 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환자의 신체말단(예, 손가락)에 적용되는 본 발명의 탐침에 대한 일실

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2a 및 도2b는 도 1의 탐침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3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압력커프를 도시한 횡단면도이고, 도 3b는 도 3a의 선 A-A'에 따른 횡단면도

를 도시한다;

  도 4a는 도 2a 및 2b의 탐침을 도시하고, 도 4b는 도 2a 및 도 2b의 말단컵(end-cup)과 함께 사용되는 상태의 도 3의 압

력커프를 도시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압력커프의 다른 일실시예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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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도 역시 본 발명에 따른 압력커프의 또 다른 일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6a-6e는 공기주머니 없이도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압력커프의 일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7, 7a 및 7b는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수지탐침의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도시하는데, 여기서 상기 말단컵과 상기 압

력커프는 통합되어 하나의 수지탐침을 이루고 있다;

  도 8은 복수개의 수지탐침이 통합되어 하나의 장갑을 이루고 있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도시하고, 도 8a는 탐침이 없는

손가락에 사용되는 튜브리테이너(tube retainer)를 도시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탐침을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의 일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자동 기압시스템의 대체 시스템인 수동 기압시스템을 도시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수지탐침의 다른 일실시예를 도시하는데, 상기 탐침은 광학센서를 포함한다;

  도 12-20은 그래프로서 도시되어 있는데, 심근허혈 검출에 사용되는 경우 본 발명에 의해 산출된 결과 데이터 및 이 결과

를 기지의 심근허혈 검출법과 비교한 비교 데이터를 보여준다;

  도 21 및 22는 그래프로서 도시되어 있는데, 환자의 수면상태 특히 REM(급속안구운동) 단계 및 수면무호흡증을 모니터

링하는데 사용된 경우, 본 발명에 의해 산출된 결과를 보여준다;

  도 23은 지속적 혈압측정을 위해 배치된 본 발명장치의 일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24 및 25는 도 23으로 예시되는 본 발명장치의 보정과정에서 얻어진 임상데이타 곡선을 도시한다; 및

  도 26 및 27은 표준 혈압측정법에 대하여 본 발명의 혈압측정법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하는 데이터 챠트를 도시한

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심근허혈 검출

  본 발명의 특히 중요한 잇점은, 심폐기능곤란 특히 심근허혈을 체외검출으로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술하

는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에 관한 설명 및 논의는 주로 심근허혈을 검출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말초동맥

장력에 신체반응성이 반영되는 다른 생리적 상태 및 의학적 상태를 검출하기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심근허혈에 대한 설명에 이어 몇가지 예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 및 장치의 유리한 특성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여기에서 자발성(불안정성) 심근허혈에 관한

몇가지 생리학적 반응을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종류의 심근허혈의 발병에 관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조직학적 견

해가 존재한다. 고를린(Gorlin)의 견해(Circulation 32:138, 1965)에 의하면, 심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으로 인해, 산소요구량 관련성 허혈이 발전한다. 치에르치아(Chierchia)의 견해(Circulation 61:759, 1980)에 의하

면, 먼저 자발성 허혈이 발병한 다음 어떠한 심폐기능상의 변화(예컨대 심박동율, 혈압, ECG변화 등)가 있게되고 이로인해

심근허혈이 유발된다.

  본 발명자들이 본 발명의 장치를 사용하여 얻은 데이터(이를 허혈그래프(Ischemograph)라 하기로 한다)에 의하면,

PTCA중 기구(balloon)팽창 등에 의해 일단 허혈이 유발되면 10 내지 20초내에 명백히 말초혈관수축이 일어난다(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저항측정기(Resistometer)를 이용하여 SVR의 증가도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발명자들에 의해 밝혀졌

다). 또한, 본 발명의 장치에 의해 모니터링된 초음파심장촬영술에 의한 운동 시험중에는, 어떠한 심장수축성 퇴화 징후라

도 나타나기 전에 말초혈관수축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이해속에서, 본 발명자들은 심근허혈의 진행이 말초혈관 장력에 미치는 신속한 영향에 대해 몇가지 가능한 설명

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첫째는, 반응성 교감신경 활동에 의해 말초혈관 장력이 직접 자극되는 것으로서 설명된다. 다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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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있는 설명은, 허혈성 심근으로부터 순환계로 방출된 트롬복산 등의 인자에 의해 혈관장력이 국소적으로 조정된다

(Teoh, J. Thorac Cardiovasc Surg. 93:120, 1987).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엔도텔린-1과 같은 하나 이상의 내피-유래

물질에 의해 혈관장력이 국소적으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심근허혈이 시작되면 심근허혈의 진행이 환자를 압도할 수 있다. 상기 반응성 말초혈관수축은 혈압의 상

승과 함께 SVR의 상승을 가져온다. 상기 혈압상승은 고를린(Gorlin)에 의해 설명된 바와 같이 산소요구량 관련성 허혈을

증가시키고, 좌심실의 이완기능부전 및 뒤이은 수축기능부전을 가져와, 심박출량이 감소되게 하며, 나아가서 SVR공식의

평형을 깨뜨리고 말초혈관수축을 더욱 악화시켜서, 허혈의 지속기간 및 상해 근육크기에 따라 그 최종 결과가 나타나게 된

다.

  본 발명에 따르면, 말초혈관수축 변화를 직접 측정함으로써 심근허혈의 발병여부를 검출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자들은,

말초동맥의 혈관내 용적(혈액량)의 변화를 검출함으로써 말초혈관수축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예를 들어, 환자

의 하나의 손가락에서 동맥 맥파의 크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손가락에서 동맥 맥파의 크기가 감소되면, 이

는 말초혈관수축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맥혈액량의 감소를 알려주는 것이고, 이로인해 말초저항력이 증가하고 이어

서 SVR이 증가된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SVR이란, 전체 전신혈관 혈류에 대한 저항을 일괄적으로 일컫는 용어로서, 혈압(실제로는 동맥혈압에서 정맥혈압을 뺀

값임)과 심박출량의 비율로 결정된다. SVR 계산값은 심장으로부터 혈액이 박출되는 순간의 전신순환 전체 저항값의 총합

산을 나타낸다.

  한편, 말초저항(PR)이란 피부 또는 다른 신체 표면, 또는 손가락 발가락 등의 신체말단에서의 저항을 말한다. 어떤 상황

하에서는, 말초저항은 SVR과는 상당히 다른 거동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매우 추운 환경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말초 저항값은 높으나 활동근육에서의 혈류에 대한 저항값은 낮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통상은 SVR의 증가가

말초혈관수축 증가와 연관되어 있으나 심근허혈을 검출하는 경우에는 말초혈관 수축성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SVR보다 더

민감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SVR은 심박출량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본 발명장치를 이용하여 손가락 동맥혈관에서의 박동량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말초혈관수축을 검출

하는데 유효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극단적인 혈관수축 상황에서, 상기 장치에 의해 검출된 맥파의 진폭 크기, 즉 정상에서

골까지의 크기가 거의 직선으로 기울 수 있는데, 이는 생리적인 변화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PTCA 실

시동안에 주요 관상동맥을 기구팽창시킨 것에 반응하는 말초동맥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 특히 환자에게 니트로글리

세린을 투여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장치는 측정동맥혈관에서 혈액량이 명백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이는 동맥

장력의 증가 및 말초혈관수축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장치는 심근허혈이 존재하는 경우에, 전술한 구르(Goor)등의 특허문헌에 개시된 저항측정기를 이용하

여 확인되는 SVR의 변화에 대해 부분적으로 그 기초가 되는 말초혈액순환의 형태학적 변화를 직접 검출한다. 게다가, 상

기 저항측정기는 체내검출방법으로 SVR을 측정하는 반면 본 발명장치는 체외검출방법으로 말초혈관수축을 직접 측정한

다.

  본 발명장치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

  본 발명장치는 일반적으로 신규의 수지탐침 및 측정과정을 제어하고 상기 수지탐침의 신호를 수집 및 처리하기 위한 처

리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상기 수지탐침 및 처리시스템에 대한 몇가지 실시예 및 그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기

로 한다.

  수지탐침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수지탐침(2)을 도시한다. 상기 수지탐침(2)은 사람 손가락보다 약간 큰 직경을

갖는 튜브형 강성 케이스(3)를 포함한다. 상기 케이스(3)는 한쪽 단부가 말단벽(3a)에 의해 밀폐되어 있고 그 맞은편 단부

(3b)는 손가락을 수용하기 위해 개방되어 있다. 튜브형 구조로 되어있는 변형막(또는 공기주머니)(4)은, 케이스(3)안에 위

치하고 케이스와 유사하게 그 한쪽단부(4a)가 밀폐되어 있으며 그 맞은편 단부(4b)는 개방되어 있다. 튜브형 막(4)은 탄성

물질 또는 얇고 유연한 플라스틱 쉬트재로 되어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라텍스 장갑의 손가락과 유사하다. 직경에 의해,

손가락 말단을 수용하는 소켓(socket)이 정해지고, 상기 막과 케이스(3)내벽과의 사이에, 내부압력에 따라 팽창 또는 수축

하는 튜브형 밀폐 쳄버(5)가 형성된다. 튜브형 막(4)의 개방단부(4b)는 케이스(3)의 개방단부(3b)에 밀봉되어 고착되어

있다. 튜브형 막의 밀폐단부(4a)는 케이스의 밀폐단부(3a)에 적절한 방식으로 구부러져 고정되어 있어서 상기 튜브형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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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케이스 외부방향으로 축운동하는 것을 방지해주지만 내부방향으로의 축운동은 방지하지 않는다. 도 1에서는, 이것이

유연성은 있으나 비신축성인 복수개의 줄(6)로 예시되어 있는데, 이 줄(6)은 튜브형 막이 케이스 외부방향으로 축운동하는

것을 방지해주지만 내부방향으로의 축운동은 방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다른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실시예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케이스(3)와 튜브형 막(4) 사이에 있는 쳄버(chamber)(5)는, 케이스 말단벽(3a)에 형성된 포트(port)(7)를 통해 압축공

기 또는 다른 유체의 소스와 연결되고, 상기 포트(7)에 관(7a)이 연결되어 있다. 동맥혈액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지말단

즉 환자 손의 손가락(또는 환자 발의 발가락)에 수지탐침(2)을 설치하고, 손(발)가락 말단에 정압장(static pressure field)

을 걸어준다.

