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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저포화도에대해최적화된산소포화도측정기및센서

명세서

본 발명은 1994년 4월 1일 출원된 미합중국 출원번호 제 08/221,911호의 일부 계속출원이다.<1>

발명의 배경<2>

산소 포화도 측정기(pulse oximeter)는 수술실, 회복실, 집중치료실 및 일반병실에서 성인, 아동 <3>
및 유아의 동맥혈 산소포화도를 연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분만실에서 진통 및 분만동안의 태
아의 산소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그리고 심장병 환자의 산소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두되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전형적으로 90% 이상인 환자 집단에 사용되었다. <4>
즉, 동맥혈에서 기능성 헤모글로빈의 90%이상은 산화 헤모글로빈이며 10%이하는 환원 헤모글로빈이다. 이
들 환자집단의 산소 포화도는 70%이하로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산소 포화도가 상기와 같은 작은 값으로 
떨어질 때, 건강하지 못한 임상상태가 지시되며 일반적으로 조정(intervention)이 요구된다. 이러한 포화
상태에 있어서, 포화상태의 추정에서 고도의 정확도는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거의 시간에 따른 
트렌드이다.

종래 두 개의 파장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두 개의 발광다이오드(LED)로부터 맥박 조직판으로 광<5>
을 방사하며 반대표면(투과 맥박 산소 측정법) 또는 인접 표면(반사 맥박 산소 측정법)에 위치한 광다이
오드를 사용하여 전송된 광을 수집한다. LED 및 광검출기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전자장치 및 디스플레이 
장치에 접속하는 재사용가능하거나 사용후 버릴수 있는 센서에 수용된다. 맥박 산소 측정법에서 "맥박"는 
심장사이클동안 조직에서 시변 동맥혈액량(the time varying amoumt of arterial blood)으로부터 유도되
며, 광검출기로부터의 처리된 신호는 사이클링 광감쇠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 혈량계 파장
(plethysmographic waveform)을 만든다. 산소 포화도를 추정하는 동안, 두 개의 LED의 주요 파장중 적어
도 한 파장은 산화 헤모글로빈(HbO2)의 흡수가 환원 헤모글로빈(Hb)의 흡수와 다른, 전자기 스펙트럼의 임

의의 점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두 개의 LED 파장중 다른 파장은 Hb 및 HbO2사이의 흡수차가 제 1파장의 흡

수차와 다른 스펙트럼의 다른 점에 존재해야 한다. 상업용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660나노미터(nm) 근처의 
가시 스펙트럼의 적색부분에서의 한 파장과 880nm-940nm의 범위에 있는 스펙트럼의 적외선 부분에서의 한 
파장을 이용한다(제 1도에 도시됨). 여기서 사용된 것처럼, "적색" 파장 또는 "적색" 스펙트럼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600-800nm  부분으로 언급되며,  "근적색(near  red)"  파장 및 스펙트럼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600-700nm부분으로 언급되며, "원적색(far red)"파장 및 스펙트럼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700-800nm 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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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언급되며, "적외선" 또는 "근적외신"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800-1000nm 부분으로 언급된다.

광검출기내에서 발생된 광전류는 적색신호 대 적외선 신호의 변조비를 측정하기 위해 검출 및 처<6>
리된다. 이러한 변조비는 제 2도에 도시된 것처럼 동맥 산소 포화도에 상관시키기 위해 관찰되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 및 맥박 산소측정 센서는 한집단의 환자, 건강한 사랑 및 동물에서 생체안에서 측정된 동
맥 산소 포화도의 범위에 걸쳐 변조비를 측정함으로써 실험적으로 보정된다. 관찰된 상관관계는 변조비의 
실시간 측정값에 기초하여 포화상태(SpO2)를 추정하기 위하여 역방식으로 사용된다(여기서 기술된 것처럼, 

SaO2는 생체안에서 측정된 기본적인 포화상태로 언급되며, SpO2는 맥박 산소측정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기

본적인 포화상태로 언급된다).

종래 산 포화도 측정기에 사용된 에미터 파장의 선택은 혈액이 관류된 조직을 통한 최적 신호전<7>
송과, 동맥혈 산소 포화도를 변화시키는 민감도와, 적정 파장에서 상업용 LED의 유효성을 포함하는데 이
들에 제한되지 않는 여러 인자에 기초한다. 통상적으로, 2개의 파장 중 하나는 HbO2에 흡광계수가 Hb와 현

저히 다른 흡수 스펙트럼(제 1도)의 범위로부터 선택된다. 660nm 근처의 범위는 환원 헤모글로빈에 의한 
광  흡수  대  산화  헤모글로빈의  광  흡수의  비가  가장  큰  범위이다.  660nm  영역에서의  고강도(high 
intensity) LED는 또한 용이하게 이용가능하다. IR 파장은 전형적으로 수치적인 편리를 위해 805nm(등흡
광점)근처에서 또는 추가 민감도가 Hb 및 HbO2의 역흡수 관계 때문에 얻어 질 수 있는 880-940nm 스펙트럼

에서 선택된다. 불행하게도, 660nm 대역 및 900nm 대역으로부터 쌍으로 이루어진 LED 파장을 사용하는 산
소 포화도 측정기는 모두 저산소 포화도에서 정확도가 감소된다.

유럽특허 제 0522674호는 격자 분광계(grating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주파수에 의해 분리되<8>
는 500nm 내지 1000nm 주파수 영역의 광을 가진 할로겐 광원을 개시한다. 3개이상의 변수를 사용하는 다
중변화 알고리즘은 30% 내지 100%의 포화도에 대한 혈액 산소레벨을 계산한다.

발명의 요약<9>

본 발명에 따르면, 맥박 산소측정법을 사용하는 저동맥산소 포화도의 더 정확한 추정은 제 1 및 <10>
제 2 광원의 파장 스펙트럼을 최적화함으로써 달성되어, 저포화상태값에서의 포화도 추정이 개선되는 한
편, 종래 제 1 및 제 2파장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것에 비교하여 고포화값에서의 포화도 추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로 한다. 저포화상태에서의 계산은 만일 제 1파장 스펙트럼의 흡수 및 산란의 예상된 비
율이 제 2파장 스펙트럼의 흡수 및 산란의 예상된 비율에 근접하고 최적으로 동일하다면, 종래 파장 스펙
트럼쌍이 선택될 때, 예를 들어 660nm 근처에 중심을 둔 제 1파장 및 880nm-940nm의 범위에서 임의의 위
치에 중심을 둔 제 2파장을 사용할 때보다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저산소 포화도, 즉 종래기술에 존재하는 것보다 80%, 75%, 70%, 65% 또는 60%이하인 <11>
포화상태에 동맥 산소 포화도의 더 정확한 추정을 제공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센서 및 시스템을 제공한
다. 상기 센서 및 시스템은 주된 관심의 포화도 범위가 일반적으로 15% 및 65%사이에 있는 진통중 태아의 
동맥 포화상태를 추정하는데 특히 유용하고, 주된 관심의 포화도 범위가 대략 50% 및 80%사이에 있는, 심
장에서 동맥 내의 정맥혈 분로(shunting)를 겪고 있는 심장병환자의 동맥 포화상태를 추정하는데에도 유
용하다. 대조적으로, 전형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90%이상의 포화상태를 가진다. 본 발명은 사람 또는 동물
중 하나의 포화도 범위가 낮을때마다 유용하게 사용한다.

