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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혈관절편 영상화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불투명유체와 접촉하고 있는 구조물의 표면을 영상화하는 장치, 방법 및 소프트웨어 장비가 제공된다. 이 장치는 제조품

(208)(예를 들어, 하우징), 유체전달장비 및 영상화 장비(204)를 포함한다. 이 하우징은 상기 제조품에 형성된 개구(221)

를 포함한다. 상기 유체전달장비장비정 용량의 투명유체를 상기 하우징에 형성된 개구로 전달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영상

화 장비는 상기 일정 용량의 투명유체가 상기 개구로 전달된 후 영상화수단을 사용하여 상기 구조물의 표면을 영상화하도

록 구성되며, 상기 영상화 장비 및/또는 상기 제조품은 상기 구조물의 표면을 영상화하는 동안에 상기 구조물의 표면을 따

라서 이동한다(철수장치(215)에 의함).

대표도

도 2a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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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제 1 유체와 접촉하고 있는 구조물을 영상화하는 장치로서:

제조품;

상기 제조품에 대하여 외부위치로 일정 용량의 제 2 유체를 전달하도록 구성된 유체전달장비 및

상기 용량의 제 2 유체가 외부위치로 전달되는 중 또는 후의 적어도 한 시점에 상기 구조물을 영상화하도록 구성된 영상화

장비를 포함하며, 상기 영상화 장비 또는 상기 제조품 중의 적어도 하나는 상기 구조물을 영상화하는 동안에 표면의 연장

축선에 대응하는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조품은 하우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유체는 투명유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구조물은 혈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체전달장비는 상기 제조품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된 펌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체전달장비는 상기 제조품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된 주사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조품은 상기 제조품에 형성된 개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유체전달장비는:

상기 제 2 유체를 담고 있는 투명 유체저장기 및

상기 제 2 유체저장기에 연결된 제 1 단부 및 상기 하우징의 개구에 연결된 제 2 단부를 갖는 전달도관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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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조품의 개구는 상기 하우징의 말단부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조품의 개구는 상기 영상화 장비에 인접하게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화 장비는:

상기 구조물의 표면으로 광을 안내하도록 구성된 안내장비;

상기 안내장비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광섬유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광섬유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된 영상처리장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안내장비는 상기 영상화 장비의 말단부에 광학부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안내장비는 렌즈 및 광안내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안내요소는 광의 적어도 한 방향을 변경시킬 수 있게 구성된 광학장비이며, 상기 광학장비는 광을

상기 제조품의 장축에 평행한 방향으로부터 상기 제조품의 장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안내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

상화 장치.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렌즈는 상기 제조품을 지나서 약 0.5mm 내지 5mm의 거리에 광을 집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화 장비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되어 상기 영상화 장비를 회전시키도록 구성된 회전장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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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장비는 최소 30회전/초 이상의 속도 그리고 최대 1000회전/초의 속도로 회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화 장비는 상기 구조물을 영상화하는 동안 상기 제조품 내에서 회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화 장비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되어 상기 영상화 장비를 상기 제조품에 대하여 이동시키도록

구성된 철수장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철수장비는 상기 영상화 장비를 최소 1mm/초의 속도 그리고 최대 100mm/초의 속도로 이동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철수장비는 상기 영상화 장비를 10mm/초의 속도로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2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조품의 적어도 일부는 투명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화 장비는 시간영역 단층영상법(time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스펙트럼영

역 단층영상법(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또는 광주파수영역 영상화 기법(optical frequency

domain imaging)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유체는 상기 영상화 장비가 이용하는 방사선에 투명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2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조품을 내부에 수용하도록 구성된 가이드 카테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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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유체전달장비는 상기 유체를 상기 가이드 카테터의 근접단부에 전달하며, 상기 유체는 상기 가이

드 카테터를 통해 형성된 개구를 통해 유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2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화 장비는 상기 구조물과 관련된 데이터를 획득하며, 상기 영상화 장치는 상기 데이터를 수신

하여 상기 데이터의 함수로서 상기 유체전달장비 또는 상기 영상화 장비 중의 적어도 하나를 제어할 수 있는 처리장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장비는 상기 처리장비에 의해 미리 수신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유체전달장비 및 상기 영상

화 장비 중의 적어도 하나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장비는 상기 영상화 장비의 이동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장비는 상기 유체전달장비의 유체전달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31.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장비는 상기 영상화 장비의 이동 및 상기 유체전달장비의 유체전달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3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장비는 상기 영상화 장비의 이동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3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조품 또는 상기 영상화 장비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카테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34.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유체전달장비는 상기 카테터의 내측부를 통해 상기 제 2 유체를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

상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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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화 장비는 영상을 얻기 위해 빔을 방출하는 영상화 광학부품을 포함하며, 상기 빔은 상기 카

테터의 외부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장치.

청구항 36.