  전술한 바대로, 정맥저류가 예방되는 것이 본 발명의 뚜렷한 특징중의 하나이다. 본 발명자들은,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정

맥혈류가 제멋대로 그리고 예상치못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손가락의 연조직(pulp)내에 저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

로, 혈액량/혈압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맥저류로 생긴 신호의 영향을 받게되고 동맥혈압파에 의해 생긴 원

하는 신호가 무시되거나 상쇄될 수 있어서 실체 측정치가 심하게 왜곡될 수 있다. 정맥저류에 중요한 인자로서, 본질적으

로 선행기술에서 간과된 것이 정맥쇼크파 효과이다. 예를 들면, 운동부하 시험을 하는 동안에 육체활동은 압력이 낮은 대

정맥(혈류를 우심방으로 운반하는 큰 정맥)을 흔듦으로써 손가락끝으로 역류되어 전파되는 쇼크파를 생성시킨다.

  손(발)가락 정맥저류를 일으키는 다른 원인은 정맥혈관내의 정수압(靜水壓)증가와 관련있다. 그 결과, 예컨대 팔을 낮추

는 경우 정맥혈이 말단의 정맥저류로 이동한다. 저압력의 정맥혈관내에서 혈액량이 변화하는 결과 손가락내의 정맥저류는

실측정치와는 상관없는 신호를 생성하고 이에 의해 원하는 정보가 가려지게된다.

  그러므로, 상기 형성되는 정압장은 손(발)가락의 말단에서의 정맥저류를 예방하면서도 동맥혈관으로 운반되는 박동혈액

이 정맥을 통해 다시 되돌아갈 수 있기에 충분한 압력인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기 압력은 예컨대 정수압 및 쇼크파로 인

해 야기되는 임의적인 정맥혈류를 예방하는 한편 동맥에 의해 운반된 혈액이 정맥을 통해 손가락으로부터 운반될 수 있도

록 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정맥저류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압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상 환자의 확장기 혈

압의 10%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명확한 신호를 얻기 위해서, 손(발)가락이 심장높이 근처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압력은 손(발)가락 동맥혈관벽장력

을 부분적으로 감소시키되 폐색시키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동맥벽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어서

심장의 박동혈액을 수용하게된다. 상기 적용압력은 손을 완전히 낮춘 경우 최대 정맥혈압보다 약간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

  적정압력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상기 두가지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통상 30mmHg 내지 확장기혈압의 약

10%이상의 압력이 사용된다. 임상적으로는, 손이 심장높이 이하로 최대로 낮춰진 경우에 사람의 장지에서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정맥혈압 수준이 대략 70mmHg 라고 정해져있다. 그러므로, 상기 혈압은 다른 모든 상황에서 정맥혈압의

균형을 맞추기에(counterbalance) 충분할 것이고, 효과적으로 정맥용적을 동맥처리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혈액

량 저장고에 대하여 상기 정맥이 수동도관(conduit)이 되도록한다. 따라서, 대략 70mmHg의 압력은 정맥저류 및 정맥쇼크

파 전달을 예방하기에 특히 적절하다.

  이하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되듯이, 수지탐침(2)은 혈압파가 수반되는 손(발)가락 말단 모니터링부위에서의 용적변화(시

간의 함수로서)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용적변화 측정치는 그 다음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환자의 생리적 상태 또

는 의학적 상태를 검출 또는 모니터링하기 위해 처리될 수 있다.

  도 2-4는 본 발명의 수지탐침의 또 다른 실시예들을 나타낸다. 설명의 간략화를 위해, 도 1의 수지탐침(2)에 포함된 전술

한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도 2-4의 상기 수지탐침내에 존재하는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대응번호가 부여된다.

  도 2-4에 도시된 수지탐침(30)의 중요한 구성상의 특징은, 상기 수지탐침이 복수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골무-모양의 말

단캡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도 2a 및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 개의 반-원통형 부분(31, 32) 각각은 강(腔)을 하나씩 갖

도록 형성되는데, 상기 강들이 모여 환자의 손가락을 수용하기 위한 튜브형 소켓(socket)을 형성한다. 각각의 반원통 부분

(31, 32)은, 부분적으로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적인 말단벽(31a, 32a)을 가진 한쪽단부에서, 함께 결합

하여 원형 또는 타원형의 말단벽을 형성한다. 상기 각 부분의 맞은편 한쪽단부는 개방되어있다.

  각각의 케이스 부분(31, 32)은 평면 변형막(33, 34)을 포함하는데, 상기 막들은 함께 환자의 손가락을 수용하기 위한 튜

브형 변형막의 균등물을 형성한다. 각각의 막(33, 34)은 실질적으로 사면체 입체구조를 가지며, 횡단면 가장자리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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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케이스부분의 말단벽(31a, 32a)에, 맞은편 횡단면 가장자리를 따라 각 케이스부분의 개방말단(30b)에, 두 개의 길이방

향 가장자리를 따라 각 케이스부분의 측면 가장자리(30c)에 고정(예컨대 접착 또는 용접에 의함)되어있다. 상기 두 케이스

부분(31, 32)은 접착에 의해 또는 기타 다른 적절한 수단에 의해 서로 고정될 수 있다(도 2a).

  따라서, 상기 막(33)은 그 케이스부분(31)과 함께 입구포트(35a)를 갖는 팽창 쳄버(35)을 형성하고(도 2a); 막(34)은 그

케이스부분(32)과 함께 입구포트(36a)를 갖는 팽창 쳄버(36)을 형성한다. 상기 두 개의 입구포트(35a, 36a)는 도관(37)에

의해 압력원(10)(도 9)에 연결된다.

  실질적인 고리형의 또 하나의 쳄버(43)는 측면 가장자리(30c)에서부터 개방단부(30b)까지 뻗어있는 막 부분(33, 34)에

의해 형성된다. 상기 쳄버(43)는 다른 쳄버(35, 36)에 유체전달을 할 수 있으며 입구포트(35a, 36a)를 통해 압력이 가해진

다. 전술한 바와는 달리, 쳄버(43)는 다른 쳄버(35, 36)로부터 완전히 폐쇄되고 입구(44)를 통해 개별적으로 압력이 가해

질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수지탐침의 단일부 구성에 있어서, 쳄버(5)내 압력에 의해 유발되는 축힘은, 환자의 손가락에 대한 상기

탐침의 축운동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신축성 줄(6)에 의해 그 힘이 상쇄된다. 상기 줄은, 특히 환자가 운동상태에

있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탐침이 손가락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pop-off)을 예방해주고 손가락에 대한 탐침

의 축운동에 의해 유발되는 인위적 및 잘못된 판독을 최소화시켜준다.

  한편, 도 2a 및 도 2b에 예시된 실시예에 따르면, 수지탐침(30)의 다중부 구성은 축운동 및 방사운동에 대항하여 상기 탐

침을 환자의 손가락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이에 의해, 상기 막이 고정되어 있는 케이스부분(31, 32)에 의해 두 개의 막(33,

34) 각각이 내부로 전치되는 것이 억제되고, 따라서 상기 막에 의해 밀폐된 쳄버내 압력이 각 막의 중심부를 막 외주보다도

더 큰 정도로 내부로 전치시킨다. 이렇게 상기 내부로 전치된 두 막의 중심부는 환자 손가락의 양쪽면에 대하여 두-영역

조임작용을 하게 되고, 이에 의해 상기 탐침이 환자의 손가락에 단단히 조여지게 된다. 이러한 강한 조임작용은 탐침이 손

가락으로부터 빠져나갈 위험성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외부케이스에 대하여 손가락이 상대적으로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손가락이 굽는 것을 방지하고, 혈압파를 수반하는 손가락 용적변화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탐침의 정확성을 개선시키며, 특

히 운동중에, 출력신호를 안정화시킨다.

  도 1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막(4)의 개방단부(4b)에 의해 유발되는 가장자리효과(edge effect)는 신호의 정확성을 떨어

뜨릴 수 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는 그 개방경계부로 갈수록 압력장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말단효과로

부터 상기 막(4)을 격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수지탐침(2)에 압력커프를 부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압력커

프는 후술하는 실시예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케이스(3)와 일체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케이스(3)와는 별도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도 2a의 실시예에 있어서, 압력쳄버(43)는 원주(30c) 지점에서 다른쳄버(35, 36)와 분리될 수 있다. 이러한 구

성을 이용하면, 개방단부(30b)에서의 가장자리효과는 쳄버(43)내의 압력에는 영향을 미치되 쳄버(35, 36)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쳄버(35, 36)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여 가장자리효과를 회피 할 수가 있게된다.

  전술한 사항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쳄버(35, 36)에 의해 가해진 압력의 유리한 효과는 수지탐침의 개방말단

(30b)쪽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따라서, 압력커프를 포함하면 압력장이 측정부위 너머로 효과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도 2a에 도시된 쳄버(43)는 케이스부분(31, 32)과 독립적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실시예

가 도 3a 및 3b에 도시되어 있는데, 도 3b는 도3a의 A-A'선에 따른 단면도이다. 도 3a 및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질적

원통형인 압력커프(40)는 강성 원통(41)과 여기에 부착된 막(42)으로 구성된다. 막(42)과 원통(41)사이에 쳄버(43)가 형

성되고 입구(44)를 통해 압력이 가해진다. 상기 압력커프(40)는 케이스부분(31, 32)에 의해 형성된 도 4a에 도시된 말단컵

의 개방단부에 고정될 수 있다. 이것이 도 4b에 나타나있다.

  또한 도 3a, 3b 및 4b에는 튜브리테이너(65)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튜브리테이너는 상기 관을 잡아당길 때 유발될 수 있

는 잡음을 방지하는데 유리하도록 제공된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튜브리테이너는 본 발명의 수지탐침의 모든 실시예에서

이용되어야 한다.

  도 5는 고리형 압력커프(40)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준다. 이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압력커프는 도 2a 및 2b에 있는 압력

캡(30)의 다중부 구성과 유사한 다중부 구성으로 되어있다. 즉, 도 2a의 구성은, 만일 원주(30c)에서 분리된다면, 효과적으

로 이와 유사한 압력커프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도 5에 도시된 상기 고리형 압력커프(50)는 두 개의 외부 강성 반원통

부(51a, 51b)로 이루어지고, 각 원통부는 각 원통부에 고정되어 원통부와 함께 반고리형 팽창쳄버(53a, 53b)를 형성하는

내부 변형막(52a, 52b)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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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은 고리형 압력커프의 또 다른 실시예를 보여준다. 이 실시예에 따르면, 고리형 커프(60)는 비신축성 플라스틱과 같

은 탄력성의 비신축성물질로 이루어진 외부링(61)과, 여기에 고정되어 환자의 손가락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고리형 쳄버

(63)를 형성하는 원통형 막(62)을 포함한다.