저포화상태에서 동맥 산소 포화도의 보다 양호한 추정을 제공하는 것외에, 본 발명의 센서, 모니<12>
터 및 시스템은 혼란 유도 아티팩트(perturbation induced artifacts)가 존재하고 감시되는 대상과 연관
될 때 더 정확한 산소 포화도 추정을 더 제공한다.

제 1 및 제 2파장 스펙트럼에 의해 시험된 조직에 의한 흡수 및 산란율이 특정의 관심있는 포화<13>
값에 대하여 서로 근접할 때, 제 1 및 제 2파장에 의해 실제적으로 시험된 조직의 개선된 일치 및 매칭이 
달성되어, 혼란 유도 아티팩트에 의해 발생된 에러를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한 파장을 가진 광이 다른 
파장을 가진 광보다 높은 비율로 흡수될 때, 다른 파장을 가진 광은 조직으로 더 침투한다. 시험된 조직
이 특히 비균질일 때, 침투의 차이는 동맥 산소 포화도 추정의 정확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혼란 유도 아티팩트는 시험된 매체의 상대적인 광특성에 대해 측정가능한 충격을 가진 임의의 아<14>
티팩트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혼란 유도 아티팩트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
지 않는다.

즉, 혼란 유도 아티팩트는,<15>

(1) 피검사마다 센서에 의해 시험된 조직성분의 변화량, 즉 지방, 뇌, 피부, 근육, 동맥, 정맥 <16>
등의 상대적인 양의 변화량과;

(2) 예를 들어, 맥관 팽창 또는 맥관 압축과, 시험된 조직에서의 혈액관류에 영향을 미치는 임의<17>
의 다른 물리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시험된 조직에서의 헤모글로빈의 농도의 변화량과;

(3) 근방 조직의 존재하는 피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센서와 시험된 조직 사이에 가해진 힘의 양<18>
의 변화량을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태아 산소 포화도 범위를 위해 최적화된 광원을 가지며 혼란 유<19>
도 아티팩트에 대한 면역성을 최대화하는 태아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센서를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원적색 
및 적외선 광원은 700-790nm의 평균파장을 가진 원적색 광원과 함께 사용된다. 적외선 광원은 고포화상태
를  가진  환자에  사용된  종래  장치로서  800-1000nm사이의  평균파장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  기술된 
것처럼, "고포화상태"는 70%이상, 바람직하게 75%이상, 선택적으로 80%이상 및 90%이상의 동맥산소 포화
도를 평균한다.

본 발명의 태아 센서는 혼란 유도 아티팩트의 민감도를 최소화하기위해 조직으로 입력되는 방사<20>
광의 위치와 조직으로부터 방출되는 검출광의 위치사이의 공간을 정렬시킴으로서 최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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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전기광학 변환기(예를들어, LED 및 광검출기)는 광이 입력되고 방출<21>
되는  조직에  인접하여  배치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전기광학  변환기는  조직으로부터 
멀리, 예를 들어 산소측정기 모니터에 배치되며, 광파이버는 조직이 파이버의 단부로부터 조명받은 상태
에서 변환기와 조직을 상호접속시키며, 조직에 의해 산란된 광은 파이버의 단부에 의해 수집된다. 다중 
파이버 또는 파이버 다발은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태아에 대한 전형적인 산소 포화값이 보통의 (고)포화상태를 가진 전형적인 환자에 대<22>
한 90%에 비교하여 5-65%, 보통 15-65%의 범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더욱이, 태아 센서는 증가된 혼
란 유도 아티팩트에 영향을 받는다. 태아 산소측정의 다른 독특한 인자는 센서가 미리 알려지지 않은 질 
및 정밀한 위치를 통해 삽입되는 것이다.

본 발명은 태아 산소측정법 또는 저포화 환자에 대한 산소측정법에 나타나는 모든 특성을 인식하<23>
여 혼란 유도 아티팩트에 대한 면역성을 최적화하는 센서를 제공한다. 이 최적화는 포화값 변화에 대한 
민감도에 관한 트레이드오프(trade-off)로 수행된다. 이 트레이드오프는 더 신뢰가능한 추정에 이르게 하
는데, 이러한 것은 포화값의 변화에 민감도를 최대화시킬 것을 시도하는, 종래방법을 실시하는 당업자에
게 자명하지 않다. 이들 최적화로부터 야기되는 성능의 개선은 반사 및 투과 맥박 산소측정법 모두에 적
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이용가능한 태아 투과 맥박 산소 측정장치의 예는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
되고 여기에 참조에 의해 통합되는 미합중국 특허 제 07/752,168에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이용할 수 
있는 비태아 투과 맥박 산소측정장치의 예는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여기에 참조에 의해 통합되
는 미합중국 특허 제 4,830,014호에 개시되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종래 기술의 근적색 및 적외선 LED 파장을 나타내는 파장 대 산화 헤모글로빈(HbO2) <24>
및 환원 헤모글로빈(Hb)의 흡수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제 2 도는 적색/IR 변조비율 대 산소포화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25>

제 3 도는 다른 거리에서 조직의 다른 층을 통해 광 투과되는 것을 나타낸 도면<26>

제 4A 도는 서로 다른 포화값에 대한 파장의 범위에 걸친 흡광 및 산란계 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27>
그래프.

제 4B 도는 제 4A 도의 값을 도시한 표.<28>

제 5 도는 태아에 대한 센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29>

제 6 도는 본 발명에 따른 LED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그래프.<30>

제 7-18 도는 서로 다른 적색 및 적외선 파장 결합에 대한 포화의 함수로서 변조비율 및 포화 에<31>
러의 실험적인 모델링을 나타내는 그래프.

