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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진찰청진 음에 의한 병명 자동판독 기록진단장치에 관한 것으로 청진 음에 의하여 판단되는 순화기 계통질

환, 호흡계통 질환, 위장계통 질환의 청진 음의 표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두고 환자의 진찰 청진 음의 파형을

디지털화 하여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에 입력된 표준 데이터 정보와 비교 검색하여 환자의 질환 병명을 판독한 다

음 자동으로 병명을 기록하는 동시 모니터에 표시되어 환자와 의사가 공통적 인식 하에 협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 진

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청진기, 여과기, 증폭기, 디지털 변환기, 컴퓨터, 기록장치 모니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청진 소견 주파수의 진단병명 기록 계통도

도 2는 심음의 시간적 변화의 파형과 심전도와의 관계의 비교표

[도면중 중요한 부호 설명]

1 : 청진 마이크, 2 : 여과기, 3 : 증폭기, 4 : 디지털 변환기,

5 : 컴퓨터, 6 : 기록장치, 7 : 모니터 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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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진찰 청진 음에 의한 병명 자동판독 기록진단장치에 관한 것으로 환자를 진찰한 청진(聽診) 음(音)에 의하

여 환자의 병명을 자동 판독하여 기록하는 동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종래에는 환자의 신체부위에서 나는 각종 청진 음에 따라 순환계 질환, 호흡계 질환, 위장계 질환을 구분하고 또 각 

질환의 정도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청진 음에 의하여 질병의 소견을 정하려면 수많은 형태의 청진 음에 대하여 광범한 경험적 지식을 가져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또 환자를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면밀하게 진찰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환자가 많고 진찰

시간이 길지 못하여 신속 정확하게 진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환자는 의사의 진찰 소견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환자는 다른 병원을 전전한 다음 같은 진찰 결

과가 나오면 그때에 가서 진료에 응하는 경우도 있어 조기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무엇보다 환자의 진찰은 시속 정확해야 하는데 종래에는 인위적인 진찰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사의

경험부족으로 오진의 경우도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종래 심전(心電) 검사의 경우에는 심전도 종료 시에 심전 그래프의 정보를 판독하여 병명이 기록되어 나오기 때문에 

심전도를 일일이 판독하던 일이 생략되어 정확하고 편리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 청진기에 의한 진료에는 그러한 청진 음에 의한 병명의 판독장치가 아직 없기 때문에 모두 의사의 경험

칙(經驗則)에 의하여 병명을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의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진찰 청진 음에 의하여 병명을 자동 판독하여 기록하는 동시 모니

터링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진찰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 환자와 의사가 공통 인식 하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자의 진찰 음을 입력하는 청진마이크, 청진 음의 여과기, 여과된 청진 

음의 증폭기. 증폭된 청진 음의 파형 데이터를 디지털화 하는 디지털 변환기, 변환된 청진음 파형 데이터를 입력하여 

미리 입력된 호흡계통 질환, 순화기계통 질환, 위장계통 질환의 청진 음의 표준 데이터정보와 비교 검색하는 컴퓨터, 

컴퓨터의 출력의 기록장치 및 모니터로 본 발명의 청진음 병명판독 기록진단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는 통상의 진료방법에 따라 환자의 신체부위에 청지기를 순차적으로 대면서 청진하고 또 환자의 자세를 변화시

키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청진 하여 청진 음의 데이터를 얻는다,

청진기에 의하여 입력된 청진 음의 데이터는 신체외부 잡음을 여과하기 위한 여과기에 이하여 여과된 다음 청진 음을

증폭한다. 증폭된 청진 음의 아날로그 파형을 디지털 변환기에 의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키고 이를 컴퓨터에 입

력한다.

컴퓨터에 입력된 여러 가지 청진 음의 데이터는 컴퓨터 내부적 회로기구에 의하여 이미 저장된 각종 질환에 따른 청

진 음의 표준 데이터 정보와 비교 검색하여 해당 병명(病名)을 출력한다.

출력된 병명은 자동으로 기록장치에 기록되어 반복적으로 출력이 가능하고 동시에 여러 모니터에 병명이 표시되어 

환자와 의사, 병원직원 및 간호사 및 환자가족, 의대학생 등이 모니터를 보고 공동 인식(認識)하에 즉시 대처 진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청진 음에 의한 의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병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 데이터 정보에 근거

하여 컴퓨터에 의하여 새로 진찰된 여러 가지 청진 음의 데이터를 비교 검색한 결과에 따라 병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사의 개인별 능력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진찰의 결과에 상당한 신뢰

성을 가지며 정확한 병명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 진료를 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불신에 의한 병을 키우는 일이 거의 없고 조기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효과도 양호하여 속히 쾌유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본 발명 구성의 블록도 이다.