  도 6a-6e는 공기주머니(bladder)를 필요로하지 않은채 측정을 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압력커프의 일실시예를 보여준

다.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지탐침(2)은 내부에 압력커프(40)가 위치하고 있는 말단캡(30)을 기본적으로 포함한다.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지탐침(2)내로 손가락이 삽입된 경우, 케이스와 손가락에 의해 쳄버(C0)가 형성된다. 도관

(44a)은 압력커프(40)에 의해 형성된 쳄버(43)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로써 꽉 조여진 밀봉상태가 제공된다. 이

렇게하여, 도관(37)을 통해 쳄버(C0)로 압력이 가해질 수 있게된다.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앞에서 상세히 설명된 두 개의 반편 구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부가적으로, 탐침의 이동을 억

제하고 공기압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점착층 또는 점착환(90)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점착물질층(91)은 말단

캡(30) 끝 내면에 제공되어 손가락에 대한 수지탐침의 이동을 더욱 방지하도록 돕는다.

  경우에 따라, 유연한 막 물질로 된, 원주를 둘러싸는 개방형 테두리를 제공함으로써 공기압축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상기 막의 개방부는, 손가락을 삽입하는 경우 상기 막이 밀봉역할을 제공해야 하므로, 삽입되는 손가락의 가장 작은 직경

보다 더 작아야 한다. 유사한 플랜지(96)를 압력커프의 다른 면에 제공할 수 있다.

  도 7, 7a 및 7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탐침의 구조를 상세히 도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압력캡과 고리형

압력커프가 전체적으로 참조번호 "70"으로 정해진 단일체로 일체화되어 있다. 상기 단일체(70)는, 반-구형 또는 반-타원

형 말단벽(72)에 의해 한쪽단부가 밀폐되어 있고 반대쪽 단부(73)가 환자의 손가락을 수용하기 위해 개방되어 있는, 단일

의 강성 케이스(71)를 포함한다. 튜브형 케이스(71)안에는 튜브형 변형막(74)이 구비되어있다. 막(74)은 상기 단일체와 유

사하게 한쪽단부(75)가 밀폐되어 있고 반대쪽 단부(76)는 환자의 손가락을 수용하기 위해 개방되어 있다.

  튜브형 케이스(71)는 또한, 전체적으로 참조번호 "80"으로 나타내어진 U-자형 강성 제지막대를 구비하는데, 상기 막대

는 한쌍의 평행한 다리부(81, 82)가 반원형의 중간부(83)와 연결되어 있다. 두 개의 평행한 다리부(81, 82)의 외부 말단

(84, 85)은 상기 강성 케이스(71)의 벽내부에 고정된 삽입물(86, 87)에 고정되어 있다. 상기 두 삽입체(86, 87)는, 장치내

부에 고정되어서 상기 튜브형 막(74)의 각 중간부를 튜브형 케이스(71)에 대해 단단히 압박하고 있는 원형 압박밴드(88)에

의해 운반된다. 상기 튜브형 막(74)의 개방단부(76)는, 예컨대 접착 또는 다른 압박결합에 의해 튜브형 케이스(71)의 개방

단부(73)에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세 개의 쳄버, 즉: U-자형 제지막대(80)의 마주보는 두 면상에 존재하는, 상기 튜브형 막(74)과 튜브형 케

이스(71)사이의 두 쳄버(C1, C2); 및 튜브형 막(74) 및 강성 케이스(71)의 개방단부와 압박밴드(88)의 사이에 있는 고리형

구조로 된 제3의 쳄버(C3)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케이스(71)벽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상기 원주를 둘

러싼 밴드(88)는 상기 제3의 쳄버(C3)로부터 두 쳄버(C1, C2)사이의 유체전달을 방지한다. 한편, 상기 제지막대(80)의 반

원형 중간부(83)는, 상기 두 쳄버(C1, C2)사이에 직접 유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케이스 말단벽(72) 내면 안쪽으로 어느정

도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케이스(71)에는 쳄버(C1, C2)에 대해 유체포트(fluid port) 역할을 하는 하나 또는 두 개

의 구멍(77)과 쳄버(C3)에 대해 유체포트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구멍(78)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쳄버(C3)와 쳄버(C1,

C2)사이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솔레노이드밸브(후술함)가 제거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야한다.

  따라서, 유체압력이 쳄버(C1, C2)에 가해지는 경우, 제지막대(80)와 연동하는 두 개의 각 튜브형 막(74) 외주가 내부로 전

치되는 것이 제한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쳄버(C1, C2)내의 압력을 받은 유체는, 상기 각 막부분의 중심부를

상기 각 막부분의 외주에 비해 더 큰 정도로 내부쪽으로 전치시킬 것이고 이로써 두점(two-point) 조임작용을 만들고, 손

가락이 상기 장치에 대하여 튀어나가는 것과 축운동 및 회전운동하는 것을 방지한다. 제지막대(80)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튜브형 막(74) 부분은 고리형 쳄버(C3)를 형성하고 상기 고리형 쳄버는 앞에서 고리형 압력커프(40)에 대해 상술한 바와

동일한 류의 고리형 압력커프를 만들어낼 것이다.

  도 7, 7a 및 7b에 도시된 장치는, 손가락이 장치에 대하여 움직이는 경우에 두 쳄버(C1, C2)내에 있는 막 부분의 막벽이

일제히 움직이기 때문에, 제지막대(80)가 움직임으로 인한 인위적인 결과(movement artifacts)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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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다. 즉, 도 2a 및 2b와 관련해 전술된 바와 같이, 막부분이 개별적으로 그들의 각 케이스 부분에 접착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막벽 부분의 움직임이 다른 부분으로 전달되지 않고 그 결과 움직임으로 인한 인위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한편,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 개의 막 부분이 하나의 동일한 막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상기 막들은 함께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상기와 같은 움직임으로 인한 인위적인 결과는 감소된다.

  도 7의 구성의 다른 잇점은, 단일 유체포트만으로 두 쳄버(C1, C2)에 유체압력을 공급하기가 충분하다는 것으로서, 상기

두 쳄버가 제지막대에 의해 제공되는 공간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 7에 도시된 구성은 용적면에

서 그리고 저렴한 비용면에서 생산이 용이하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상기 튜브리테이너(65)는 도 7의 실시예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한다. 상기 튜브

리테이너는 탐침의 외부쉘에 부착될 수도 있고 삽입물(86, 87)중 하나의 일부일 수도 있다.

  장갑탐침의 구성

  도 8은, 환자가 착용하는 장갑(전체적으로 참조번호 "92"으로 지정됨)에 일체화된 수지탐침을 도시한다. 도시된 구성에

서, 장갑의 두 손가락에 각각 부호 91과 92로 도시된 탐침이 통합된다. 장갑의 셋째 손가락(93)은, 각각의 용적-측정 장치

에 있는 여러 쳄버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유체관, 예컨대 공기관 등을 지지하기위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장갑은, 환자의

손 또는 손목에 부착시키기 위한 밴드와 함께, 탐침이 통합된 단지 하나 또는 두 개의 손가락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도 8에 도시된 장갑 구성의 잇점은, 한번에 탐침을 편리하게 두(또는 그 이상의) 손가락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

게함으로써, 두가지(또는 그 이상의) 출력결과를 처리하여, 예컨대 일관성 체크로서 더 높은 결과를 선택하거나 또는 결과

들을 평균냄으로서, 더욱 신뢰성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각 탐침은 서로 다른 측정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탐침을 말초혈관수축을 모니터링하는데 사용하는 한편, 다른 하나를 환자의 혈압을 모니터링하는데 사용할 수 있

다. 말초저항과 혈압을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상기 변수들 중 어느 하나를 단독으로 측정하는 경우보다, 환자의 전체 혈액

동력학적 상태 및 혈액동력학적 변화에 대해 상당히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상기 장갑구성은 튜브의 안정화에 유리하고, 튜브를 견인하는 결과로 인해 용적측정장치로 힘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탐침자체에 제공되는 튜브리테이너(65)외에도, 탐침이 구비되지 않은 손가락에 위치하는 개방링(66) 위

에 또 다른 튜브리테이너(65a)를 제공할 수 있다(도 8a). 튜브리테이너(65a)와 개방링(66)은 상기 장갑 실시예와 개별적으

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한다.

  또한 상기 장갑(또는 모든 수지탐침)은, 손 전체에 열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가열수단을 구비할 수 있다. 혈관장력의 기

저값을 변형시키기 위해 측정부위를 가열시킬 수 있다. 이렇게함으로써 신체지배에 의한 조절을 더 잘 측정할 수 있는 점

까지 혈관장력도를 맞출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존재하는 높은 수준의 혈관수축에 의해, 더 측정될 수 있는 혈관수축상의 증

가가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장치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심근허혈 검출장치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러한 형태에서, 본 발명자들은 이 장치

를 허혈측정기(IschemoGraph)라 하고, 그 방법을 허혈측정법(IschemoGraphy)이라고 칭한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골무-모양의 말단캡(30)과 압력커프(40)를 포함하는 수지탐침(2)은 전체적으로 참조부호 "80"

으로 정해진 기압시스템에 연결되고, 이 기압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참조부호 "90"으로 정해진 처리시스템에 연결된다. 상

기 기압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참조부호 "85"로 정해진 기압관 시스템에 연결되는 압력원(10)을 포함한다. 상

기 튜브시스템은, 상기 튜브는 압력원으로부터 수지탐침(2)로 압력을 전달하는 튜브(7a 및 44a)와, 후술하는 프로세서

(23)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전자 솔레노이드 밸브(12, 46)를 포함한다. 물론 솔레노이드 밸브(12, 46)는 수동방식으로 제

어될 수 있는 기계밸브로 대치될 수 있다.

  상기 기압시스템(80)은, 압력원(10)에 의해 가해진 압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압력변환기(13)와 밸브(12)와 밸브(46)사

이에 존재하는 불변압력과 수지탐침 쳄버내의 가변압력간의 압력차를 측정하는 차등 압력변환기(14)를 포함한다. 경우에

따라 상기 기압관(85)은, 임의의 장치라는 것을 나타내기위해 도 9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저장고(47, 48 및 49)를 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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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각 도관 시스템의 누출 또는 탄성으로 인한 소량의 가스 손실에 대한 각 쳄버에서의 용적변화 감도를 감소시키기 위

하여 그리고 맥파로 인한 후압력(back pressure) 변동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가 저장고를

제공할 수 있다.

  도 9에는 압력원을 기압시스템(80)의 튜브에 연결하는 리인위에 밸브가 전혀 도시되어 있지않다. 이는 바람직한 실시예

에서 상기 압력원은 내부 밸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밸브가 이용가능하지 않다면 압력원(10) 출구상

에 밸브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처리 시스템(90)은 A/D 변환기(22), 프로세서(23) 및 일반적으로 모니터(24)와 경보장치(25)로 표시된 모니터링 장

치를 포함한다. 상기 처리 시스템은 압력원(10)과 솔레노이드(12 및 46)를 제어하는 등 전체 시스템 운영을 제어하고, 검

출된 신호를 처리하여 판독가능한 출력결과를 제공한다.