제 19-23 도는 양에게 행해진 실험으로부터 서로 다른 에미터 파장 및 에미터-검출기 간격의 조<32>
합에 대해 인가된 힘에 기인한 에러 및 포화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제 24 도 및 25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센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33>

제 26A-B 도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이중 에미터 패키지, 단일 패키지를 나타내는 도면.<34>

제 27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산소 포화도 측정기의 블록도.<35>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36>

본 발명에 따른 태아 센서의 설계의 이해는 센서가 동작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37>
제 3 도는 센서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태아의 위치에 조직의 층을 도시한다. 일반적으로, 조직층은 제 1층
인 피부층(12), 그다음의 지방층(14), 근육층(16), 및 뼈층(18)으로 되어있다. 이 도면은 단지 설명만을 
위한 개략도이다. 외형 및 층은 다른 위치에서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뼈는 이마에서는 표면에 더 
가까울 것이고, 목에서는 근육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러한 위치 변화는 개략적으로 언급한 혼란 아티팩
트(artifact)---조직 구성의 변화에 기인한 아티팩트의 제 1 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에미터(20)로부터 광검출기(22)로의 광의 일반적인 경로는 화살표(24 및 26)로 도시되어 있다. <38>
화살표(24)는 에미터(20)로부터 검출기(22)로 거의 직접 통과하는 광을 도시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로부터 
나머지가 분기되며, 상기 광은 아주 적은 양의 피가 관류된 조직을 통과한다. 한편, 화살표(26)는 광의 
다른 경로의 보다 깊숙한 투과를 나타낸다. 투과의 깊이는 광의 파장 및 포화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낮은 포화도에서, 적외선 광은 예를들면 근적색광보다 더 깊숙히 투과된다. 보다 깊숙한 투과는 적외선 
및 적색 신호 사이의 바람직하지 못한 편차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IR 신호가 좀 더 다른 층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 3 도에는 기술한 제 1 쌍(20,22)보다 검출기(30)로부터 더 먼 거리에 있는 조직상에 놓<39>
여있는 에미터(28)를 사용하는 효과가 도시되어 있다. 인지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큰 간격은 화살
표(32 및 34)로 지시되는 바와같이 조직의 투과량을 크게 한다. 그러므로, 보다 큰 간격배치는, 그것이 
조직에 흡수되는 광으로부터의 감쇠와 수반되는 보다 큰 광 전파거리에 기인하여 검출기에서 수신된 신호
의 세기가 감소한다 할지라도, 투과의 깊이를 증가시킨다.

개략적으로 언급한 혼란의 제 2 형태는 환자마다 또는 시간에 따라 조직에 있어서 피의 농도의 <40>
변화이다. 낮은 농도는 흡수가 적어지고 투과깊이가 증가되는 것을 초래한다. 발명자들은 매질에서 광전
자의 평균 투과깊이가 흡수 계수와 산란 계수의 곱에 관계된다는 것을 추정하며, 이 추정은 다음 문헌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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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ss  et  al.,  Statistics  of  Penetration  Depth  of  Photons  Re-emitted  from  Irradiated <41>
Tissue, Journal of Modern Optics, 1989, vol. 36, no. 3,349-359,354』

전자 스펙트럼의 가시 영역 및 근적외선 영역에서 조직의 광 흡수는 헤모글로빈의 흡수 특성에 <42>
의해 조절된다. 헤모글로빈의 흡수 계수는 다음문헌에서 발견될 수 있다.

『Zijlstra,  et  al.,  "  Absorption  spectra  of  human  fetal  and  adult  oxyhemoglobin, de-<43>
oxyhemoglobin, carboxyhemoglobin and methemoglobin", Clinical Chemistry, 37/9. 1633-1638, 1991』

측정된 조직의 산란 계수는, 측정의 방법론과 데이터를 조정하는데 사용된 모델에 의해 영향을 <44>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과 상관없이 파장에 대한 상대적인 민감도의 일반적인 동의가 존재한다. 
발명자에 의해 사용된 조직 산란 계수는 확산 이론을 기초로하며, 다음 문헌으로부터 얻어진다.

『Schmitt,  "Simple  photon  diffusion  analysis  of  the  effects  of  multiple  scattering  on <45>
pulse oximetry", IEEE Transactions on Biomedical Engineering, Vol.38, No.12, December 1991』

제 4A도는 600 nm와 1,000 nm 사이의 파장에 대해 0%, 40%, 85% 및 100% 포화도에 대한 흡수 및 <46>
산란계수의 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85-100% 조직 산소 포화도에 대하여, 양호한 밸런스 또는 상관관
계는 곡선(101)상의 점 A 및 B에 의해 설명되는 바와 같이 종래에 선택된 파장 쌍(즉, 660nm 및 892nm)의 
흡수 및 산란 계수의 곱 사이에 존재한다.

낮은 조직 산소 포화도에 대하여, 곡선(102)상의 점 C 및 D는 근적색광이 좀 더 강하게 흡수되고 <47>
산란되어  660nm  근적색  및  892nm  적외선  광의  흡수  및  산란계수의  곱  사이의  아주  상당한 불일치
(mismatch)를 그래픽으로 지시한다.

이와같이 아주 상당한 흡수 및 산란 불일치는 근적색 및 적외선광에 의해 검사되는 아주 다른 조<48>
직을 결과로 내고 동맥 산소 포화도 계산의 정확도를 상당히 떨어뜨린다. 이외에도, 저동맥 산소 포화도
의 큰 범위가 정확하게 계산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동맥 산소 포화도의 범위가 15% 내지 65%, 
사이에 걸쳐있는 진통동안에 태아를 감시하는 경우와 같이, 근적색 및 적외선 광의 흡수 및 산란비율 사
에의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할 뿐만아니라, 불일치 양이 동맥 산소 포화도가 변화할 때 상당히 변화하여, 
동맥 포화도에 따라 변화하는 산소 포화도 추정이 차별적으로 부정확하게 된다는 것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제 4A도로부터 명백하다.

한편, 제 4A도에서 곡선(102)상의 점 D 및 E는 제 1 및 제 2 파장, 즉 732nm 및 892nm를 선택하<49>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이점을 설명하며, 상기 이점은 40% 조직 산소 포화에 대하여 660nm 및 
892nm의 종래 쌍과 비교하여 좀 더 잘 밸런스된 흡수 및 산란 특성을 갖는다. 인식될 수 있는 바와같이, 
732nm  흡광 및 산란계수는 892nm 흡광 및 산란계수와 더 잘 일치되며, 광의 두 개의 파장에 의해 검사되
는 조직의 오버랩이 개선된다. 이외에도, 732nm는 660nm와 비교하여 산소 포화도의 함수로서 흡광 및 산
란 계수의 편차를 더 작게 하여, 포화도의 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 보다 양호하고 더 정확한 산소 포화도 
추정을 일으킨다. 제 4A도에 도시된 조직산소 포화값은 동맥 산소 포화값에 밀접하게 상관된다. 일반적으
로, 조직산소 포화의 주어진 값은 더 높은 동맥 산소 포화 값에 상응한다. 예를 들면, 발명자들은 135% 
조직 산소 포화가 대략 100% 동맥 산소 포화에 상응하는 것을 추정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포화가 70% 이하이고 전형적인 관심범위가 15% 내지 65%인 진통동<50>
안에 태아 동맥 산소 포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센서에 사용된 파장물 최적화 하기위한 것이다. 태아 센서
에서 두 개의 파장의 흡수 및 산란 비율을 일치 또는 밸런스하기 위한 시도는 혼란 유도 아티팩트의 양이 
수 및 크기면에서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특히 유용하다. 예를 들면, 표면 반사 센서에 대하여, 태아의 어
디에  센서가  위치될  것인지  우선순위를  알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가끔  센서가  머리에  있을  수도 
있으며, 볼(cheek)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직 성분은 적용때마다 변화한다. 이외에도, 센서에 가
해지는 힘은 진통동안에 변화하여 부가적인 혼란을 유도하는 아티팩트가 초래된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는 계산의 정확도가 중요한 포화도의 범위가 50% 내지 80%인 심<51>
장병 환자에게 본 발명의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다.