즉 환자를 진찰하여 청진(聽診) 음을 입력하는 청진기(聽診器)의 마이크(1), 청진 마이크(1)에 의하여 입력되는 청진 

음의 신체 외부잡음을 여과하는 여과기 (2), 여과기(2)에 의하여 여과된 청진 음의 주파수를 증폭하는 증폭기(3), 증

폭된 청진 음의 아날로그 파형을 디지털 화하는 디지털 변환기(4), 디지털 변환기(4)에 의하여 변환된 청진 음의 디지

털형 데이터를 입력하여 비교 검색하는 컴퓨터(5), 컴퓨터의 출력을 자동 기록하는 기록장치(6) 및 병명을 표시하는 

복수개의 모니터 (7)로 구성된다.

컴퓨터에는 순환기계통 질환의 청진 음 표준 데이터, 호흡기계통 질환의 청진 음 표준 데이터, 위장계통 질환의 청진 

음 표준 데이터가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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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청진 음은 청진기의 마이크(1)에 의하여 입력되며 외 부 잡음을 여과하기 위한 여과기에 의하

여 여과되고 청진 음의 주파수는 증폭된다. 증폭된 청진 음의 아날로그 파형은 디지털 변환기(4)에 의하여 디지털 데

이터로 변환된 다음 컴퓨터에 입력된다. 컴퓨터에 입력된 데이터는 이미 입력된 표준 데이터 정보와 비교 검색하여 

해당 데이터의 병명이 출력되어 기록장치에 자동 기록되는 동시 복수개의 모니터(7)에 동시에 표시되어 의사, 조수, 

환자, 가족 등이 동시에 볼 수 있다. 기록데이터는 진료에 사용된다.

(실시예 1)

순환기 계통 진찰 청진음

(1) 순환기 계통 청진부위(Auscultation Area)

심장내의 각 판막에서 발생되는 소리가 가장 잘 청진 되는 부위는 다음과 같다. 판박의 해부학적 위치와 차이가 나는 

것은 소리가 혈류를 따라 전파되며 또 소리가 가장 잘 전도되는 조건을 따라 체표면 에 까지 전달되기 때문이다.

청진 부위는 다음과 같다.

① 대동맥 부위- 제2늑골간의 흉골우연(rihgt sternal border at 2nd intercostal space)

② 폐동맥 부위- 제2늑골간의 흉골좌연(left sternal border at 2nd intercostal space)

③ 삼천판 부위-흉골 하부 좌연

④ 승모판 부위-심천부

⑤ Erb's area- 제3늑골간의 흉골좌연(대동맥판폐쇄부전증의 심잡음이 가장 잘 청취되는 부위)

(2) 청진의 자세

1) 서로 편안한 자세에서 청진(聽診)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불필요한 소리를 피하기 위하여 옷을 벗고 조용하게 자

연스럽게 호흡하도록 한다.

2) 대부분의 심음 또는 심잡음은 와위(臥位)(supine position)에서 잘 들리지만 심저부(base of heart)에서 발생되는 

소리는 앉은 자세에서 더 잘 들린다.

대동맥판폐쇄부전증(aortic insufficiency)의 심잡음은 환자가 앉아서 앞으로 약간 기울인 자세에서 가장 잘 들리고 

제3, 4 심음 및 승모판협착증(mitral stenosis)의 심잡음은 환자가 왼쪽 가슴을 아래로 하여 누웠을 때만 들릴 때도 

많다.

(3) 심음(Heart Sound)

심 주기에서 제1, 2, 3, 및 4 신음이 발생되는 시기 및 발생기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도2에 표시된 바와 같이 전기력, 

혈류 역학적 변화와 각 심음 간의 관계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① 제1심음(first heart sound)

제1심음은 승모판과 삼첨판이 폐쇄될 때 발생되는 소리로서 제2 심음보다 약간 낮고 긴 소리이다. 승모판 폐쇄음이 

삼첨판 폐쇄음에 비하여 약간 빨리 발생되 나 그 간격이 좁기 때문에 대개는 하나의 소리로 들린다.