  모니터링 방법

  본 명세서로부터 이해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장치는 다양한 상황에서 심폐기능곤란, 특히 심근허혈을 검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즉, 상기 장치는 운동시험중에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기구 혈관성형술중에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수면중에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운영은

동일하다.

  도 9를 참조하여 상기 시스템운영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진단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밸브(12, 46)를 열고,

환자가 탐침내로 손가락을 삽입할 수 있도록 수지탐침의 쳄버(5, 43)를 비운다. 그 다음, 동맥벽장력을 감소시키고 정맥저

류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혈압이 상승한다. 압력원(10)에 의해 제공된 압력은 압력변환기(13)에 의해 밸브(12, 46)

상류쪽에서 측정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기압구획내부의 압력은 자동적으로 70mmHg까지 상승한다.

  이 시점에서, 밸브(12, 46)가 닫히고 압력차등변환기(14)의 우측쳄버내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한편, 상기 변환기

(14) 좌측쳄버내 압력은 수지탐침(2)의 쳄버(5)내 압력에 따라 변한다. 말초혈관수축을 검출하기위해 본 발명의 장치를 보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분명한데, 상기 측정치가 시험중에 관찰된 환자 자신의 기준선에 대한 상대적 측정치이기 때문이

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험중에는 손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가지 운동부하 시험을 행

하는 동안에는 통상적으로 손을 안정한 위치로 유지시킴으로써 손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상기 고정자세는

PCTA와 수면 모니터링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데, PCTA 동안에 상기 장치는 폐색중 허혈과 확장후 동맥

개방성을 모니터링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에 의해 이해될 수 있듯이, 동맥혈압맥파에 의한 환자손가락의 용적변화는 쳄버(5)를 팽창 또는 수축시

키며, 이에 상응하여 쳄버(5)내 기압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쳄버(5)는 그 입구포트(7) 및 튜브(7a)를

통해 기압관(85)에 연결되어있다. 그러나, 밸브(12)가 닫혀있기 때문에 상기 압력변화는 차등압력센서(14)의 좌측쳄버 내

부 압력에만 영향을 미친다. 상기 차등압력센서(14)는 이러한 압력변화를 검출하고 이 압력변화에 상응하는 출력결과를

제공한다.

  도 9에 도시된 A/D 변환기(22)는, 압력변환기(13, 14)의 아날로그 출력결과를 받아 이 결과가 CPU 프로세서(23)내로 들

어가기 전에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시킨다. 상기 프로세서(23)는 상기 측정된 손가락 용적(또는 광학밀도) 변화를 처리하여

용적측정의 출력결과(24a) 및/또는 시간에 대한 용적측정변화에 대한 출력결과(24b)를 산출한다. 상기 하나 또는 두 개의

측정치를 모니터(24)(CRT 또는 LCD)에 나타낼 수 있다. 다르게는, 상기 출력결과들을 별도의 모니터에 각각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측정치는 간호 모니터링 장소와 같은 원거리장소에서 나타내기 위해 전송될 수도 있다.

  상기 표시된 출력결과(24b)가 소정의 값(cut-off point)을 초과하여 측정용적값에 변화를 보이는 경우, 이는 말초혈관수

축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니터(24) 시청자에 의해 즉시 발견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기 소정의 용적측정치의 하락

이 있는 경우 참석자들에게 경보를 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25)(예컨대, 청각장치 또는 시각장치)가 작동될 수 있다.

  정상에서 골까지의 신호크기는 일반적으로 동맥박동량 변화에 비례하며, 말초혈관수축에 따라 감소하게된다. 그러므로,

말초혈관수축을 검출하기위해 도 9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관찰자는 압력 절대값에 대조적인, 정상에서 골까지의 진

폭의 상대적인 변화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변환기(14)의 출력결과를 여과하고 신호 대

잡음 비율을 개선시키기 위해 고역필터(high pass filter)(28)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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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탐침에 관해 전술한 바와 같이, 수지탐침은, 말단캡(30)과 축을 같이하고 또 말단캡에 접하여 위치하는 고리형 압력

커프(40)를, 장치의 가까운쪽(심장쪽)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압력커프의 주 목적은 상기 불변압력장의

경계를 감지탐침 가장자리선 너머까지 확장시켜서 가장자리 효과(edge effect)를 피하고자하는 것이다. 압력커프 쳄버

(43) 역시 포트(44)를 통해 가압가스로 채워진다; 그러나, 포트(44)는 솔레노이드 밸브(46)에 의해 변환기(14)와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커프(40)는, 혈압파가 수반되는 손가락 용적변화 측정부위로부터 가까운(심장에)방향으로 소정거리까

지 정압장을 확장시킨다. 상기 고리형 커프(40)는, 골무형상의 말단캡(30)에에 생성된 압력장과 함께 지혈대로서 작용하

여, 손가락 말단(특히 가장 말단의 지골)에서의 정맥저류를 예방한다. 또한 비제어성 정맥환류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며; 또

한 손가락이 심장높이에 있는 경우, 손가락 말단에 있는 동맥벽장력을 일부 감소시킨다. 그러나 폐색시키지는 않는다. 압

력커프 내압은 감지쳄버(35, 36) 내압과는 다르지만 감지쳄버 내압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수동식 기압제어 시스템

  도 10은 수동식 기압제어 시스템을 도시하는데, 상기 시스템은 수지탐침의 말단캡(30)과 고리형 커프(40)에 정압장을 프

리세팅 및 적용할 목적으로, 자동압력원(10)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 10에 도시된 시스템은, 밸브어셈블리내 공통쳄

버로부터 나오는 4개의 포트(151-154)를 갖는, 4개의 통로가 있고 나사가 장착된 프리세팅 밸브어셈블리(150)를 포함한

다. 포트(151)는 제1저장고(161)와 통해있고 상기 저장고(161)는 다시 고리형 커프(140)와 통해있다; 포트(152)는 제2저

장고(162)와 통해있고 상기 저장고(162)는 다시 압력캡(130)과 통해있다; 포트(153)는 제3저장고(163)와 통해있다; 그리

고 포트(154)는 주사기(164) 및 대기로 방출시키는 방출밸브(165)와 연결되어있다. 차등압력변환기(166)는 도 9의 변환

기(14)에 해당하며 저장고(162 및 163)과 통해있어 상기 저장고간의 압력을 비교한다. 변환기(166)는 또한 압력계

(pressure gauge)(167)와 통해있는데, 상기 압력계는 도 13의 변환기(13)를 대신한다. 상기 변환기(166)의 출력결과는

도 9와 관련하여 설명된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 시스템에 제공된다.

  도 10에 도시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작동된다:

  먼저, 상기 프리세팅 밸브어셈블리(150)가 열려 모든 포트(151-154)가 서로 통하게 된다. 그 다음에 방출밸브(165)가

열려 시스템을 대기와 연결시킨다. 주사기(164)를 중간범위까지 끌어당기고; 방출밸브(165)를 닫고; 그 다음에 주사기

(164)를 최대한 끌어당겨 프리세팅 밸브어셈블리(150)의 공통쳄버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든다.

  그 다음, 환자의 손가락에 수지탐침을 적용시킨다. 주사기(164)를 내부로 밀어넣어 목표압력까지 도달시킨 다음; 프리세

팅 밸브어셈블리(150)를 닫으면, 입구(166a)는 일정압력을 유지하는 한편, 입구(166b) 압력은 수지탐침의 쳄버(130)내

압력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므로, 변환기(166)에 의해 감지되는 압력변화는 동맥혈액량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신호

가 변환기(166)에 의해 출력되어 상기 프로세서(23)에 의해 처리된다.

  동맥장력 센서

  본 발명에 따른 수지탐침에 관해 전술한 실시예에서, 말초동맥 혈관수축은 기압을 이용하여 즉, 말초동맥 혈액량의 변화

에 의해 유발된 압력변화를 감지하는 방법에의해서 감지되었다. 그러나, 심폐기능곤란증에 반응하여 말초동맥장력의 변화

를 수반하는, 환자의 피부 또는 기타 신체말단에서의 다른 변화 역시 측정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어야한다. 그 예로서: 광원

및 집광기를 이용하여 손(발)가락의 외부말단 또는 신체 다른부위의 피부에서의 광학밀도 또는 표면-반사율을 측정할 수

있고; 갈바니(galvanic) 피부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기저항을 측정할 수 있으며; 도플러 초음파장치, 레이저 도플러장

치, 또는 기타 유량계장치를 이용하여 혈류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도 11은, 혈압파를 수반하는 손가락내 변화를 측정하기위하여 광학밀도상의 변화를 직접측정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

1 내지 7의 장치와 유사한 장치를 도시한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도 1 내지 7에 도시된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붙였다.

  그러므로 도 11에 도시된 장치에서, 쳄버(5)는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소정의 고정값으로 가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쳄버(5)를 한정하는 튜브형 칸막이(4)는 그 한면상에 광원(100)이 제공되고 다른 한면상에는 광수용체(101)가

제공되어, 이로써 상기 튜브형 칸막이(4)안에 수용된 손가락의 박동혈액량의 변화가 광수용체(101)에 의해 광학밀도의 변

화로서 검출된다. 이러한 정보는 전도체(102)에 의해 증폭회로(103)에 공급되고 증폭회로에서 증폭 및 여과된 다음, A/D

변환기(22)로 공급되어 전술한 바와 같이 프로세서(23)에 의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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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1에 도시된 배열에 있어서, 측정 부위 즉 광원(100) 및 광수용체(101)의 위치는, 수지탐침(2) 강성 케이스(3)의 개방

말단으로부터 상당히 안쪽에 위치하며, 이로 인해 정압장이 손가락 외부말단 주변에 균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고리형 압력커프(도 9, 40)가 포함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일 상기 광원 및 집광기를 수지탐침(2)의 강성케이스 개

방말단쪽에 가까이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라면, 도 11에 도시된 시스템에 상기 고리형 압력커프(도 9의 압력커프

(40)에 해당)를 사용할 수도 있다.

  임상 데이터

  PCTA(기구 혈관성형술) 실시중에 심근으로 혈액공급을 일정 시간동안 고의로 차단시킨다. 다른 상황에서는 관상혈관

혈류가 방해되는 시간, 위치 및 정도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중에 있는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 발명의 허혈측정기를 평가하였다.