제 1 유체와 접촉하고 있는 구조물을 영상화하는 방법으로서:

(a) 일정 용량의 제 2 유체의 일부를 유체전달장비를 사용하여 상기 구조물에 근접한 영역으로 전달하는 단계 및

(b) 단계 (a) 후에, 상기 일정 용량의 제 2 유체가 상기 외부위치로 전달되는 중 또는 후 중의 적어도 한 시점에 제조품과 관

련된 영상화 장비를 사용하여 상기 구조물의 적어도 일부를 영상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영상화 장비 또는 상기 제

조품 중의 적어도 하나는 상기 구조물의 영상화 중 또는 후 중의 적어도 한 시점에 표면의 연장축선에 대응하는 경로를 따

라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유체는 투명유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38.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구조물은 혈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39.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구조물의 표면은 혈관의 내측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40.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유체전달장비는 펌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41.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유체전달장비는 주사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42.

제 36 항에 있어서,

(c) 단계 (a) 후에, 상기 구조물의 적어도 한 특징을 획득하는 단계 및

(d) 단계 (a) 후에, (i) 상기 일정 용량의 제 2 유체의 다른 부분을 상기 유체전달장비를 사용하여 상기 구조물에 가까운 다

른 영역으로 전달하고 (ii)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특징이 특정 결과범위 이내 및 이외 중의 하나인 경우 상기 영상화 장비를

이동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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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 및 (d)는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44.

제 42 항에 있어서, 혈액이 검출되는 경우 상기 영상측정의 품질이 특정 레벨 미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45.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구조물의 영상이 혈액에 의해 적어도 일부분이 차단되는 경우 상기 영상측정 품질이 특정 레벨 미

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46.

제 36 항에 있어서,

(e) 상기 유체 및 상기 구조물 중의 적어도 하나의 특징을 획득하는 단계 및

(f) 상기 특징이 특정 결과범위 이내 및 이외 중의 하나인 경우 상기 구조물의 영상화을 중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g) 상기 일정량의 제 2 유체의 다른 부분을 상기 유체전달장비를 사용하여 상기 구조물에 가까운 다른 영역으로 전달하는

단계 및

(j) 상기 특징이 상기 특정 결과범위 이내 및 이외 중의 하나인 경우 상기 구조물의 영상화을 재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48.

제 47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g), (h), (i) 및 (j)가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49.

제 47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화 장비는 영상화수단(imaging modality)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화수단은 단층영상법(optical coherence tomography)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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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1.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화수단은 스펙트럼영역 단층영상법(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및

광주파수영역 영상화법(optical frequency domain imaging) 중의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52.

제 4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유체는 투명유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53.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화 장비는 영상화수단을 이용하며, 상기 제 2 유체는 상기 영상화수단이 이용하는 방사선에

투명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54.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b)는 상기 구조물과 관련된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영상화 방법은

(c) 상기 유체전달장비 및 상기 영상화 장비 중의 적어도 하나를 상기 데이터의 함수로서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55.

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상기 영상화 장비의 이동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

법.

청구항 56.

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상기 유체전달장비의 유체전달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화 방법.

청구항 57.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상기 영상화 장비의 이동 및 상기 유체전달장비의 유체전달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58.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하는 부단계는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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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 항에 있어서, 반복 중에 상기 영상화 장비가 더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60.

제 57 항에 있어서, 반복 중에 상기 영상화 장비가 더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61.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b)는 상기 구조물의 서로 다른 영역을 나타내는 일련의 화상을 생성하도록 반복적으로 실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62.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상기 일련의 화상의 각각을 상기 일련의 화상 중의 다른 화상과 관련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청구항 63.

제 1 유체와 접촉하고 있는 구조물을 영상화하도록 된 소프트웨어 장비로서, 상기 소프트웨어 장비는:

a. 처리장비에 의해 실행될 때 일정 용량의 제 2 유체의 일부를 유체전달장비를 사용하여 상기 구조물에 가까운 영역으로

전달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상기 처리장비가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제 1 조의 명령, 및

b. 상기 처리장비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구조물의 적어도 일부를 영상화 장비를 사용하여 영상화하도록 구성된 제 2 조의

명령을 포함하며, 상기 정보는 영상화 장비에 의해 얻은 데이터에 관련된 것이며,

상기 영상화 장비는 제조품과 관련되며, 상기 영상화 장비 또는 상기 제조품 중의 적어도 하나는 상기 일정 용량의 제 2 유

체의 적어도 일부가 상기 구조물에 가까운 영역으로 이동된 후 상기 구조물을 영상화하는 동안 표면의 연장축선에 대응하

는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관련출원의 상호참조

본 발명은 2004년 8월 24일 출원한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 60/604,138호의 우선권을 주장하며, 그 전체 내용을 참고로 인

용한다.