② 제2심음(second heart sound)

제2심음은 대동맥판과 폐동맥판의 폐쇄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리이다. 대동맥 폐쇄음(A  2 ) 이 정상적으로 폐동맥판 

폐쇄음(P  2 ) 보다 먼저 소리가 난다.

흡기시에는 A  2 -P  2 간격이 연장되고 호기에는 A  2 -P  2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제2심음의 정상분열이라 한다. 반

면에 호흡에 관계없이 넓은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고정분열(fixed splitting of S  2 )이라 한다.

③제3심음(third heart sound)

제3심음은 확장기의 rapid ventricular filling period에 심방으로부터 심실내로 혈액이 밀려 들러가 심실 벽이 갑자기

늘어날 때 발생된다. 따라서 제3심음의 크기는 preload, 좌심방압 및 심실근의 complaince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3 

심음은 대부분 청소년에서 정상적으로 청진 될 수 있으나 성인에서 병적 소견이 된다. A  2 후 0.10∼0.20초에 발생되

는데 아주 낮은 소리이기 때문에 bell을 가볍게 접촉4시키고 청진 해야 한다.

④ 제4심음(four heart sound)

심방의 수축에 의하여 발생되는 아주 낮은 소리로 제1 심음 직전에 청진 된다. 반드시 병적인 소견은 아니나 대체로 

좌심실 확장기 말압(left ventricular diastolic pressure)이 상승하였거나 고혈압, 대동맥판, 질환에서와 같이 심실확

장성이 감소되었을 때 청진 된다.

⑤ 구출 크릭(ejection click)

대동맥 및 폐동맥이 갑자기 확장될 때 발생되는 높은 소리이다.

⑥ 수축중기 크릭(midsystolic click)

⑦ 개방음(opening snap)

방실판(atrioventricular valve)의 개방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리이다. 승모판협착증의 특징적 청진소견의 하나이다.

(4) 심잡음(cardia Murmur)

1) 심잡음의 기술

심잡음을 정확하게 기술하려면 네가지 측면에서 기재해야 한다

(a) 수측기 잡음이가 ? 확장기 잡음인가? (b) 잡음의 크기는? (c) 청진되는 부위는 ? (d) 어디로 전파되는가 ? 이다.

심잡음의 크기는 Ⅰ: very faint, Ⅱ : faint Ⅲ : moderately loud, Ⅳ : loud(thrill+), Ⅴ : very loud, Ⅵ : very loud(

청진기 불필요)이다.

2) 심잡음의 분류

심잡음은 압력차이가 있는 두 챔버 사이에 형성되는 와류에 의하여 발생된다.

3) 수축기 잡음(systolic murm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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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수축기 잡음(pansystolic murmur)은 제1심음과 동시에 시작하여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제2심음까지 지속

되는 심잡음이다.

② 구출성 잡음(ejection murmur)은 제1심음후에 시작하여 그 크기가 점차 커저 수축기 중기에 최대의 크기에 도달

한 다음 점차 크기가 작아져 제2심음이전에 끝난다.

③ 수축초기 잡음(eary systolic murmur)은 드물다. 수축후기에 폐쇄되는 작은 심실중격손실증에서 청진된다.

④ 수축후기 잡음(late systolic murmur) 는 거의 전례의 경우 경한 승모판폐쇄부전증에 의한다.

4) 확장기 잡음(diastolic murmur)

① 확장초기 잡음(early diastilic murmur)은 제2 심음직후에서 시작하여 점차 그 크기가 작아진다. 예를 들면 대동맥

판폐쇄부전증(aortic insufficiency)의 잡음이 그러하다.

② 확장기 잡음(mid-diastolic murmur)은 제2심음 후 일정간격을 두고 시작하여 짧게 지속되거나 확장기 끝까지 지

속된다.

③ 수축기 잡음(presystolic murmur)은 확장기 후기에 시작하여 제1심음 직전에 최대의 크기에 도달하는 잡음인데 

심장수측에 의하여 협착된 승모판 또는 심첨판을 통한 혈류가 증가되기 때문에 발생된다. 예를 들면 승모판협착증의 

잡음이 그러하다.

5) 연속성 잡음

수축기 및 확장기에 걸쳐 계속적으로 청진되는 잡음으로 심주기 전체에 결쳐 큰 압력차가 지속되는 두 부위간에 통로

가 있을 때 발생한다. 예컨데 동맥관개 존증(patent ductus arteriosus)이 그러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의하여 진찰되는 청진 음은 의사의 판단이 아니더라도 상술한 청진기의 마이크에 의하여 데이

터가 입력되면 컴퓨터에 의하여 분석되어 병명이 모니터에 표시되고 기록장치에 기록된다.