  관상동맥혈류의 중단과 관련된 기구 팽창의 효과를 정의하는 능력에는 이론적인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관상동맥의 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폐색되면 기구를 운반하는 카테터를 삽입하는 행위 자체가, 남아있는 구멍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고,

이로써 기구팽창을 통해 구멍을 더욱 침식시킨다고 해도 기대치 만큼 혈류를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 게다가, 주위 심근을

압박함으로써 기구가 팽창되면 관상동맥 혈류 그 자체의 중단과는 관계없는 반사반응이 유도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관상동맥 PTCA 효과와 관계되는 혈류를 변경시킬 수 있으나, 후술하는 사실들은 말초저항변화와 심근

허혈간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뒷받침한다.

  도 12는, 혈관에 작용하는 약물을 복용시키지 않은 환자의 관상동맥내에서, 기구 팽창전, 팽창중, 팽창후에, 본 발명의 허

혈측정기의 출력신호를 시간경과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상기 출력은 박동성 동맥혈액량의 변화에 해당한다. 즉, 신호의

정상에서 골까지의 진폭상의 변화는 동맥혈액량의 변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상에서 골까지의 진폭의 감소는 혈관수축

을 나타내는 것이고, 진폭의 상승은 혈관팽창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조를 위한 기저값은, 심장의 산소요구량이 증가하도록

자극되기 전, 정상에서 골까지의 진폭으로 정하였다.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략 시간 0에서 기구가 팽창되었다. 그 다음, 단지 1분간에 걸쳐 정상에서 골까지의 신호 진

폭이 계속하여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구팽창이 유도성 일시허혈에 대해 말초혈관 수축반응을 유발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약 70초에서 기구가 수축되었으나, 약 30초 후에 다시 팽창되었다. 상대적으로 단시간의 수축과 관련해서는 어떤 유의성

있는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즉, 시간 0에서 1분까지의 신호진폭 및 1분에서 3분까지의 신호진폭을 연구해보면, 말초동

맥장력이 30초에 걸쳐 점차적으로 떨어진 후 그 다음에는 약 1분 동안 비교적 안정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이 추론될 수 있

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응시간은 기구가 팽창 또는 수축하는데 걸린 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도 12에서 "5"로 표시된 시간에서는, 환자가 기침을 하였고, 신호의 진폭이 급속하고도 격렬하게 증가하였다. 기침 또는

하품 등의 상황에서는 압파(presure wave)가 동맥을 통해 전파된다. 이러한 압파가 본 발명의 허혈측정기에 의해 검출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날카로운 상승 및 하강 곡선 및 짧은 지속시간에 의해 구별될 수 있다.

  도 13은, 환자 29명을 대상으로하여 67회의 PTCA를 실시하는 동안, 기구팽창과 연관된 출력신호의 변화를 요약하여 나

타낸 막대그래프이다. 각각의 경우에대해, 팽창중에 신호값의 변화를 유도성 허혈을 보여주는 기준값으로 사용하였다. 장

치에 의해 출력된 신호에 의하면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지 않고((-)부호로 표시된) 주동맥(main artery)에 대해 PTCA

를 행한 환자 23명중 23명에서 심근허혈이 나타났다.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한((+)부호로 표시됨) 경우에는, 8명의 환자

중 7명이 양성반응을 보였다.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 또는 투여하지 않은채 부동맥(secondary artery)에 대해 실시한

PTCA 결과도 나타나있다. 이 경우에는 마땅히 예상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허혈인식도가 낮았다.

  표준화된 운동 시험중인 환자에 있어서 심근허혈을 검출하기 위한 임상연구에 도 9에 도시된 장치를 사용하였고, 그 결

과를 선행기술의 탈륨 SPECT 및 ECG법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와 비교하였다.

  도 14는, 이스라엘의 쉐바 메디칼센터(Sheba Medical Center)와 카플란 병원(Kaplan Hospital)에서 표준화 운동부하

시험을 거친 93명의 환자에 있어서, 탈륨 SPECT 결과와 비교한, 본 발명의 허혈측정 결과간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상

단 좌측칸은 탈륨 SPECT에 의해 양성으로 확인된 모든 환자(53명)가 허혈측정기에 의해 양성으로 밝혀진 것을 나타낸다

(도 15는 탈륨 SPECT과 허혈측정기에 의해 모두 양성으로 판독된 한 환자에 대한 예시 데이터를 도시한다). 따라서, 상기

두가지 방법간의 유일한 불일치는 음성 확인의 경우와 관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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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상세하게는, 도 14의 하단 우측칸에서 보듯이, 탈륨 SPECT에 의해 음성으로 확인된 40명의 환자중 28명의 환자가

허혈측정기에 의해서도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도 16은 탈륨 SPECT와 허혈측정기에 의해 모두 음성으로 밝혀진 한 환자

에 대한 예시 데이터를 도시한다.) 도 14의 상단 우측칸에서 보듯이, 나머지 12명의 환자가 탈륨 SPECT에 의해서는 음성

으로 밝혀졌고 허혈측정기에 의해서는 양성으로 밝혀졌다. 이 12명의 환자들중 3명의 환자에 대해 관상동맥 혈관조영술을

실시하였다. 3명의 환자 모두에서, 의료관리를 요하는 관상동맥질환이 발견되어, 허혈측정기에 의한 양성 결과를 확증해

주었다.

  요약하면, 도 14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에 의하면, 탈륨 SPECT법과 비교하여 허혈측정법을 사용할 때 전체적인 일치도는

87%였고, 나머지 13%(12명의 환자)와 관련하여서는 3명의 환자에게 관상동맥 혈관조영술 형태의 분석을 더 실시하였으

며, 상기 3명은 각각 양성 허혈측정결과를 확인해주었다.

  반면, 도 17은 앞서 언급한 운동부하 시험과 관련하여, 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공지의 ECG법 대 탈륨 SPECT

법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도시한다. 이러한 비교는 적절한 것인데, ECG법이 심근허혈을 위한 집단 스크리닝을 위해 고

려될 수 있는 유일한 종래의 수단이며, 탈륨 SPECT법에 비해 덜 비싸고 덜 복잡하기 때문이다. 도 17의 결과표는 3줄로

되어 있는데, ECG가 모호하고도 결정짓기 어려운 어떤 해석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도 17에서 보듯이, 실험한 예의

50%만이 ECG 결과와 탈륨 SPECT 결과가 일치하였다.

  도 17의 상단 좌측칸에서 볼 수 있듯이, 탈륨 SPECT에 의해 양성으로 확인된 53명의 환자중 20명만이 ECG에 의해 양성

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겨우 38%의 일치성을 보이는 것이다. 게다가, 설사 두 번째 줄 좌측칸에 있는 ECG의 모호한 결

과를 양성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탈륨 SPECT에 의해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의 59%만이 탈륨 SPECT 결과와 일치한다.

  하단 좌측칸에서 보듯이, 탈륨 SPECT에 의해 양성으로 확인된 53명의 환자중 22명을 ECG 데이타는 확인하였다. 즉,

ECG는 탈륨 SPECT 결과에 대해 41%의 허위음성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가운데줄 좌측칸의 모호한 결과를 음성으로 해

석하는 경우에, 허위판독 %는 탈륨 SPECT 양성판독에 대해 62%로 상승한다. 명백히 이러한 결과는 허용되어서는 안되

는데, 탈륨 SPECT에 의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환자의 절반가량이 ECG법에 의해 시험하는 경우

에는 건강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도 14의 결과와 도 17에서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예컨대 ECG법과 비교하여 신규한 방법이 우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또한 극도의 간단성, 저렴한 장비 요구성, 방법의 체내 비침투성 및 특히 시험결과의 즉시성이

라는 면에서, 탈륨 SPECT법(이외에 다른 공지기술에 대해서도)에 대해서도 많은 중요한 잇점을 제공한다. 상기 후자의 잇

점은 특히 중요한데, 심근허혈의 발병이 검출되는 경우에 즉시 시험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 생명을 위협하

는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도 18은 25명의 환자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라, 본 발명의 방법의 잇점들을 더욱 상세히 보여주고있다. 도 18에 제시된

데이터에 따르면, 본 발명의 신규한 방법을 이용하여 양성검출을 하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종래의 브루스(Bruce) 운동

부하 프로토콜의 경우에 요구되는 9분 이상에 비하여, 40%이상(6분이하) 단축되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는 중요한 잇

점인데, 시험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어 위험노출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기 데이터에 의하면 본 발명의 방법

은 운동부하시험인 브루스 프로토콜에 비하여 평균 14%나 더 낮은 박동율을 요구한다. 이 역시 시험동안 환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감소시켜 주는 것이다. 결국, 브루스 프로토콜은 점진적으로 운동부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므로 이 시험

의 후기 단계가 가장 위험한데, 본 발명의 장치를 이용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

  전술한 시험에서는, 운동기간 동안의 출력신호 진폭의 감소를 심근허혈의 지표로 삼았다. 출력신호-시간경과 데이터의

다른 면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한 가지 예가 운동후 또는 회복기 동안의 상대적인

신호변화 크기 및 모양이다. 따라서, 도 19는 운동기 및 회복기 동안의 출력신호크기의 변화를 도시하는 반면, 도 20은 운

동중의 최소/최대 비율(B/A)에 대한 운동후의 최대/최소(D/C) 비율의 관계를 도시한다.

  이 시험에서는, B/A 비율이 운동중에 0.82 또는 그 이하로 하락(즉, 18%이상의 하락)하는 경우, 또는 D/C 비율이 회복기

중에 2.8에 달하거나 이를 초과(즉, 2.8배 이상의 증가)하는 경우에 심근허혈로 결정한다. 따라서, 도 20의 그래프는 B/A

= 0.82와 D/C = 2.8 기준선에 따라 사분면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단우측분면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음성으로 간주된다. 전

술한 사항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듯이, 도 20의 기준선을 하나 또는 둘 이동시켜 상기 비율의 기준값(cut-off value)을 변화

시킴으로써 상기 시스템의 감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최대 맥박율과 관련되는 환자의 연령에 의한 운동종말점은 임계

기준값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이해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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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한 방법은 또한 심근허혈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전체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공지된 하나 이상의 기술과 병

행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병원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루어지는 초기 스크

리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사는, 환자로하여금 어떤 형태의 두 번째 시험을 받게 하거나 관상동맥 혈관성형

술을 받게함으로써 양성결과를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다.