제 5 도는 태아(412)에 대한 센서(410)의 위치를 도시한다. 센서는 외부 산소 포화로 측정기 모<52>
니터에 케이블(414)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센서(410)는 자궁벽(416)과 태아(412) 
사이에 강제로 밀려들어간다. 이 예에서,센서는 태아 이마의 측면에 있다. 센서를 강제로 밀어넣는 것은 
센서 바로 밑의 피부에 힘을 가하며, 그것에 의해 국소 조직에서 피의 양이 감소된다. 이것은 광 신호가 
통과되는 피의 양을 감소시키며, 그것에 의해 정확한 혈액 산화 기록을 얻는 어려움이 커지게 된다.

최적 LED 파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LED는 스펙트럼 폭을 가지며 레이저와 같은 단일 협대역 파장 <53>
장치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 6도는 피크 파장으로서 735mm에서 원적색 파장을 나타내는, 본 
발명에 따른 센서에 대하여 하나의 바람직한 파장의 확산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그러나, 화살표(510)는 
강도 레벨이 피크 파장의 것의 약 50%인 대략 25nm 폭일 수 있는 파장의 분포를 나타낸다. 이외에도, LED
를 제조할 경우, 평균 파장을 엄밀하게 제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735nm 파
장과 같은 특정 파장을 지정하는 구매자는 실제 파장이 지정된 값으로부터 10, 20, 또는 그이상의 나노미
터로 변화할 수 있는 LED를 수용하는 것을 기대할 것이다. 좁은 범위는 일반적으로 테스트 및 분류에 의
해 달성된다.

제 27 도는 본 발명을 실시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광원(210)으로부<54>
터 나오는 광은 환자 조직(212)을 통과하여 산란되고 광 검출기(214)에 의해 검출된다. 광원 및 광 검출
기를 포함하는 센서(200)는 산소계가 산소 포화도를 계산하기 위한 적당한 보정 계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광원(210)의 파장을 나타내는 신호를 제공하는 인코더(216)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인코더(216)는 예를 들
면 저항기일 수도 있다.

센서(200)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220)에 접속된다. 산소계는 내부 버스(224)에 접속된 마이크로<55>
프로세스(222)를 포함한다. 또한 RAM 메모리(226) 및 디스플레이(228)는 버스에 접속된다. 시간 처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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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TPU)(230)는 광원(210)가 조명될 때를 제어하는 광 구동 회로(232)에 시간 제어 신호를 제공하고, 
다수의 광원이 사용되면 서로 다른 광원에 대해 다중화된 시간 제어 신호를 제공한다. TPU(230)는 또한 
증폭기(233) 및 스위칭 회로(234)를 통하여 광검출기(214)로부터 나오는 신호 게이팅-인(gating-in)을 제
어한다. 이러한 신호는 만약 다중 광원이 사용되면, 다중 광원 중 어느 것이 조명되는지에 따라서 적절한 
시간에서 샘플링된다. 수신된 신호는 증폭기(236), 저역 통과 필터(238),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240)를 
통하여 통과된다. 디지탈 데이터는 대기 행렬 직렬 모듈(queued serial module; QSM)(242)이 채워질 때 
RAM(26)에 다운로딩하기 위하여 QSM(242)에 저장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수신된 다중 광 파장 또는 스
펙트럼에 대하여 별개의 증폭기 필터 및 A/D 변환기의 다중 병렬 통로가 있을 수 있다.

검출기 및 디코더 모듈(244)은 인코더(216)으로부터 광원의 파장을 결정한다. 이것을 수행하기 <56>
위한 회로의 하나의 실시예는 공동 양도된 미국특허 제 4, 770, 179호에 나타나 있고, 그 내용은 본 명세
서에 참조로 삽입된다.

광 검출기(214)에 의해 수신된 광에 상응하는 수신된 신호 값을 기초로, 마이크로프로세스(222)<57>
는 잘 공지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산소 포화도를 계산할 것이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 사용된 
광 파장에 대응하여 경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계수들을 요구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ROM(246)에 저장
된다. 파장 스펙트럼의 임의의 쌍에 대해 선택된 특정 계수 세트가 특정 센서(200)의 특정 광원에 상응하
는 인코더(216)에 의해 지시되는 값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일 실시예에서, 다중 저항값이 서로 다른 계수 
세트에 할당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동일 저항에 근적색 광원 또는 원적색 광원 중 하나로 쌍을 이
룬 적외선에 대해 적절한 계수로부터 선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근적색 또는 원적색 세트중 하나의 선택
은 제어입력(254)로부터 제어 입력과 함께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 입력(254)은 산소 포화도 측
정기 상의 스위치, 키보드 또는 원격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명령을 제공하는 포트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발명자는 본 명세서에 설정된 최적화된 센서를 만들기 위하여 모델링과 시제품 둘 다 <58>
사용한다. 몇몇 이론적인 모델은 조직내의 광분산을 기술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본 발명자에 의해 사용된 
이러한 모델은 균질 조직 베드(bed) 내에서 등방성 분산을 가정한다. 심지어 조직(조직은 비균질적이고 
광원 전방향(forward)에서 일차직으로 산란된다)의 광 분산 특성을 단순화한 것일지라도, 이러한 모델은 
산소 포화도 측정기의 반응 및 많은 설계 파라미터의 민감성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그러한 모델을 이용하여, LED 파장의 여러 가지 선택이 연구된다. 조직 특성은 숫자로 정의되고 <59>
SaO2와 변조 비 사이의 기초(보정) 상관관계는 고려된 각 파장 쌍에 대해 계산된다. 생리석인 상태 변화는 

수로 정의된 하나 이상의 물리적인 파라미터를 교정함으로서 시뮬레이트된다. SpO2 및 변조 비 결과로부터 

다시 계산되고, 에러가 최소화되는 포화 영역에 주목된다. 80% 이상의 동맥 포화도에 대해 890nm로 쌍을 
이룬 660nm의 종래의 파장 선택은 최적의 수행을 야기하고, 한편 70% 이하의 동맥 포화도에 대해, 890mm
로 쌍을 이룬 735nm 대역 에미터는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제 7도 내지 제 18도는 다양한 적색 및 IR LED 파장 쌍에 대해 기초값의 1/4 까지의 조직 혈액량 <60>
변화에 기인한, 예측된 에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A 도면(7A와 같은)은 SaO2 대 변조 비를 나타낸다. B 

도면(7B) SaO2 대 포화 에러를 나타낸다. 이러한 혼란은 환자 집단 내의 혈액량 변화, 빈혈, 국소빈혈, 조

직에서의 집중된 혈액 사혈의 효과를 시뮬레이팅한다.