본 발명은 표면을 영상화하기 위해 광학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혈관의 내

부 대상 표면을 영상화하기 위해 광학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급성심근경색("AMI")은 미국 및 선진산업국에서 주된 사망원인이다. 지난 15년에 걸쳐서 행한 연구에 따르면, 취약 플라

크(vulnerable plaque)라고 불리는 몇 가지 타입의 최소의 또는 적당한 협착성인 동맥경화성 플라크가 관상동맥혈전증,

심근허열 및 돌연심장사의 전구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사후연구조사에 따르면 돌연심장사의 대략 80%에서 책임병변으

로서 한 종류의 취약플라크, 즉 신-캡 화이브로테로마(thin-cap fibroatherroma; "TCFA")가 확인되었다. TCFA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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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각 대관상동맥의 최근접 5.0cm 절편 내에서 발견되었다(좌전하행지(left anterior descending)-LAD; 좌회선지

(left circumflex-LCx); 우관상동맥(right coronoary artery)-RCA). TCFA는 다음의 특성들: 즉 a) 얇은 섬유성 피막

(<65μm), b) 큰 지방과립세포, c) 상기 섬유성피막 부근의 활성화 대식세포(macrophages)를 조직학적 특징으로 하는 통

상적인 최소폐색성 플라크이다. 이들 특성들은 TCFA가 생체화학적 스트레스에 따라서 파열하기 쉽게 한다고 가정된다.

이 파열 다음에는 조직인자 등의 응혈촉진제 인자가 방출되어서 혈전형성의 병소가 생기고 급성관상동맥 사고의 가능성이

생긴다. TCFA는 AMI의 대부분과 관련되지만, 사체해부 연구에 따르면 침식작용이나 표면석회화 소결절을 갖는 관상동맥

플라크도 혈전증을 촉진시키고 관상동맥의 돌연폐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원인 플라크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사체해부 연구가 유용하지만, 이들 연구의 소급적 특성은 개개의 플라크가 급성관상동

맥혈전증을 일으킬 위험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예들 들어, TCFA는 무증상의 환자나 안정한 환자

에게서 발견되는 빈번한 부검소견이며 급성관상증후군의 책임동맥(culprit arteries) 및 무책임동맥(non-culprit

arteries)에서 동일한 빈도로 발견된다. 또한, 비심장성(non-cardiac) 사망의 약 10%에서 파열 TCFA가 발견되었다. 급

성환자들의 다수 파열 플라크 및 진전된 전신성 염증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는 AMI의 선구물질로서 단일 취약 플라크의

관념을 의심하였다. 이들 병변의 자연적인 성장 및 임상적 유의성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면 진단의 진행, 치료 및 관상동맥

질환의 방지를 진전시킬 수도 있다.

취약 플라크의 진화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접근은 시간에 맞추어 여러 지점에서 개개의 병변을 비침습성 또는 관상동맥내

영상화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취약 플라크를 특징짓는 현미경적 특징들은 혈관내 초음파법(intravascular ultrasound

("IVUS")), 캣스캔(catscan ("CT")), 및 자기공명영상법(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등의 종래의 영상화 기법

으로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취약 플라크의 검출을 위해 통합형 후방산란 IVUS(integrated backscatter IVUS), 엘라

스토그라피(elastography), 혈관내시경(angioscopy), 근적외분광법(near-infrared spectroscopy), 라만분광법(Raman

spectroscopy) 및 서모그라피(thermography) 등의 실험적 관상동맥내 영상화 수단으로 조사하였지만, 단층영상법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이들 병변의 특징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고 생

각된다.

OCT는 인간조직의 고해상도(∼10μm) 단면형상을 제공하는 초음파 광학적 유사법이다. OCT는 취약 플라크와 관계 있는

현미경적 특성들을 특징 짓기 위한 정밀방법으로서 만들어졌다. 이 기술은 동맥경화성 플라크 내의 대식세포의 양을 정량

화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관상동맥내 광학적 영상은 안전하며, 환자로부터 얻은 영상들은 생체

외에서 확인한 것과 대체로 동일한 특성들을 갖는다. 따라서, OCT는 플라크 미세구조에 관한 다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능력을 갖는다. 이 기술은 환자의 취약 관상동맥 플라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혈액 내의 빛이 크게 감쇠하면 혈관내 광학 영상화 기법에 대한 심각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이 잠재적 장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도 1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안내 카테터를 통해 식염수를 10cc씩 간헐적으로 씻어내면 유효화상을 영상화하는 중

에 평균 2초간 명료하게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b는 도 1b의 A부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별개의 3위치에서 6cc의

조영제를 주입한 후의 혈관조영술의 루멘 감쇠 시간의 분석을 예시한다. 도 1b의 B부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3cc/s

의 속도로 6cc의 조영제를 주입한 후의 혈관조영술의 루멘 감쇠는 위치에 관계없이 세척 시간(대략 2초) 동안 완전히 충전

됨을 증명한다. 또한 한정된 시간(예를 들어, 30초 미만) 동안 혈관을 식염수로 씻어내는 것은 안전하며 일반적으로 심근

허열이 되지 않는다. 이 시도에 의해 관상동맥 혈관계의 우수한 단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세척시간 및

낮은 영상획득속도의 조합은 광범위한 관상동맥 스크리닝(screening)을 감소시킬 수 있다.