  수면상태 모니터링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생리적 상태 또는 의학적 상태를 검출하기에 유리한 체외검출방법을 제공한다. 앞서 설명한

대부분의 내용이 심근허혈을 검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다른 생리기능부전 역시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를 이용

하여 검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술한 방법 및 장치를 이용하여 환자의 다양한 수면상태, 특히 야간심근허혈 뿐 아니라

급속안구운동(REM) 수면 상태 및 수면무호흡증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발명자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임상 연구

  수면클리닉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발명장치를 시험하였다. REM 증상은 맥파의 정상에서 골까지의 진폭이

감소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본 발명의 장치에 의해 도시되었다.

  REM 수면중에는 자율신경조절이 교란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REM 수면과 말초혈관수축과의 관계는 현재로서

는 명확하지 않다. 본 발명자들에 의하면, 임상적으로 REM과 연관된 말초혈관수축은 교감신경 과활동 때문일 수 있고, 아

니면, 만일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심근허혈때문일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 증상도 본 발명의 허혈측정기에 의해 기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중 일부에 있어서는, 맥박 산

소농도계에 의해 모니터링된 산소포화의 점차적인 감소와 허혈측정법에 의한 맥파의 점차적인 감소 사이에 연관성이 있

다. 일반적으로 저산소혈증은 심근으로의 산소공급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사실 이는 정상적으로는 포화상태를

보이는 심근에의 혈액공급이, 관상동맥질환 또는 판막성 심질환으로 인해 감소되는 것과 실제에 있어서 동등한 것이다.

  도 21a 및 21c는, REM을 포함하여 수면단계의 개시 및 진행을 나타내는 소위 "수면기록"을 보여준다. 수면중인 환자에

게 전술한 본 발명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REM단계의 수면이 발생하는 동안 매번 상기 장치로부터의 출력신호가 갑자

기 그리고 두드러진 방식으로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도 21b). 맨 꼭대기 기록표에 있는 굵은 선이 REM수면기이다.

REM과 허혈측정기의 신호감소(가운데 기록표, 도 21b) 사이에는 밀접한 시간상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

  도 22는 비REM 수면동안에 기록한 표준 다수면기록도의 일부인데, 플로우 신호가 평평할 때 무호흡이 매번 발생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도 22에서 보듯이, 무호흡이 발생할 때마다 허혈측정기(라벨 ISCH)의 출력신호가 산소포화(SaO2)의 시간

경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증가 및 감소하는 특징적인 패턴의 반복을 보인다.

  따라서, 도 22에서 알 수 있듯이, 펄스 산소계에 의해 모니터링된 산소포화의 점차적인 감소와 본 발명의 장치에 의해 생

성된 출력신호의 점차적인 감소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저산소혈증은 심근에의 산소공급이 감

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실 이는 정상적으로는 포화상태를 보이는 심근에의 혈액공급이, 관상동맥질환 또는 판막성

심질환으로 인해 감소되는 것과 실제에 있어서 동등한 것이다.

  체외검출법에 의한 지속적 혈압측정

  전술한 바대로, 어떤 수정을 가하거나 새로운 보정방법을 이용함으로써,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를 체외 모니터링에 의해

지속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지탐침은 심장의 펌프작용으로 유발되는 손가락의 박동성

용적변화를 검출하는데 사용된다. 즉, 손가락에서 박동성 동맥혈량의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심장 펌프작용이 검출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측정되는 지골에 정압장을 인가하기 위해 가압막이 사용된다. 그 결과, 동맥혈관을 약간 침해하게 되

고(동맥벽장력을 감소시킴) 이는 원하는 맥파신호를 증폭시키게 된다. 또한 정맥저류를 예방하는 본 발명의 특징은, 실제

로 사용되는 센서, 즉 감지 용적변화, 광학밀도 등에 관계없이 혈압측정의 정확성과 확고성을 높인다.

  따라서, 통상의 혈량계는 연구대상 전체에서의 용적변화를 측정하는 반면 본 발명은 연구부분인 손가락 동맥망만의 맥박

혈액량 변화와 특히 관련된 측정치를 제공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등록특허 10-0512290

- 19 -



  기존의 수지혈량계는 손가락끝에 고정되는 압력커프 또는 비압력캡 형태중 하나로 되어있으나 이와 달리 본 발명의 수지

탐침은 손가락끝 전체를 감싸는 압력캡 형태이다. 종래 캡형태의 탐침은, 압력을 적용하는 경우 손가락끝이 탐침내부로부

터 강제적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커프형은 손가락이 밀려남 없이 압력을 가할 수는 있으나 커프말단에 정맥

울혈을 유발시킨다. 골무형의 본 발명의 압력탐침은 이러한 결점을 가지고 있지않다. 첫째로, 캡내부의 압력은 바람직하게

는 지혈대의 압력에 필적하고 정맥혈관의 팽창을 방지한다. 둘째로, 신축성 줄(도 1), 구획분할(도 2) 또는 제지막대(도 7)

와 같은 수단들이 손가락이 밀려나는 것을 막아준다. 막은 유연하므로 손가락 최말단을 포함하여 손가락끝의 전표면에 적

용시킬 수 있다.

  도 23은, 지속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기 위한 변형된 수지탐침(2a)을 도시한다. 도 1 내지 9에 도시된 탐침은 모두 후술하

는 바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상세히 설명하면,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튜브형 막(33, 34)안에

위치하는 환자의 손가락을 소정의 온도까지, 바람직하기로는 38 내지 40℃까지 열을 가하기위해, 케이스(30) 외부표면 둘

레에 외부 절열층(8a)에 의해 보호되는 전기히터와인딩(8)을 설치한다. 캐이스 내부표면에 위치하는 저항체

(thermistor)(9)가 상기 전기히터를 제어하여 상기 온도를 유지시키며, 이로써 손가락 혈관을 확장시킨다.

  보다 상세하게는, 혈압측정을 위해서는 제로(0) 기저값에 대한 맥파의 절대값이 관심대상이다.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설

명되겠지만, 이러한 값은 환자 손가락의 혈관용적 대 혈압 관계에 의하여 분석된다. 그러므로, 심장 펌프작용이 아닌 다른

영향으로 유발된 용적 변화는 삭제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한 취지에서, 동맥이 최대로 팽창됨으로써 맥파에

의해 유발된 변화를 자유로이 수용하고 이로써 측정부위에서의 말초혈관수축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손가락이 가

열된다. 즉, 동맥혈관(혈관평활근)이 최대로 이완되어 저항이 최소화되고, 동맥 거동이 수동적인 방식으로 되며 어떠한 활

동장력도 나타내지 않는다.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급회로(15)로부터 전선(16)에 의해 상기 전기히터와인딩(8)에 전력이 공급된다. 쳄버(35,

36) 내부의 온도는, 전선(19)을 통해 저항체(9)에 연결되어 있는 제어장치(17)에 의해 소정 값인 38 내지 40℃로 조절된

다.

  또한, 신호 절대값이 관심대상이므로, 도 23에서는 고역필터가 제거된다. 이로써 정상, 골 및 그 사이의 절대값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혈압기록을 제공하고 보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장높이에 대한 정수압차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다. 평균신장의 남성의 경우, 상기 정수압차는 약 120mmHg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장치는 새로운 방식으로 본 발명의 장치를 보정하는데 사용되는, 정수압수준을 측정하는 신규 수단을 포함하도록 더욱 변

형되었다.

  상기 목적을 위하여, 도 23에 도시된 용적측정장치는 기준점(reference point)에 대하여 수지탐침의 수직 지점을 감지하

기 위한 센서(19)를 더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는, 측정된 손가락 용적변화를 혈압측정치로 변환시키기 위한 보정단계에서

사용된다. 상기 센서(19)는 정상적인 작동단계에서도 사용되는데, 예컨대 운동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환자의 손가락

이 환자의 심장에 대하여 그 수직위치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 사용된다.

  도 23으로 예시되는 실시예에 있어서, 수직위치센서(19)는, 한쪽끝이 유연한 막(19a)으로 막혀있고 다른쪽 끝은 수충전

관(water filled tube)(20)을 통해 압력변환기(21)에 연결되어 있는, 액체(바람직하기로는 물)로 충전된 하우징 형태이다.

따라서, 상기 변환기(21)는 수충전케이스(19)의 수직위치, 및 이에따른 환자의 심장높이에 대한 수지탐침(2a)의 수직위치

에 해당하는 전기출력을 생성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맥혈액량은 기압을 이용한 방법에 더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

는 다른 방법들을 이용함으로써 검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도 23에서 도시한 시스템은 용적변화를 기압방식으로 감지하

나, 도 11에 도시된 광원/광수용체(100/101)과 같이 다른 센서가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압력커프(40)가 제거되고 그 대

신 도 1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막구조물을 포함하는 탐침이 사용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한다.

  보정절차

  혈압측정에 본 발명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용적변화 측정치를 혈압측정치로 변환하기 위하여 먼저 보정이 이루어져야한

다. 상기 목적을 위하여, 환자는 심장높이에 대한 환자의 손가락의 수직위치를 나타내는 일련의 지속적인 정수압을 생성하

기 위하여 손을 각기 올리거나 내린다. 이 압력은 환자의 동맥혈압에 더해지고, 상기 두 압력은, 수지탐침의 팽창쳄버내 압

력변화에 의한 환자의 손가락내 용적변화가 측정되는 동안에, 초기에 가해진 반대압력(바람직하기로는 70mmHg)에 대항

하여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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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과정 초기에, 두 개의 밸브(12, 46)가 열리고, 캡의 두 쳄버(35, 36) 뿐 아니라 압력커프(40)의 쳄버(43)가 수축된다.

이로써, 커프(40)의 고리형 막(43)을 통해, 말단캡(30)의 두 막(33, 34)사이로 환자의 손가락이 삽입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상기 세 쳄버가 약 70mmHg 정도의 초기 압력으로 팽창하고, 상기 두 밸브(12, 46)가 닫힌다. 그 다음, 히터(8)

에 에너지가 가해져 환자의 손가락을 38 내지 40℃의 온도로 가열하고, 이 온도는 저항체(9) 및 온도 제어장치(17)에 의해

유지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환자의 손가락을 38 내지 40℃로 가열하면 환자의 손가락내 혈관이 최대로 팽창한다. 상기 세 쳄버

(35, 36, 42)에 가해진 70mmHg의 압력은, 손을 완전히 내린 경우의 환자 손가락의 정맥내 정수압과, 심장높이에서의 정

맥압을 나타내는 약 15mmHg 정도의 잔류 정맥압과, 부가안전한계값이 더해진 것이다.