조직 혈액 농도의 변화에 대한 보정의 민감성은 적색 및 IR 파장의 여러 쌍에 나타낸다. 각 경우<61>
에 있어서, 상기 LED는 2차 방출은 없고, 상기 혼란은 조직의 혈액 농도 공칭 2%에서 5%까지 진행한다.

<도표><62>

제 7도 내지 제 9도는 종래의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 발견되는 성능 유형을 나타낸다. 제 10도 내<64>
지 제 18도는 LED 파장이 스펙트럼의 700nm - 790nm 영역에서 선택될 때 80%이상의 포화도에서 보다 낮은 
포화도까지의 최적의 성능 영역 이동을 나타낸다. 광 산란은 산화의 변화로 인하여 최소로 영향을 받으나 
광 흡수는 조직의 환원 헤모글로빈에 산화 헤모글로빈으로 변화할 때 또는 그 역일 때 대단히 영향을 받
는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의 최적 성능 영역은 혈액이 관류된 조직내에서 2개 채널의 분산 및 흡수가 균
형을 이룰 때 발생한다. 균형은 상기 2개의 채널에 의해 결사된 조직 부피의 양호한 오버랩이 있을 때 발
생하고 2개의 파장에서 광의 투과 깊이가 일치되기를 요구한다. 보다 높은 포화도에서, 이러한 최적의 균
형은 660nm 대역에서 적색 광 에미터를 갖는 파장의 쌍에 발생되는 한편, 보다 낮은 포화도에서 상기 균
형은 730nm 대역에서 적색 광 에미터의 사용으로 향상된다. 805nm에서 940nm까지의 IR LED 변화는 성능에
서의 중요한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 대해 730nm 및 890nm 근처의 LED 쌍을 사용할때, 산소 포화도(예를 들면, <65>
제 1도에서의 곡선 경사도)를 변화하기 위하여 변조비의 민감도는 660nm 및 890nm를 사용할 때보다 줄어
들고 상기 측정은 산소 포화도가 아닌 조직 특성의 변화에 보다 강건해진다. 장치의 전기 노이즈, 디지탈
화 또는 주위 광 방해 등과 같은 요소로 인한 변조비 측정에서의 노이즈는 더 중요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훌륭한 장치 설계 및 적절한 신호 처리에 고려될 수 있다. 조직 광 특성으로 인한 바이어스 및 편차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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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주요 관심 포화 영역을 기초로 선택될 때 에미터 파장의 적절한 선택과 관련하여 덜 중요하게 된다.

본 발명자는 시제품 센서를 사용하여 양에게 실험적인 테스트를 시행한다. 경험적인 관찰은 보다 <66>
낮은 포화 영역에서 혼란 유도 아티팩트에 보다 강건한 산소 포화도 측정기의 설계시 735nm 대역 적색 
LED의  사용을 지지한다.  박사 맥박 산소 측정기 센서는 종래의 660nm  -  890nm  LED를  사용하여 735nm 
-890nm 쌍을 갖도록 제조된다.

제 19도 내지 제 23도는 약 100% 산소 포화도에서 10%이하의 산소 포화도까지의 X축을 따라서 표<67>
시된 산소 포화도의 범위에서 취해진다. 상기 플로트는 각 실제 포화도(SaO2) 값에 대해 계산된 포화도

(SpO2)를 나타낸다. 실제 포화도 값은 왼쪽 대퇴 동맥에 있는 동맥 카테테르로부터 혈액 샘플을 동시에 그

림으로써 결정된다. SaO2는 실험실 일산화탄소 측정기(co-oximeter)(IL 실험 장치 282 또는 방사선 측정기 

OSM-3) 상에서 측정된다. 이된은 이 도면의 X축 상에 사용된 값이다.

제 19도, 제 20도 및 제 22도의 대각선에 나타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산된 값이 카테테르로 측<68>
정된 실제 값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제 19도, 제 20도 및 제 22도에 나타난 이 테스트는 피부에 부
착된 센서에 약 50g의 공칭력이 인가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조직에서 14 mm의 중심 대 중심 에미터/검출키 간격을 가지는 660 nm 센서를 이용하여, 제 19도<69>
는 센서 보정이 검사된 조직의 유형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도시한다. 머리와 목의 보정은 매우 다르다.

조직에서 5.8 mm의 중심 대 중심 에미터/검출기 간격을 가지는 735 nm 센서를 이용하여, 헤드와 <70>
넥 사이의 바이어스는 제 20도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상당히 감소된다. 그러나, 여전히 표면 사혈
(exsanguination)에 대한 실질적인 민감도가 남아 있다. 이것은 혼란 유도 아티팩트(힘이 인가된 센서)의 
효과를 도시하는 제 21도에 분명히 나타난다.

제 22도는 14 mm 중심 대 중심 에미터/검출기 간격을 가지는 735nm센서의 위치 둔감도를 도시한<71>
다.  제  23도는  이런  센서가  또한  상기  센서에  인가된  힘에  둔감하다는  것을  도시한다(혼란  유도 
아티팩트).

10 nm와 같거나 더 큰 에미터/검출기 간격에 의해 얻어지는 양호한 성능에서, 735nm-890nm LED <72>
파장에 대해 5.8 nm로부터 중심 대 중심 에미터/검출기 간격의 증가는 혼란 유도 아티팩트에 대한 민감도
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확증된다.

모델링과 실제 실험은 둘 다 700 내지 900 nm 범위에 있는 적색 파장을 최적화 함으로써 얻어진 <73>
포화 측정의 신뢰성의 개선을 도시한다. 부가적으로, 힘 아티팩트의 존재에서 포화 에러 판독의 감소는 
검출기로부터의 에미터 간격을 감소시킴으로써 얻어진다.

상기 센서에 인가된 힘은 표면 조직에 사혈을 일으키고, 조직의 비균질성에 기인하는 잔류 불균<74>
형을 확대시키며, 또는 에미터와 검출기 사이의 광 분기를 유발시킴으로써 포화 보정의 에러를 유발한다. 
이것은 더 넓은 에미터/검출기 간격에 의해 보상되며, 상기 더 넓은 간격은 적색 및 적외선 LED로부터 나
온 광이 조직내로 더 깊숙이 침투하게 하며, 그리하여 제 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평균적으로 동일한 조
직 구조의 조합을 통과할 가능성을 증기시킨다.