혈액의 광학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한가지 해결수단이 제안되었다. 혈관내의 광학적 감쇠의 주 메카니즘은 광학산란이

다. 예를 들어, 붉은 혈액세포, 흰 혈액세포 및 혈소판의 굴절율을 혈청의 굴절율과 일치시키면 광학산란이 감소한다. 이

시도의 결과, 덱스트란으로 혈액을 희석시키는 경우 OCT의 통과율이 1.5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혈액의 광감

쇠가 너무 높기 때문에 환자의 유효한 관상동맥내 OCT영상을 영상화는 적어도 10배의 개선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른 제안해결법은 동맥을 완전히 막고 혈액을 식염수로 대체하는 것이다. 보통 혈관내시경 영상화에 전개하는 이 기술은

근접기구폐색(proximal ballon occlusion)을 요구한다. 혈관폐색 후에는 혈관내에 남아있는 모든 혈액을 식염수로 교체한

다. 이 종래의 방법은 전체 관상동맥 트리의 단면광학영상을 영상화를 허용한다. 이 과정은 보통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지

만, 관상동맥 절개 및 심근허혈의 가능성 때문에 이 과정이 널리 임상적으로 응용되지 못한다.

또 다른 제안해결법은 혈관을 광학적으로 투명한 대용혈액으로 세척(purge)하는 것이다. 적외선에서 투명한 대용혈액은

경우에 따라서 오랜 시간동안 명료한 영상화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 방법은 혈액을 옥시글로빈으로 대체함으로써 쥐의

심근의 상당히 개선된 영상화를 달성하였다. 이들 화합물은 장래 임상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지만, 아직 인

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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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제안해결법은 OCT 스캔의 프레임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 목적이관상동맥을 포괄적으로 스크리닝하기 위한 충

분한 수의 영상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직공법은 종래의 식염수 세정에 의해 제공되는 명료한 관찰시간을 받아들이고,

OCT스캔의 프레임 속도를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OCT 스캔의 프레임 속도를 증가시키는데는 두 가지 가능성, 즉

영상당 A라인의 수의 감소 및 방사상 스캔속도의 증가가 있다.

많은 영상화 방법과 마찬가지로, PCT 영상은 점 추출법(point sampling)으로 얻어지며 다수의 방사상 스캔 또는 A라인으

로 구성된다. 영상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카테터 회전속도를 증가시켜서 영상당 A라인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러나 이 경우에는 화질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는 도 1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횡방향 해상도의 감소로 분명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도 1a의 영상(A)은 프레임 당 500 A라인 스캔을 갖는 초당 4프레임 속도의 OCT 영상화를 사용하여 발생된 샘

플영상을 나타낸다. 도 1a의 영상(B)은 프레임당 50 A라인 스캔을 갖는 초당 40프레임 속도의 OCT 영상을 사용하여 발생

된 샘플영상을 나타낸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상 A의 화질은 영상 B의 화질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디그러데이션

(degradation)은 대부분의 임상응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 가능성은 방사스캔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OCT 발상에 특이적인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A라인 속도가

증가하면 신호대 잡음비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며, 따라서 정밀진단용으로 충분한 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혈관 및 그 외의 생물학적 구조물의 고품질 영상화 및 혈관 내측면의 절편의 유효한 영상화를 결합하는 방법 및 장

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혈관의 내측면의 고품질 영상화 및 혈관 내측면의 절편의 효과적인 영상화를 결합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병변들의 발달사 및 임상적 유의성의 개선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

치료 및 관상동맥질환 방지의 진전을 가속시키는 혈액의 절편의 내측면의 고품질 영상을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

는 것이다.

이들 및 그 외의 목적들은 불투명 유체와 접촉하고 있는 구조물을 영상화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장치, 방법 및 소프트웨

어 배열의 대표적인 실시예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 이 대표적인 장치는 하우징, 유체전달장비 및 영상화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유체전달장비는 일정 용량의 다른 유체를 하우징에 대하여 외부위치로 전달하도록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영상

화장비는 상기 일정 용량의 다른 유체가 상기 외부위치로 전달된 후에 상기 구조물을 영상화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영상화

장비는 상기 구조물을 영상화하는 동안 표면의 연장축선에 대응하는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다.