  환자는 말단캡(30) 및 커프(40)가 장착된 손을 심장높이 이상의 최대 높이까지 점차적으로 높이고, 심장이하의 가장 낮은

위치까지 손을 점차적으로 내리고, 다시 손을 심장 이상의 높이까지 올린다. 상기 말단캡(30)의 수직적 위치이동은 센서

(19)에 의해 감지되고 변환기(21)에 의해 측정되어서, 환자의 심장에 대한 손가락의 각 수직위치에서의 정수압을 나타내

는 출력결과를 생성한다. 혈압파를 수반하는 환자 손가락에서의 박동량의 지속적인 변화는, 쳄버(35, 36)에서의 혈압변화

로 번역되고, 변환기(14)에 의해 측정된다. 변환기(21, 14)는 유선 또는 무선 송신에 의해 그들의 측정치를 출력할 수 있

다. 상기 두 변환기(21, 14)의 출력은 A/D 변환기(22)에 의해 디지털 형으로 변환되고 CPU(23)에 인가되어 처리된다. 상

기 정수압 값은, 상기 고정 반대압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제되어 유효인가압력(Pappl)을 제공하는데, 이 값은 손가락이

이동함에 따라 심장높이값으로부터 동맥내 압력이 변화되는 값이다.

  손을 올리고 내리는 동안, 맥박 신호에 대한 전압출력 역시 CPU로 들어간다. 각 백박의 정상점(수축기점) 및 골점(확장

기점)이, 이에 상응하는 유효인가압력(Pappl)과 함께 확인된다. 수축기값 및 이에 상응하는 Pappl값인 데이터쌍을 분석하

여 수축기함수로 불리는 회귀방정식이 제공된다. 마찬가지로, 확장기값 세트를 분석하여 확장기함수로 불리는, 확장기값

과 이에 상응하는 Pappl값 사이의 관계식이 제공된다.

  그 다음, 확장기함수를 시험하여 각각의 맥파의 종말부분이 평평해지는 것을 멈추는 지점을 정하는데, 이 지점은 Pappl

이 동맥내부 압력보다 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상기 동맥은 최소용적으로 쇠퇴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확장기 압

력이다.

  일단 환자의 확장기 혈압을 알게되면, 정수압을 확장기 혈압값에 더함으로써, 확장기함수의 수직적 이동 각 단계에서의

유효동맥압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팔을 완전히 올렸을 때 확장기 함수가 평평해지지 않으면 평평해질 때까지 외부압력

이 부가된다.

  수축기 혈압은, 수축기혈압이 외부압력보다 낮은 경우에는 손을 내리는 동안 다시 나타나는 첫 번째 맥박표시와 손을 올

림으로해서 감소되는 동맥혈압의 감소를 확인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액량

신호가 일치하는 두 점을 확인하고 이들간의 정수압차를 측정한 다음 이를 확장기값에 더함으로써 계산한다. 이는, 확장기

함수가 평평화단계를 지난 점보다 약간 위인 지점에서 가장 잘 이루어진다. 압력을 정하기 위한 맥박신호전압 함수로서의

관계는, 그 다음에 맥박신호를 압력데이타로 전환하기 위한 보정된 압력크기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전술한 사항으로부터, 정맥저류를 예방하는 본 발명의 특징은 보정 과정동안에 특히 유용한 것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즉, 적절한 측정을 위해서는, 상기 압력변화는 단지 동맥혈액량 변화에만 상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맥저류가 예방되지

않으면 혈액이 손가락내에서 축적되고, 혈압이 더 이상 동맥 혈액량 변화만의 함수로 되지않을 것이다.

  혈압측정작업

  다음은, 환자의 심장박동에서 기인하는 혈압파를 수반하는 환자의 손가락용적변화(시간의 함수로서의)를 직접 측정하고

이러한 측정치를 전술한 보정과정을 통해 혈압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도 23에 도시된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이다.

  손가락 용적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지탐침(2a)에 의해 한정되는 튜브형 소켓안으로 환자의 손가락이 삽입되어, 말단

캡(30)이 환자 손가락의 최말단 지골을 감싸고,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커프(40)가 그 인접 지골을 덮는다. 그 다음에

쳄버에 압력을 가하고 전기히터(8)에 에너지를 주어 손가락이 약 38 내지 40℃의 온도까지 가열되도록 한다. 상기 온도는

온도 제어장치(17)에 의해 유지되며 이 온도에서 환자의 손가락 동맥혈관이 최대로 확장되며, 이로써 뒤이은 측정기간동

안에 최소혈류저항의 정상상태(steady state)를 유지한다. 이는 또한 기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준다. 상기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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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압력원(10)에 의하여 정맥혈류저류 및 비제어성 정맥환류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또 손가락이 심장높이에 위치하는

경우에 손가락 동맥벽장력을 부분적으로 감소시키되 폐쇄시키지는 않을 정도로 충분한, 소정의 압력까지 압력이 가해진

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소정의 압력은 바람직하기로는 약 70mmHg이다.

  환자의 심장박동으로 인해 생기는 혈압파로부터 야기되는 손가락 동맥혈관의 팽창 및 수축은, 가압된 수지탐침(2a)내 쳄

버(35, 36)를 수축하거나 팽창시킨다. 그 결과로 생기는 상기 쳄버내의 압력변화는 압력변환기(14)에 의해 감지되고, A/D

변환기(22)에 의해 디지털 정보로 전환되며, 프로세서(23)내에서 처리되고, 지속적인 혈압측정 형태로 모니터(24)에 표시

된다.

  고리형 압력커프(40)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캡(30)에 의해 적용된 압력장을 손가락 용적변화 측정부위 너머까지 확장시

켜서, 실측부위의 경계가 충분히 전개된 압력영역내에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예시적인 데이터

  상기 시스템의 출력결과는, 소정의 시간에 걸친 평균 수축기압력, 평균 확장기압력 또는 평균혈압과 같이 선택된 값을 적

절히 표시함으로써, 적절한 모니터상에 나타낼 수 있다. 상기 표시 신호외에도, 혈압 대 시간 데이터를 소정의 속도로 샘플

링하여 이후의 검색을 위해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다.

  도 24에서, 곡선 "A"는 고도센서(19)와 변환기(21)에 의해 감지되는, 환자의 손을 처음에는 내리고 다음에는 올림으로써

유도된 정수압의 변화를 나타낸다. 따라서, 환자의 손가락이 최고점에 있을 때 정수압이 최대음성값을 나타내고, 손을 심

장높이의 "제로"까지 내리는 동안에 점차로 증가하며, 그 후에는 환자의 손가락이 최저점에 있을 때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최대 양성값을 나타낸다는 것을, 곡선 A로부터 알 수 있을 것이다. 손을 최고점까지 다시 올림에 따라 정수압의 역변화가

생긴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과정이 두 번 반복되고 그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다.

  곡선 B는, 말단캡(30)안에 있는 환자 손가락의 용적변화로 인한 쳄버에 생긴 압력을 나타내며, 환자의 심장박동에서 기

인하는 혈압파를 수반하는 환자 손가락의 용적변화를 상기 압력으로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곡선 B에서 알 수 있듯이, 환자 손가락이 가장 높이 올려져 있을 때 환자의 동맥압과 함께 높은 음성 정수압(곡선

A)은 70mmHg의 반대압력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손가락 동맥은 수축 및 확장기 동안에 폐색된다. 환자가 손가

락을 내림에 따라, 상기 정수압(곡선 A)은 음성값이 낮아져 먼저 정상압력(수축기)에서 동맥이 개방된 다음 골압력(확장

기)에서 개방된다. 따라서, 곡선 B는 정상에서는 수축기 엔벨로프(SE)를 정의하고 골에서는 확장기 엔벨로프(DE)를 정의

한다. 확장종지점(DP)은 맥파의 말단부분이 더 이상 평평한상태로 되지않는 점이다. 즉, 팔이 보다 완전히 낮춰졌을 때 기

록된 맥파에서와 같이 확장기 신호가 날카롭게 종료한다. 수축종말점(SP)은 팔을 낮춤에 따라 처음의 맥파흔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점이다. 상기 두 경우 모두 이러한 것은 각 엔벨로프(SE, DE)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때에 일어난다. 상기 수축점

(SP)은 또한, 확장기 용적 엔벨로프와 수축기 용적 엔벨로프가 동일해진 두 지점을 확인하고, 이 지점에서 두 엔벨로프간

의 압력차를 확장기 혈압에 더함으로써 결정할 수도 있다.

  도 25는, 다른 경우에 있어서, 쳄버(35, 36)에 의해 측정된 용적변화를 환자의 혈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이렇게 구성된

확장기 엔벨로프(SE)와 수축기 엔벨로프(DE)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도시한다. 따라서, 도 25에서, 곡선 DE는 확장

기중에 동맥이 막 개방됐을 때의 확장기 엔벨로프(DE) 일부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 확장점은 손가락이 심장높이 아래 약

13cm정도로 위치할 때이고, 정수압은 -10mmHg이다. 가해진 외부압력이 70mmHg이므로, 이 경우의 확장기 혈압은 70-

(-10), 즉 80mmHg이다.

  도 24에 도시된 예에서, 수축기중에 동맥이 개방되기 시작하는 수축점은 약 115mmHg(즉, 외부압력으로 인한 70mmHg

더하기 정수압 -45mmHg)이다. 도 25에서, 확장점위에 있는 수축기 엔벨로프(SE)는, 도 25의 SE'에서 보듯이, 45mmHg

상승한 것이고, 따라서 결정된 수축종말점은 80 + 45, 즉 125mmHg이다.

  전술한 바대로 일단 장치가 보정되면, 도 25에 도시된 곡선은 프로세서(23) 메모리에 저장되고(예컨대, 룩업 테이블에 또

는 폴리노미날 공식에 의함), 그래서 상기 측정용적은 모니터(24)에 표시되기 전에 자동적으로 시간의 함수로서 동맥혈압

으로 변환된다.

  따라서, 전술한 바대로 일단 장치가 보정되면, 혈압파를 수반하는 환자의 손가락을 통해 측정된 혈류량의 변화는 완전한

혈압맥박으로 전환되어 모니터(24)에 표시됨으로써, 시청자가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을 포함하는 환자의 지속적인 혈압파

형을 체내 비침투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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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지속적 혈압측정 동안에, 심장에 대한 측정부위의 수직변위가 계속 모니터링된다. 심장높이에 대하여 차이를

보이는 정수압의 편차를 혈압데이타로부터 계속 공제함으로써 실제 결과가 정수압 편차에 대하여 보정되고 보정된 형태의

혈압이 표시되도록 한다.

  비교데이터

  도 26 및 27은, 신규방법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 특히 도 23 내지 25에 관하여 전술한 내용들을 혈압측정용 표준 혈압계

법과 비교한, 비교 데이터이다. 신규방법에 의한 수축기 및 확장기 값은, 수축기 및 확장기 값을 정하는 전술한 바 있는 보

정방법으로부터 결정된 각각의 값이다. 주어진 값은 2회측정 평균값이다.