제  24도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센서의  평면도이다.  상기  센서  표면(110)은  원적색 <75>
LED(112)와 적외선 LED(114)를 지지한다. 이것은 검출기(116)로부터 14 nm 중심 대 중심의 거리만큼 떨어
져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원적색과 적외선 LED의 중심은 0.5 nm 이하로 떨어져 있다. 상기 센서 표면은 
산소 포화도 측정기 모니터에 대한 접속을 위해 케이블(118)에 의해 커넥터(120)에 접속된다. 제 24도의 
센서의 측면도를 도시하는 제 25도는 센서의 받침대부(122)와 센서 후면(132)을 도시한다. 자궁에 배치될 
때, 자궁은 힘을 상기 센서 후면(132)에 인가하고 받침대부(122)를 변형시킨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런 기술은 양호한 센서-태아 접촉을 일으키는 힘을 초래하나, 아마도 조직의 국부 사혈을 야기할 것이
다. 임의의 센서 구현은 아마도 국부 사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델링과 실험 테스트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의 변조비와 포화도 사이의 상관관계 성질이 조직 광<76>
학 특성에 관계되며, 변화하는 혼란 유도 아티팩트에 대한 민감도가 에미터 파장의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도시한다. 높은 산소 포화도에 대해, 600 nm와 890nm 대역 에미터의 선택은 적당한 
산소 포화도 측정기 계산에 대해 적절한 반면, 700 nm 내지 790 nm와 890 nm 대역 에미터는 낮은 포화에 
대하여 보다 양호하게 수행된다. 다른 파장 조합은 본 명세서에 기술된 분석에 유사한 분석을 따름으로써 
스펙트럼의 가시광선과 근적외선부의 다른 곳에서 선택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장치 설계 고려 사
항(예를  들면,  전자  신호  대  노이즈  및  반사  프로브의  약간  떨어진  컴포넌트들로의  광의  가능성있는 
분기)은 논의된 파장의 사용에 유리하다. 기술된 분석을 사용함으로써, 맥박 산소 측정법에 대한 다른 개
선이 가능하다. 제 19도 내지 제 23도는 몇몇 시제품 센서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도시한다.

제 26A와 제 26B도는 제 24도와 제 25도의 에미터(112와 114)를 포함하는 단일 패키지의 정면도 <77>
및 측면도를 도시한다. 에미터는 둘 다 태아 센서 사용에 유리한 소형화를 제공하는 더욱 치밀한 패키지
를  제조하기위해  단일  반도체  패키지에  밀봉된다.  제  26A도의  실시예에서,  에미터  다이(emitter 
die)(112)는 전도성 에폭시(130)를 통해 기판(132)에 장착된다. 기판(132)은 금속 피복의 형태를 가지고, 
기판(132)의 외부 부분(134)은 패키지에 대한 외부 리드를 형성한다. 에미터(114)는 금속 기판(136) 위에 
장착되고, 에미터(114)의 외부(138)는 제2 리드를 형성한다.

에미터(114)의 전기 접속은 리드(138)를 통해 한쪽의 전도성 에폭시에, 다른 리드(134)에 접속되<78>
는 와이어 본드(140)를 통해 다른 쪽에 제공된다. 유사하게, 리드(134)는 전도성 에폭시(130)를 통해 제2 
에미터(112)에 접속되고, 에미터(112)의 나머지 측은 와이어 본드(142)를 통해 리드(138)에 접속된다. 따
라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 극성을 갖는 전압을 2개의 리드(134와 138)에 인가하는 것은 에미터의 
하나를 턴온하고, 다른 하나를 턴오프하는 반면, 극성을 반전시키면 상기 에미터의 턴온과 턴오프가 반전
될 것이다. 에미터 및 상응하는 기판은 둘 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 될 수 있는 패키지(144)에 밀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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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B도는 측면으로부터 밀봉된 패키지(144)를 도시하고, 에미터(112,  114)로부터의 방출 광<79>
(146)을 도시하는 측면도이다. 제 26A도와 제 26B도의 구조는 콤팩트하고 태아 응용에 유용하다. 바람직
하게, 2개 에미터(112와 114) 중심 사이의 거리는 2mm 이하이다. 이런 패키지 와이어링은 2개의 개별 에
미터 패키지를 사용함으로써 요구될 수 있는 4개 리드와 대조적으로 패키지가 2개의 리드를 갖도록 한다.

원적색과 적외선 LED를 사용하는 다른 방법으로서, 2개의 서로 다른 파장의 선택된 광 스펙트럼<80>
을 제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LED 보다는 레이저가 사용될 수 있다. 택일적
으로, 검출기에서 최적화되는 파장을 갖는 백색광 또는 다른 광원이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광원 또는 
검출기의 전면에 적당한 필터를 사용하거나 파장 민감 검출기를 사용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필터가 사
용될 경우, 필터가 택일적으로 검출기 또는 에미터 전면에 배치될 수 있거나 단일 에미터 또는 검출기의 
전면에 택일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산소 포화도의 추정 값에 기초를 둔 SpO2의 계산에 사용하기 위해 적당한 에미터 쌍이 선택될 <81>
때, 넓은 포화 영역에 사용하기 위한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다중 파장 쌍(예를 들면, 900 nm 에미터와 결
합된 660 nm와 730 nm 대역 에미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산소 포화도 측정기는 2개 이상의 LED로 구현될 수 있거나 택일적으로 단일 광원과 다중 <82>
필터, 또는 다중 파장 민감 검출기로 구현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적색 파장 스펙트럼이 환자의 포화도에 
기초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양호한 일 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이 설명되었지만, 첨부된 청구 범위에 의<83>
해 한정되는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사상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계는 명백하다. 상기 파장은 본 발명에 따라 여전히 최적화되는 동안에 변화
될 수 있다. 또한, 광파이프, 광섬유, 다중 필터, 또는 다중 검출기가 본 발명의 사상에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제 25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받침대 구조와 다른 센서, 이를테면 태아에 대해 센서를 부유하
고 홀딩 하기 위한 블래더(bladder) 구조가 사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원(210)과 광검출기(214)를 가진 센서(200) 및 산소 포화도 측정기(220)에 의하여 혈액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80% 이하의 산소 포화 상태에서 정확한 산소 포화도 판독을 위하여, 상기 광원으로부터 나와 상
기 광검출기에 의해 수신된 광의 파장 스펙트럼을 최적화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최적화 단계는 700 nm와 790 mm 사이의 부분을 포함하여, 상기 스펙트럼의 단지 적색 및 적
외선 부분들을 상기 광검출기에서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범.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최적화 단계는 태아의 산소 포화도를 검사하기 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65퍼센트 이하의 산소 포화 상태에서 산소 포화도 판독을 위하여 상기 파장 스펙트럼을 최적화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15퍼센트 이상의 산소 포화 상태에서 산소 포화도 판독을 위하여 상기 파장 스펙트럼을 최적화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혼란 유도 아티팩트(perturbation induced artifact)에 대한 상기 센서의 민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기 광검출기로부터의 상기 광원의 간격을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태아를 통과하여 산란된 광을 이용하여 상기 광검출기에서 상기 광원으로부터 나온 광의 강
도를 측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광이 조직으로 유입되는 장소와 상기 광이 상기 조직으로부터 모아지는 장소사이의 간격은 
적어도 10mm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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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파장 스펙트럼은 적어도 두 개의 분리된 파장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파장 스펙트럼은 두 개의 LED(112, 114)로 구성된 상기 광원(210)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광은 적색 및 적외선 스펙트럼을 포함하며, 각각의 상기 적색 및 적외선 스펙트럼은 혈
액이 공급된 조직과 관련된 흡수 및 산란 계수를 가지며,