불투명 유체와 접촉하고 있는 구조물을 영상화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장치, 방법 및 소프트웨어 배열의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상기 모범 방법은 투명 또는 반투명 유체의 볼러스(bolus)를 혈관 속에 주입하는 단계, 나선형 또는 3차원 스

캔을 얻기 위해 급속 원주방향 및 철수 영상화를 이용하여 상기 혈관을 영상화하는 단계, 상기 철수 중에 화상품질을 평가

하는 단계, 화상품질이 주어진 레벨 아래로 떨어질 때 영상화를 중단하는 단계, 및 화상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기 과

정을 반복하는 것을 포함한 단계들을 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제 1 유체와 접촉하고 있는 구조물(예를 들어, 혈관)을 영상화하기 위한 장치,

방법 및 소프트웨어 배열가 제공된다. 일정 용량의 제 2 유체가 유체전달장비에 의해 제조품(예를 들어, 하우징)에 대한 외

부 위치로 전달된다. 이 구조물은 상기 일정 용량의 제 2 유체(예를 들어, 투명유체)가 상기 외부위치로 전달되는 동안 또

는 후에 예를 들어 영상화 장비를 사용하여 영상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영상화 장비 또는 상기 제조품은 상기 구조

물을 영상화하는 동안 표면의 연장축선에 대응하는 경로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다. 상기 유체전달장비는 상기 제조품에 동

작 가능하게 연결된 펌프나 주사기가 될 수 있다.

상기 제조품은 상기 제조품에 형성된 개구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유체전달장비는 상기 제 2 유체를 담고 있는 투명유체

저장기와, 상기 제 2 유체저장기에 연결된 제 1 단부 및 상기 제조품의 상기 개구에 연결된 제 2 단부를 갖는 전달도관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하우징의 개구는 상기 하우징의 말단부에 또는 상기 영상화 장비에 인접하게 위치할 수 있다. 상기

영상화장비는 상기 구조물의 표면에 광을 안내하도록 구성된 안내장비, 상기 안내장비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된 적어도 하

나의 광섬유,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광섬유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된 화상처리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안내장비는 상

기 영상화 장비의 말단부의 광학부품 및/또는 렌즈 및 광안내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안내요소는 광의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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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을 변경시키도록 구성된 광학장비일 수 있으며, 상기 광학장비는 광을 상기 하우징의 장축에 평행한 방향으로부터

상기 제조품의 장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안내할 수 있다. 상기 렌즈는 광을 상기 제조품을 지나서 대략 0.5mm 내지 5mm의

거리에 집광시킬 수 있다.

상기 영상화 장비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되어 상기 영상화 장비를 회전시키도록 구성된 회전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회전장비는 최소 30회전/초 이상 그리고 최대 1000회전/초의 속도로 회전할 수 있다. 상기 영상화장비는 상기 구조물을

영상화하는 동안 상기 제조품 내에서 회전할 수 있다. 상기 영상화장비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되어 상기 영상화 장비를 상

기 제조품에 대하여 이동시키도록 구성된 철수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철수장비는 최소 1mm/초 그리고 최대

100mm/초의 속도 및/또는 10mm/초의 속도로 상기 영상화 장비를 이동시킬 수 있다.

상기 제조품의 적어도 일부는 투명할 수 있다. 상기 영상화 수단은 시간영역 단층영상법(time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스펙트럼영역 단층영상법(spectral domain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또는 광주파수영역 영상화

(optical frequency domain imaging)가 될 수 있다. 상기 제 2 유체는 상기 영상화 수단이 이용하는 방사선에 투명할 수

있다. 상기 제조품을 내부에 수용하도록 구성된 가이드 카테터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유체전달장비는 상기 유체를 상기

가이드 카테터의 근접단부로 전달할 수 있으며, 상기 유체는 상기 가이드 카테터를 통해 형성된 개구를 통해 유동할 수 있

다.

상기 영상화 장비는 상기 구조물과 관련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으며, 상기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유체전달장비 및 상

기 영상화 장비 중의 적어도 하나를 상기 데이터의 함수로서 제어할 수 있는 처리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처리장비는

상기 처리장비에 의해 미리 수신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유체전달장비 또는 상기 영상화 장비를 제어할 수 있다. 상기 처

리장비는 또한 상기 영상화 장비의 이동, 상기 유체전달장비의 유체전달 및/또는 상기 영상화 장비의 이동 및 상기 유체전

달장비의 유체전달을 제어할 수 있다. 상기 제조품 또는 상기 영상화 장비를 포함하는 카테터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유체

전달장비는 제 2 유체를 상기 카테터의 내측부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 상기 영상화 장비는 상기 카테터의 외부로 전달

되는 빔을 얻기 위해 빔을 방출하는 영상화 광학부품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그 외의 목적,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를 참고하여 이후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상

세한 설명을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예

도 2a, 도 2b, 도 4, 도 5 및 도 6은 해부구조의 절편의 내측면의 영상을 얻기 위한 장치의 다양한 대표적인 실시예를 예시

하며, 도 3은 이 장치를 주입하기 위한 방법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대표적인 방법 및 장치는