  본 발명의 장치를 이용한 측정 직후 또는 직전에, 표준 혈압값(3회측정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두 방법의 데이터는 동일

한 팔에 대해서 얻었다. 본 발명의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된 수축기 및 확장기 종말점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

로, 실시하기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동맥내 측정법 보다는 체외검출법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표준법과의 비교를 기본으로하

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도 26 및 27에 제시된 데이터는 18명의 환자(남성 12명, 여성 6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얻은

결과로서, 상기 피험자들은 모두 체중이 정상이고 연령이 23세 내지 60세이며 혈압은 정상(수축기 혈압이 100 내지 143

이고, 확장기 혈압이 61 내지 86이며, 맥압이 31 내지 64임)이다. 도 26은 본 발명에 따라 측정된 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

압 및 맥압의 평균 및 표준편차(SD)에 대한 막대 그래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표준편차는 비교대상이 되는 표준방

법의 표준편차보다 다소 높긴 하지만, 실측정치는 실제적으로 일치한다. 신규방법에서의 변동이 더 클 수 있는데, 이는 표

준방법이, 서서히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압력이완으로 인한 박동 대 박동 혈압변화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

문이다.

  도 27은, 신규방법을 표준방법과 비교하여 얻은 산재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데이터는 본 발명의

방법과 비교대상의 표준방법 사이에 선형관계를 따른다. 상관계수(R = 0.938)는 매우 높은 유의성을 보인다.

  비록 그 바람직한 실시예 및 실험장치에 의해 본 발명이 설명되었지만, 첨부된 특허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범위 및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발명의 형태 및 세부부분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 분

야의 당업자에 의해 이해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환자의 생리적 상태 변화를 검출하는 장치에 있어서, 환자의 손(발)가락에 사용되어 손(발)가락의 말초동맥 장력을 감지

하는 탐침; 및 상기 탐침으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손(발)가락의 말초동맥 장력 변화를 나타내는 출력을 제공함으

로써 환자의 생리적 상태 또는 의학적 상태를 나타내주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탐침이 (a) 상기 손(발)가락에서의 정맥저류를 실질적으로 방지해주고 (b) 상기 손(발)가락 동맥의

혈관벽장력을 부분적으로 감소시키되 폐색시키지는 않을 정도의 충분한 압력을 인가하기 위한 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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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가 상기 손(발)가락에서의 혈액량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탐침이 압력커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말초혈관수축을 검출하기위해 손(발)가락에 사용되는 탐침에 있어서,

  손(발)가락의 동맥혈관벽장력을 부분적으로 감소시키되 혈관을 폐색시키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압력을 인가하는 막; 및

  상기 손(발)가락의 정맥저류를 실질적으로 방지해주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탐침.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탐침이 손(발)가락에서의 혈액량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탐침.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손(발)가락에서의 혈액량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는 광학밀도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측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탐침.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압력은 약 30mmHg 내지 환자의 확장기 혈압의 약 10% 이상의 압력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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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압력이 손(발)가락끝을 포함하여 손(발)가락의 근위부 주위에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탐침.

청구항 17.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압력이, 적어도 최말단 지골을 감싸는 말단캡을 포함하는 골무형 탐침과 이로부터 연결된 고리형

커프에 의해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탐침.

청구항 18.

  말초동맥 장력의 변화를 검출하는 탐침에 있어서:

  상기 탐침이 환자의 손(발)가락의 최말단 지골을 수용하고 여기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압력인가기구 및 상기 손(발)가락

의 최말단부 앞쪽에 위치하는 환자의 손(발)가락을 수용하고 여기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커프를 포함하고;

  상기 커프는, 상기 손(발)가락에서의 정맥저류, 정맥환류 및 상기 손(발)가락 말단으로의 환류성 정맥 쇼크파의 전달을 방

지하는 정맥지혈대로서 작용하고;

  상기 캡은 상기 최말단 지골의 동맥에서의 맥박용적변화를 검출하고, 손(발)가락 말단에서의 정맥저류를 실질적으로 방

지하고 상기 지골의 동맥벽장력을 부분적으로 감소시키되 폐색시키지는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탐침.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탐침이 가열기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탐침.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탐침이 수직변위 센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탐침.

청구항 21.

  혈압측정기를 보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심장에 대하여 측정부위의 수직위치를 변화시킴으로써 동맥혈관내 수압변화를 유도 및 모니터링하는 단계, 이에 상응하

는 용적 및 상기 동맥혈관 특성과 관련된 다른 용적을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측정값과 유도수압변화값을 플롯팅함으로써

상기 측정동맥혈관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곡선을 만드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압력구획이 튜브형 변형막에 의해 한정되고, 상기 탐침이 상기 막이 압력을 받는 경우 탐침내에

위치한 손(발)가락이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막의 축운동을 방지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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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튜브형 변형막이 손가락의 정반대쪽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탐침.

청구항 24.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말단캡이 복수개의 케이스부분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기 복수개의 케이스부분의 각 부분은 케이

스에 연결된 막부분을 가지며 상기 복수개의 케이스부분이 서로 연결되는 상기 말단캡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탐

침.

청구항 25.

  제 22항에 있어서, 막의 축운동을 방지하는 상기 수단이, 막의 내부로의 축변위 운동을 억제하기 위해 케이스에 고정되며

튜브형 막내부에 중간부를 가지는 제지막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탐침.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환자의 말초혈관 장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탐침에 있어서,

  개방말단과 밀폐말단을 구비한 강성 케이스;

  상기 케이스내에 배치되고 케이스의 개방말단에 밀봉연결되어 있는 유연막;

  상기 케이스내에 구비되어 케이스 내벽에 대하여 상기 막을 가압하도록 위치한 원형 압력밴드;

  상기 케이스내에 배치되고 상기 막이 팽창하는 경우에 막의 축이동을 방지하여 내부에 위치한 손가락이 밀려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U-자형 제지막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탐침.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압력밴드가 상기 막을 두 개의 밀봉 압력쳄버로 분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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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탐침이 광학센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탐침.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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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환자의 심폐기능곤란증을 검출하는 장치에 있어서,

  손(발)가락 최말단끝을 포함하여 소정 길이의 환자 신체 손(발)가락 말단을 수용하기 위한 튜브형 소켓을 포함하는 압력

인가기구;

  상기 튜브형 소켓에 수용되는 경우에 환자신체의 손(발)가락 말단 주위에, 손(발)가락이 심장위치에 있는 경우 손(발)가

락 말단에서의 정맥저류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 손(발)가락 동맥벽장력을 부분적으로 감소시키되 폐색시키지는 않을 정

도의 충분한 정압장을 인가하기 위한 압력원;

  혈압파와 연관된 상기 손(발)가락 말단에서의 변화를 측정하기위한 측정 기구; 및

  심폐기능곤란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알려진 환자의 정상 상태에 비하여 상기 측정된 변화가 소정 비율(%)을 초과하

는 경우에 심폐기능곤란증의 존재를 알려주는 표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2.

  수면환자를 모니터링 하는 장치에 있어서,

  손(발)가락 최말단부를 포함하여 소정 길이의 환자 신체 손(발)가락 말단을 수용하기 위한 튜브형 소켓을 포함하는 압력

인가기구;

  상기 튜브형 소켓에 수용되는 경우에 환자신체의 손(발)가락 말단 주위에, 손(발)가락이 심장위치에 있는 경우 손(발)가

락 말단에서의 정맥저류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 손(발)가락 동맥벽장력을 부분적으로 감소시키되 폐색시키지는 않을 정

도로 충분한 정압장을 가하기 위한 압력원;

  혈압파와 연관된 상기 손(발)가락 말단에서의 변화를 측정하기위한 측정 기구; 및

  상기 측정된 변화를 이용하여 환자의 수면상태를 알려주는 표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3.

  제 51항 또는 제 52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기구가 혈압파와 연관된 손(발)가락 바깥쪽말단에서의 용적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4.

  제 51항 또는 제 52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기구가 혈압파와 연관된 손(발)가락 외부말단에서의 광학밀도 변화를 측정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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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5.

  제 51항 또는 제 52항에 있어서, 상기 압력인가기구가 30mmHg 내지 약 70mmHg 범위의 압력을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56.

  제 51항 또는 제 52항에 있어서, 상기 압력인가기구가 측정부위로부터 환자의 심장쪽으로 소정의 거리만큼 연장된 압력

장을 손(발)가락 말단 주위에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7.

  제 51항 또는 제 52항에 있어서,

  상기 압력인가기구가, 케이스 내부에 구비되어 케이스와 함께 튜브형 외부 쳄버를 형성하는 튜브형 변형막과 환자의 손

(발)가락 말단 수용부인 튜브형 내부 소켓을 구비하는 케이스;

  환자의 손(발)가락이 내부에 수용되는 경우 혈압파와 연관된 환자의 손(발)가락에서의 용적변화에 따라 상기 튜브형 막

이 변형될 수 있도록 상기 튜브형 외부 쳄버에 정압장을 인가하는 상기 압력원;

  내부에 수용된 환자의 손(발)가락 주위에 복수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부분은 중앙부위와 외부말단부위를 포함

하고 각 부분의 외부말단은 내부로 전치되는 것이 제지되어 있으며, 이로써 튜브형 외부 쳄버내의 압력이 상기 각 막 부분

의 중앙부를 상기 외부말단보다도 더 큰 정도로 내부로 전치시킴으로써 내부로 전치된 상기 복수개의 막부분의 중앙부가

상기 장치를 환자의 손(발)가락에 강하게 고정시키게 되어 신체말단에 대한 상기 장치의 축운동 및 회전운동을 방지하는,

상기 튜브형 변형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8.

  제 57항에 있어서, 상기 튜브형 변형막이 내부에 수용된 환자의 손가락의 양쪽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59.

  제 57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가, 상기 각 막부분에 상응하는 복수개의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말단 가장자리에서

각각의 케이스부분 말단 가장자리에 고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면막으로 이루어진 상기 막부분과 함께 연결되어 튜브형

외부 쳄버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0.

  제 57항에 있어서, 상기 튜브형 막이 케이스에 고정된 제지막대에 의하여 복수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기 튜브형 외부

막에 유체압을 인가하는 동안 각각의 막외부 말단이 내부로 전치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상기 튜브형 막 내부에 중간부

(mid-portion)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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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62.
삭제

청구항 63.
삭제

청구항 64.
삭제

청구항 65.
삭제

청구항 66.
삭제

청구항 67.
삭제

청구항 68.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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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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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a

도면3b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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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a

도면5b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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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6c

도면6d

도면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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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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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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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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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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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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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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