상기 최적화 단계는 상기 적색 및 적외선 스펙트럼 내에서 파장 스펙트럼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
함하며, 상기 스펙트럼들 각각의 흡수 계수와 산란 계수의 곱은 제 1 및 제 2 값을 가지며, 상기 제 1 및 
제 2 값 사이의 비율은 0 내지 65퍼센트 범위의 산소 포화도에 대하여 0.5 내지 2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65퍼센트 이상의 산소 포화도 판독 범위에 대하여 상기 파장 스펙트럼을 택일적으로 선택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광은 적색 및 적외선 스펙트럼을 포함하며,

상기 최적화 단계는 높은 포화도를 가지는 환자에 대해 유용한 범위에 있는 상기 적외선 스펙트
럼 내의 제 1스펙트럼을 이용하는 단계 및 상기 적색 스펙트럼을 태아에 대한 제 2스펙트럼으로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스펙트럼의 평균 파장은 700 내지 790 나노미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스펙트럼은 상기 제 2스펙트럼의 임의의 다른 파장 강도의 적어도 50퍼센트 강도에서 
735 나노미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최적화 단계는 높은 포화도를 가지는 환자에 대한 최적 관통 깊이에 비교하여 태아의 광의 
관통 깊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최적화  단계는  아티팩트에  대한  상기  방법의  민감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최적화 단계는 목적하는 파장 스펙트럼을 갖도록 상기 광원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최적화 단계는 제한된 광 스펙트럼을 검출하는 상기 광검출기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항에 있어서,

25-8

1019960705568



상기 최적화 단계는 목적하는 파장 스펙트럼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상기 광원을 필터링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항에 있어서,

80퍼센트 이상의 산소 포화도 판독을 위하여 상기 광원으로부터 상기 광검출기에 의하여 수신된 
광의 파장 스펙트럼을 택일적으로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광검출기에서 적색 및 적외선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광을 검출하는 단계;

높은 포화도를 가지는 환자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기 위한 파장 스펙트럼을 가지도록 상기 적외
선 스펙트럼을 선택하는 단계;

15 내지 65퍼센트의 산소 포화도를 판독하기 위하여 700 내지 790 나노미터의 평균 파장을 가지
도록 상기 적색 스펙트럼의 파장 스펙트럼을 선택하는 단계로서, 혼란 유도 아티팩트에 대하여 혈액 산소 
포화도 측정에 대한 면역을 증가시키는 적색 스펙트럼 선택 단계;

태아 위에 상기 센서를 배치하는 단계;

광이 상기 태아의 일부를 통하여 산란된 후에, 상기 광검출기에서 상기 광원으로부터 나온 적어
도 두 개의 광신호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강도 및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상기 혈액 산소 포화도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태아의  일부분을  통하여  산란된  검출광으로부터  제  3광신호를  측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 3광신호는 700 나노미터이하의 평균파장을 가지며 65퍼센트 이상의 산소 포화도를 판
독하기 위하여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20항에 있어서,

제 2적색 광원을 선택하는 단계;

700 나노미터 이하의 평균 파장을 가지도록 상기 제 2적색 광원의 파장 스펙트럼을 선택하는 단
계; 및

상기 제 1광원 또는 제 2적색 광원 중 하나 또는 이들 모두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1항에 있어서,

적어도 제 1 및 제 2파장 스펙트럼을 가지도록 수신된 광을 선택하는 단계; 및

제 1 및 제 2 스펙트럼의 검출된 광으로부터 산소 포화도를 계산하기 위한 계수를 이용하여 산소 
포화도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1항에 있어서,

광원과 원적색 및 적외선 광검출기를 선택하는 단계; 및

단일 캡슐 패키지에 상기 광검출기를 배치하고 상기 센서위에 상기 패키지를 설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제 2적색 광 스펙트럼을 검출하도록 상기 광검출기를 선택하는 단계;

700 나노미터 이하의 평균 파장을 가지도록 상기 제 2 적색 광 스펙트럼의 파장 스펙트럼을 선택
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또는 제 2적색 광 스펙트럼중 하나 또는 이들 모두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적어도 하나의 광원(210) 및 적어도 하나의 광 검출기(214)을 수용하는 하우징(200)을 가진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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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도 측정기 센서(200)에 있어서,

상기 광원 및 검출기는 90퍼센트 이상의 산소 포화도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산소 포화도 계산을 
제공하는 파장 스펙트럼보다 80퍼센트 작은 산소 포화도에 대하여 정확한 산소 포화도 계산을 제공하도록 
선택된 파장 스펙트럼을 제공하고,

상기 광은 높은 포화도를 가지는 환자에게 유용한 범위의 적외선 광스펙트럼을 포함하며, 상기 
검출된 광은 또한 700 내지 790 나노미터의 평균 파장을 가지는 적색 광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센서.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은 적어도 하나의 LE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센서.

청구항 28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은 상기 검출기로부터 적어도 10mm 간격을 가진 적색 및 적외선 광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센서.

청구항 29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은 상기 검출기로부터 적어도 14mm만큼 이격된 적색 및 적외선 광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센서.

청구항 30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은 제한된 스펙트럼을 방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센서.

청구항 31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 및 상기 검출기 사이에 필터를 사용하여 광의 제한된 스펙트럼을 필터링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센서.

청구항 32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기는 제한된 광 스펙트럼을 검출하는 파장 감지 검출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 포
화도 측정기 센서.

청구항 33 

제 26항에 있어서,

700 나노미터 이하의 평균 파장을 가지도록 적색 광 스펙트럼을 제공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센서.