영상화 수단(imaging modality)을 이용하여 해부구조의 절편의 내측면의 영상을 얻기 위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유체의

볼러스(bolus)를 주입한 후에 해부구조의 절편의 내측면을 나선형으로 스캔한다. 이런 기술은 영상화 수단 및 투명 또는

반투명 유체의 볼러스 주입 방법의 효과에 해부구조의 전체 절편을 영상화하는 유익한 효과를 겸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방

법 및 장치의 대표적인 실시예들은 영상획득속도를 상당히 증대시킴과 함께 양호한 영상품질을 보존하는 또 다른 대표적

인 실시예를 이용한다. 대표적인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이런 극적인 증대는 영상획득속도가 적어도 약 10배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대표적인 기술에 의해 카테터를 자동으로 철수시킴과 함계 투명 또는 반투명 유체로 세정하는 종래의 방법

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관상동맥조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대표적인 일 실시예에서, 이러한 새로운 발상은 영상을

얻기 위한 영상화 수단으로서 광주파수영역 영상화법(Optical Frequency Domain Imaging ("OFDI"))을 이용한다.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해부구조는 혈관이 될 수 있다.

시간영역 OCT(time domain OCT) 및 공초점 현미경(confocal microscopy) 등의 단일 산란광을 검출하는 다른 영상화

수단도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모범 실시예에서(도 2a에 도시), 영상화 모듈(224)은 OCT, 가시광 영상화, 분광학 및/또는 서모그라피

를 이용한다.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사용하는 OCT 영상화수단은 시간영역 OCT("TD-OCT"), 스펙트럼영역 OCT

("SD-OCT"), 광주파수영역 영상화법("OFDI") 및/또는 저간섭성 간섭법(low-coherence interferometry)이다. 본 발명

의 또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사용하는 가시광 영상화수단은 관상동맥내 혈관내시경(intracoronary angioscopy), 스

페클 영상화(speckle imaging), 형광영상화(fluorescence imaging), 및/또는 다광자 영상화(multi-photon imaging)이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분광학 수단은 대략 0.3-0.7μm의 스펙트럼을 갖는 가시광, 대략 0.7-2.2μm

의 스펙트럼을 갖는 근적외선("NIR"), 대략 2.2-12μm의 스펙트럼을 갖는 적외선("IR"), 라만산란광 및/또는 형광성 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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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대표적인 실시에에서, 영상화 모듈(224)은 초음파, 특히 적어도 대략 20MHz의 주파수를 갖

는 고주파 초음파를 이용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영상화어셈블리(204)는 렌즈, 거울 및/또는 프리

즘을 포함한다.

도 2a 및 도 2b는 말단부(220) 및 근접단부(222)를 갖는 특별히 변형된 광카테터(202)를 포함하는 영상화 시스템(200)의

대표적인 실시예를 예시한다. 이 영상화 시스템(200)은 영상화 수단의 급속한 획득속도를 이용하고 영상화 카테터(202)의

자동 철수를 구현함으로써 긴 동맥절편을 영상화할 수 있다. 이런 노력으로 각 주요 관상동맥의 근접부(LAD, LCx 및

RCA)가 특정 종방향의 영상화 간격을 광범위하게 갖도록 영상화함과 동시에 안전한 총량의 투명 또는 반투명 유체를 환자

에게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대표적인 일 실시예에서, 길이가 10cm 이하인 긴 동맥부분을 검사할 수 있다.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는 길이

가 5.0cm 이하인 긴 동맥부분을 검사할 수 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는 길이가 10cm 이하인 각 주요 관상동맥의

근접부를 검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는 길이가 5cm 이하인 각 주요 관상동맥의 근접부를 검

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는 특정의 종방향 영상화 간격은 대략 100μm와 대략 150μm 사이이

고, 바람직하게는 대략 125μm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특정 종방향 영상화 간격은 횡방향 점직경과

일치하며, 따라서 대략 15μm와 대략 35μm 사이이며, 바람직하게는 대략 25μm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

에서 투명 또는 반투명 유체의 안전 총량은 최대 150cc/동맥, 바람직하게는 30cc/동맥 이하이다. 본 발명의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투염 또는 반투명 유체는 생리식염수, 1/2생리식염수, 1/4생리식염수, 유산링거액(lactated ringers

solution), 인산완충생리식염수, 옥시글로빈 등의 대용혈액, 및/또는 관상동맥 조영제가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대

표적인 실시예에서, 영상화 시스템(200)은 경동맥, 장골동맥, 대퇴동맥, 오금동맥, 요골동맥, 그 외의 말초동맥 및 정맥을

포함한 어떤 혈관의 절편도 영상화할 수 있다.