(실시예 2)

호흡기 계통 진찰 청진음

호흡기 계통의 청진 음은 심음과 달리 절대탁음(flat)은 극히 짧고 고음고 (hihg pitch)이며 대량 늑막염 흉수, 무기폐

의 경우이고 탁음(cull)은 짧고 고음고로 공명이 없으며 정상적으로는 심폐경계, 폐간 경계, 폐비장 경계와 종격동 부

위에서 들리며 병적으로 무기폐에서 관찰된다.

(1) 청진 방법

청진은 기류상태 판정, 폐쇄 유무, 폐와 늑막간의 상태를 판정 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정상보다 깊고 힘차게 입으로 

호흡하게 하고 청진기의 다이아프램(diaphragm)을 사용하여 폐첨부터 양측을 대칭으로 비교하여 청진 한다.

(2)호흡음(breath sound)

호흡기계토의 청진 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폐포성 호흡음(vesicular breathing)은 흡기가 호기보다 길고 정상에서 관찰된다.

② 기관지성 호흡음(bronchial breathing)은 ??기가 짧고 호기가 길며 크고 거칠게 들린다. 폐실질 경변이나 폐실질 

압박으로 호흡음의 전도가 증가되어 발생된다.

③ 기관성 호흡음(tracheal breathing)은 기관지성 호흡음과 비슷하나 정상에서 흉상절혼 제6,7 경추부위에서 청진

된다.

④ 기관지폐포성 호흡음(bronchovesicular breathing)은 vesicular와 brochial의 사이로 호기와 흡기의 기간이 같다.

정상에서는 흉골과 상견갑간부에서 관찰되고 병적으로는 경도(small degree)의 폐실질 경변이나 압박시 관찰된다.

(3)부잡음

부잠음인 수포음(crackle crepitation) 폭팔적 소리로 주파수는 200㎐에서 2000㎐이고 주로 흡기시 관찰된다.

수포음은 흡기시 함몰된 폐포들 사이의 압력차이가 순간적으로 균등화되어 발생한다.

수포음의 크기에 따라 fine, medium, coarse로 분류하고 호흡주기에 따라 late inspiratory와 early inspiratory로 구

분된다.

① late inspiratory crackle은 세소기도의 폐쇄를 일으키는 질환군에서 발생하고 기침 후에도 변화되지 않고 fine cr

ackle이 주가 된다.

② early inspiratory는 late inspiratory 보다 음고(pitch)가 낮고 기침의 영향을 받는다. 만성 폐쇄성 페질환과 중증 

심부전에서 관찰되고 coarse하게 들린다.

천명음(wheeze)은 250m sec 이상 연속되는 음으로 주로 호기시에 청진도니 다. 천명음은 기도의 진동으로 발생하

는데 진동하는 기도의 크기와 신축도(complaince) 및 기류속도에 따라서 음고가 변한다. 연속음을 모두 천명음이라 

한다.

Stridor는 wheez의 특수형으로 흡기시 호흡음이 더 뚜렷하게 청진되며 부분적 훙곽외상기도폐쇄(partial extrathora

cic upper airway pbstruction)에서 관찰되므로 후두, 기관 및, 주기관지 폐쇄진단에 도음이 된다.

(4) Voice sound

정상에서는 confused sound로 청진되며 단어가 정확하게 구별되니 않으나 병적상태에서는 음성전도에 변화가 일어

나서 진단에 도움이 된다.

① 기관지성(bronchophny)은 대기관지에서 들리는 소리로 정상보다 크게 들리고 귀에 가깝게 들리며 정상보다 더 

또렷하게 들리나 아직 깨끗하게 구별되니 않는다.

기관지성은 폐실경변, 무기변, 외인성, 종양에 의한 기관지 부분폐쇄로 인해 폐실내 공기 량이 감소되면 고음고의 소

리가 잘 전도되어 발생하며 성음진탕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관지성이 청진될 때에는 성음진탕은 증가와 탁음

의 타진소견을 보이며 청진시 기관지 폐포성 또는 기관지성 호흡음을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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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흉성(pectoriloquy)은 정상에서 속삭이는 소리(whispered speech)는 약하게 전도되어 거의 들리지 않으나 페실

경변이 있을 때는 속삭이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서 흉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이 들린다.