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700 내지 790 나노미터의 평균 파장을 가지는 상기 적색 광 스펙트럼을 제공하는 수단은 제 1 발
광 다이오드(112)이며,

700 나노미터이하의 평균 파장을 가지는 상기 적색 광 스펙트럼을 제공하는 수단은 제 2 발광 다
이오드(11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센서.

청구항 35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 및 광검출기 중 하나가 제 1 및 제 2스펙트럼을 포함하는 광을 제공하는 수단을 포함
하며, 각각의 스펙트럼은 혈액이 관류된 조직에서 상기 스펙트럼들 각각의 흡수 및 산란 계수의 곱에 대
하여 선택되고, 상기 곱은 제 1 및 제 2값을 형성하며, 제 1 및 제 2값 사이의 비율은 80퍼센트 이하의 
산소포화도에 대하여 0.5 내지 2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센서.

청구항 36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 및 검출기 중 적어도 하나는 65 퍼센트이하의 포화도에 대하여 혼란 유도 아티팩트에 
대한 혈액 산소 포화도의 민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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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7 

제 36항에 있어서,

65퍼센트 이하의 산소 포화도 판독을 위하여 상기 광원 및 상기 검출기를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센서.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700 나노미터 이하의 평균 파장을 가진 제 2적색 광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센서.

청구항 39 

제 26항에 있어서,

높은 포화도를 가지는 환자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기 위한 파장 스펙트럼을 가지는 적외선 광원
(114);

700 내지 790 나노미터의 평균 파장을 가지는 적색 광원(112); 및

상기 적색 및 적외선 광원을 둘러싸며, 상기 센서위에 설치되는 단일 캡슐화 패키지(144)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센서.

청구항 40 

적어도 제 1 및 제 2 파장 스펙트럼을 가진 광을 조직을 통하여 산란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적어도 
제 1신호 및 제 2신호를 센서부터 수신하는 입력 커넥터(234)와, 메모리와, 상기 메모리 및 상기 입력 커
넥터에 접속되어 산소 포화도를 계산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220)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246)는 상기 제 1 및 2스펙트럼의 검출된 광으로부터 산소 포화도를 계산하는 계수
를 저장하며, 상기 스펙트럼은 90퍼센트 이상의 산소 포화도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산소 포화도 계산을 
제공하는 파장 스펙트럼보다 80퍼센트 이하의 산소 포화도에 대하여 정확한 산소 포화도 계산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되고,

상기 제 1 파장 스펙트럼은 700 내지 790 나노미터의 평균 파장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
소 포화도 측정기.

청구항 41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파장 스펙트럼에 대하여 700 내지 790 나노미터의 평균파장을 나타내는 코딩신호를 센
서(200)로부터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커넥터에 접속된 검출기(244)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
소 포화도 측정기.

청구항 42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코딩 신호를 근거로 하여 상기 메모리로부터 적절한 계수를 선택하기 위하여, 상기 검출기 
및 상기 메모리에 접속된 디코더(244)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청구항 43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기는 상기 센서의 임피던스 엘리먼트(216)를 통하여 전류를 통과시키는 수단을 포함하
며, 상기 임피던스 엘리먼트는 상기 제 1파장 스펙트럼에 대해 700 내지 790 나노미터의 평균 파장을 나
타내는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청구항 44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높은 포화도를 가진 환자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범위를 가진 적외선 
스펙트럼 및 700 내지 790 나노미터의 평균 파장을 가지는 적색 광 스펙트럼의 검출 광으로부터 산소 포
화도를 계산하기위한 계수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청구항 45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700 나노미터 이하의 평균 파장을 가진 적색 광 스펙트럼에 대한 계수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청구항 46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상기 스펙트럼의 선택된 광으로부터 산소 포화도를 계산하는 계수를 저장하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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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각각의 스펙트럼은 혈액이 관류된 조직에서 상기 스펙트럼들 각각의 흡수 계수 및 산란 계수의 곱에 
대하여 선택되며, 상기 곱은 제 1 및 제 2값을 형성하며, 상기 제 1 및 제 2값사이의 비율은 80퍼센트 이
하의 산소 포화도에 대하여 0.5 내지 2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청구항 47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상기 스펙트럼의 검출된 광으로부터 산소 포화도를 계산하기 위한 계수를 저장하
며, 상기 스펙트럼은 65 퍼센트 이하의 포화도에 대하여 혼란 유도 아티팩트에 대한 혈액 산소 포화도의 
민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청구항 48 

태아용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센서에 있어서,

광검출기가 광원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서 태아의 조직에 의해 산란된 후의 상
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검출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의 광원 및 적어도 하나의 광 검출기를 구비하는 
하우징을 포함하며;

상기 광원 및 상기 광검출기는 그들 사이에 단지 제 1 및 제 2 스펙트럼을 가진 광신호들을 제공
하며, 상기 제 1 스펙트럼은 높은 혈액 포화도를 가진 환자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805 내지 940nm의 적외선 범위의 평균 파장을 가지며, 상기 제 2스펙트럼은 700 내지 790nm의 평균파장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태아용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센서.

청구항 49 

제 48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은 적어도 제 1 및 제 2 LE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태아용 산소 포화도 측정
기 센서.

청구항 50 

제 48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은 800 내지 1000nm와 700 내지 800nm의 파장 범위내에서 광을 방사하며 적어도 10mm만
큼  상기  검출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광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태아용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센서.

청구항 51 

제 48항에 있어서,

상기 광검출기는 광의 제한된 스펙트럼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태아용 산소 포화도 측정
기 센서.

청구항 52 

제 48항에 있어서,

광의 제한된 스펙트럼만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상기 광원과 상기 광검출기 사이에 배치된 필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태아용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센서.

청구항 53 

제 48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 및 상기 광검출기는 그들 사이에 상기 제 1 및 제 2 스펙트럼만으로 이루어진 광신호
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태아용 산소 포화도 측정기 센서.

요약

본 발명은 저산소 포화상태범위를 위해 최적화된 광원을 가지며 혼란 유도 아티팩트에 대한 면역
을 최대화하는 펄스 산소계 센서(410)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 적색(112) 및 적외선 광원(114)은 
700-790nm사이의 평균 파장을 가진 적색 광원(112)과 함께 사용된다. 적외선 광원(114)은 고 포화상태을 
가진 환자에게 사용된 종래 장치에서 처럼 평균파장을 가질 수있다. 본 발명의 센서는 혼란 유도 아티팩
트의 민감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에미터(112, 114) 및 광 검출기(116)의 공간을 정렬시킴으로서 더 최적
화된다. 본 발명은 적색 및 IR광원에 대한 흡수 및 산란계수 곱의 매칭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된 파장을 
최적화한다. 이 최적화는 힘변형, 조직변형 및 산소 포화상태 그자체의 변형을 포함하는 혼란 아티팩트가 
존재할 때 건강한 판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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