혈액은 어떤 광기반 혈액내 영상화수단에 대해서도 과제를 나타낸다. 광이 혈액 속에서 전파됨에 따라서, 특정 정보가 산

란 및 흡수에 의해 소실된다. 대략 1.3μm의 파장에서, 산란 및 흡수에 의한 복합 감쇠가 최소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최

적의 파장에서도 혈액을 통한 혈관구조물의 영상화는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영상화를 위한 특정의 우선적인 경향으

로는 상당량의 상세를 필요로 하는 고화질과 높은 신호대잡음비("SNR")가 포함된다. 영상화 수단으로서 OCT 영상화를 이

용하는 경우, 각 OCT스캔에서 다수의 A라인이 바람직하다. 명료한 OCT영상화는 카테터(200)를 통해 투명 또는 반투명

유체 볼러스의 주입을 이용하여 혈액을 일시적으로 치환함으로써 단시간, 예를 들어 3초 동안에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초

당 4프레임의 영상화 속도에서 단일 투명 또는 반투명 유체로 세척하면 혈액이 시야에 다시 들어오기 전에 대략 12개의 고

화질 OCT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투명 또는 반투명 유체의 볼러스 주입으로 인해 대략 1 내지 50cc의 투명 또는 반

투명 유체를 혈관 속에 도입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투명 또는 반투명 유체의 볼러스 주입으로

대략 10cc의 투명 또는 반투명 유체를 혈관 속에 도입할 수 있다.

이들 실시예에 따르면, 혈관을 영상화하기 위해 변형 광카테터(200), 프로브 또는 그 외의 도구를 혈관(예를 들어, 동맥)

속에 삽입할 수 있다. 플라크가 위치할 때, 프로브는 특정 동맥경화성 플라크의 근방으로 이동한다. 혈관의 내측벽 및/또는

플라크에서 반사된 광은 수집되어 영상화 모듈(224)의 검출기(236)에 전달된다.

본 발명의 일 대표적인 실시예에서는, 플라크 이외의 병변, 예를 들어 혈전, 절개, 파열, 스텐트 등을 영상화할 수 있다.

도 2a를 참조하면, 특별히 변형된 광카테터(202)는 회전형 내측샤프트(210) 및 외피(208)를 포함할 수 있다. 회전형 내측

샤프트(210)는 섬유어레이(218)와 카테터(202)의 말단부(220) 부근의 영상화어셈블리(204)를 수용한다. 외피(208)는 개

구(221)가 형성되어 있다. 이 개구(221)는 유체전달채널(223)에 연결되고 이 채널은 결국 유체펌프(225)에 연결된다. 이

유체펌프(225)는 특정 용량의 투명 또는 반투명 유체를 유체전달채널(223)을 통해서 개구(221) 밖으로 주입함으로써, 볼

러스가 주입된 카테터(202)의 말단부(220)를 둘러싸는 액체를 치환시킬 수 있다. 카테터(202)의 섬유어레이(218)는 회전

합류부(212)에 연결되며, 이 회전합류부는 결국 고정 광섬유(214)에 연결되고, 이 광섬유는 카테터(202)로부터 영상화 모

듈(224) 가까이 연장된다. 회전합류부(212)는 또한 철수장치(215)에 연결된다. 이 철수장치(215)는 영상화 중에 프로세

서(240)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 나선형 스캔가 발생할 수 있도록 회전형 내측 샤프트(210)를 외피(208) 내에서 이동시킨

다. 도 4는 회전형 내측 샤프트(210)의 철수가 완료된 후의 카테터(202)를 예시하는데, 그 외의 점에서 도 4의 시스템

(200)은 도 2a의 시스템(200)과 동일하다. 영상화 시스템(200)이 혈관의 일 부분을 나선형으로 스캔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공정(300)을 도 3에 예시하고 여기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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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대표적인 일 실시예에서, 카테터(202)의 외피(208)는 투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전체 카테터(202)를 철수시키

는 동안에 외피(208)는 혈관을 통하여 이동하는 한편 내측 샤프트(210)는 회전한다. 이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내측 샤프트

(210)는 외피(208)에 대하여 이동하지 않는다.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섬유어레이(218)는 단일 섬유를 포함한다. 또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섬유어레이(218)는 다수의 섬유를 포함한다.

카테터(202)는 FDA승인된 2.6-3.2F IVUS 카테터를 사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이 IVUS 카테터의 내측코어는 회전하면

서 예를 들어 초당 40프레임의 단면영상을 얻을 수 있다. IVUS 카테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초음파진동자 및 도선은

제거하여 영상화 어셈블리(204), 섬유어레이(218), 내측 샤프트(210), 유체전달채널(223)과 교체할 수 있으며, IVUS 카

테터의 외피의 개구를 통해 개구가 형성된다. 새롭게 제공된 IVUS 카테터의 내측 샤프트(210)는 회전하여 원주방향으로

스캐닝하고 혈관의 절편을 스크리닝하도록 철수할 수 있다. 모노레일 가이드 와이어(도시하지 않음)를 이용하는 투명 외피

(208)는 회전하지 않고 FDA 승인된 폴리머를 사용하여 IVUS 카테터의 말단부에 끼워진다. 이 카테터(202)도 회전 합류

부(212)에 부착된다.