흉성은 작은 부위의 경변의 진단에 도음이 되어 폐렴 초기, 폐경색, 무기폐 의 진단에 사용된다.

③ 양면성음(egophony)는 기관지성의 변형으로 공명이 덜 되고 음고가 높아 염소소리와 비슷하고 비음으로 들린다.

늑막액 수위 바로 아래의 폐가 압박되어 경변이 생겼을 때 관찰되므로 단순 경변과 늑막 액을 동반한 경변의 감별에 

도움이 된다.

(5) 마찰음(friction sound)

늑막염으로 늑막면이 거칠어져서 호흡운동시 변측 늑막과 장축 늑막의 마찰로 발생한다. 청진기를 흉벽에 압력을 가

해 누르면 크기가 증가하고 전축면 (anterolateral) 또는 기저측면(lateral basal) 흉곽에서 잘 들린다. 마찰음이 클 때

는 진동을 촉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의하여 진찰되는 청진 음은 의사의 판단이 아니더라도 상술한 청진기의 마이크에 의하여 데이

터가 입력되면 컴퓨터에 의하여 분석되어 병명이 모니터에 표시되고 기록장치에 기록된다.

(실시예 3)

소화기계통 진찰청진음

소화기계통의 진찰 청진 음은 다음과 같다.

① 연동음(peristaltic sound) 의 유무와 특징을 파악하여 장관의 운동성 및 증상과의 관계를 규명하며 신성 고혈압이

나 하지 혈관의 부전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하다.

② 다른 부위의 검진과는 달리 시전을 시행한 후 촉진 및 타진 전에 시행한다.

③ 연동음을 청진할 때 장음(bowel sound)의 빈도 및 성상에 특히 유의 해야 하며 마비성 장폐쇄증(paralytic ileus)

인 경우 장음이 들리지 않으며 기계적 장폐쇄증(mechanical obstruction)의 경우에는 통증이 최고도에 달했을 때 항

진 되어 금속성으로 청진 된다.

④ 잡음(bruit)은 혈압이 높은 환자의 심부와 혹은 좌, 우상복부에서 잡음의 유무를 청진하며 하지동맥의 순환부전을 

의심하는 경우에는 대동맥, 장골동맥 및 대퇴동맥 부위에도 청진하여야 한다. 혈관분포가 풍부한 종양(간암)에서 잡

음이 들릴 수 있다.

⑤ 감염증(infection)이나 경색(infarction)이 있는 경우 간이나 비장부위에서 마찰음을 들을 수 있다.

⑥ 유문 협착증이 있을 때 복벽을 쥐어 흔들면 물소리(splash)를 들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의하여 진찰되는 청진 음은 의사의 판단이 아니더라도 상술한 청진기의 마이크에 의하여 데이

터가 입력되면 컴퓨터에 의하여 분석되어 병명이 모니터에 표시되고 기록장치에 기록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이 환자의 진찰 청진 음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 한 다음 미리 입력된 각종 질환의 청진음 

표준 데이터 정보와 검색 비교하여 병명을 판독하여 출력 기록하는 동시 모니터에 표시되게 구성하였기 때문에 의사

의 개인별 능력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진찰의 결과에 상당한 신뢰성을

가지며 정확한 병명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 진료를 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불신에 의한 병을 키우는 일이 거의 없고 조기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효과도 양호하여 속히 쾌유할

수 있다.

또 진찰 청진결과를 의사, 간호사, 의대학생, 응급요원, 병원직원 및 환자가족등 여러 사람이 동시에 알 수 있어 대처

진료의 협동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어 질병 진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환자를 진찰하여 청진(聽診) 음을 입력하는 청진기(聽診器)의 마이크(1)와, 청진 마이크(1)에 의하여 입력되는 청진 

음의 신체 외부 잡음을 여과하는 여과기(2)와, 여과기(2)에 의하여 여과된 청진 음의 주파수를 증폭하는 증폭기(3)와,

증폭된 청진 음의 아날로그 파형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디지털 변환기(4)와, 디지털 변환기(4)에 의하

여 변환된 청진 음의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하여 미리 입력된 각종 질병의 청진 음의 표준 데이터와 비교 검색하는 컴

퓨터(5)와, 컴퓨터의 출력을 자동 기록하는 기록장치(6) 및 병명을 표시하는 복수개의 모니터(7)로 구성하여 환자의 

신체에 청진기를 대고 진찰한 결과의 병명이 자동 기록되고 모니터에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찰청진 음에 의

한 병명 자동판독 기록진단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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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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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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