일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가요성 내측 케이블 속에 회전 광섬유를 포함한다. 가요성 내측 케이블은 외측의 투명하우징 또

는 외피 속에 들어있다. 외측하우징은 모노레일 가이드 와이어를 포함할 수 있다. 회전 광섬유와 가요성 내측 케이블은 각

각 말단부와 근접단부를 갖는다. 회전 광섬유와 가요성 내측 케이블은, 회전 광섬유의 말단부와 가요성 내측 케이블의 말

단부가 서로 인접하고 회전 광섬유의 근접단부와 가요성 내측 케이블의 근접단부가 서로 인접하도록 배향된다. 가요성 내

측 케이블의 말단부에는 렌즈 및 빔안내요소를 포함하는 말단광학부품이 부착된다. 회전 광섬유의 근접단부에는 광회전

합류부가 마련된다. 회전 광섬유는 고정상태의 광섬유를 가요성 내측케이블 속의 회전 광섬유에 연결한다. 광회전 합류부

는 회전 광섬유, 가요성 내측 케이블 및 말단 광학부품을 회전시켜서 혈관의 관강표면(luminal surface)을 원주방향으로

광학샘플링을 실시한다. 광섬유, 가요성 내측 케이블 및 말단 광학부품이 회전하며 카테터의 회전 시마다 영상이 얻어진

다. 내측 광케이블이 외측의 투명하우징 속에서 종방향으로 철수하여 혈관을 나선형으로 스캔하게 된다.

대표적인 일 실시예에서, 빔안내요소는 빔을 카테터의 축에 실질적으로 수직하게 안내하는 프리즘이며 렌즈들은 이 빔을

외피로부터 대략 2mm에 집중시킨다.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회전속도는 대략 초당 10회전 내지 대략 초당 100회전

의 범위이며, 바람직하게는 대략 초당 30회전이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투명 외피를 포함한 전체 카테터가 혈관의 내강 속

에서 철수된다.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철수속도는 대략 1mm/초 내지 대략 20mm/초의 범위이며 바람직하게는 대

략 10mm/초이다.

일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모노레일 가이드 와이어는 1994년 9월 27일 Pau G. Yock에게 허여된 "신속교환을 용이하게 하

는 혈관형성 장치(Angioplasty Apparatus Facilitating Rapid Exchanges)"라는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 제 5,350,395호에

설명된 가이드 와이어와 유사한데, 여기서는 그 특허 전체내용을 인용한다.

카테터(202)의 전체 샤프트(210)는 360도 회전하여 카테터(202)가 카테터(202)의 전체주위에 걸쳐서 대상 조직의 영상

을 수집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일 모범 실시예에서, 카테터(202)는 내측 혈관벽의 원주 주위의 플라크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동작시에는 레이저광 등의 간섭성 광이 광원(232)으로부터 빔스플리터(234)를 통하여 그리고 고정 광섬유(214) 및 중심

섬유(226)를 통하여 영상화 ㅇ어셈블리(204)에 전달된다. 이 광은 영상화 어셈블리(204)를 통하여 대상 조직(250)으로

향한다(화살표 206). 본 발명의 대표적인 일 실시예에 따르면, 대상 조직(250)은 동맥경화성 플라크 등의 이동하는 조직층

위의 고정 조직층이 될 수 있다. 외피(208)는 샘플(250)과 직접 접촉하도록 놓여지고/놓여지거나 샘플로부터 짧은 거리

(예를 들어, 1mm 내지 10cm)에 위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은 샘플(250)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대상조직(250) 내의 분

자, 세포부스러기, 단백질, 화합물(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결정) 및 세포 미세구조(세포소기관, 미소관 등)에 의해 반사된

다. 대상 조직(250)으로부터 보내어진 광(도 2b에 화살표 228로 도시, 도 2b의 나머지는 도 2a와 동일하다)은 영상화 어

셈블리(204)를 통하여 단일 광섬유 또는 섬유어레이(218)의 섬유에 전달된 후 광섬유 또는 섬유어레이(218)에 의해 빔스

플리터(234)를 통하여 검출장치(236)에 전달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광을 카테터에 전달하고 카테터에서 광을 수광하는

장치는 광서큘레이터(optical circulator)이다.

본 발명의 대표적인 일 실시예에서, 섬유어레이(218)는 검출 및 조명용으로 하나 이상의 섬유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이 검출은 단일 섬유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서, 이 조명은 섬유어레이를 통하

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섬유는 대상 조직(250) 상의 위치의 함수로서 다중초점 지점을 발생시키도록 선택적으

로 조명된다. 이 대표적인 방법은 샘플을 가로질러 입사광을 스캐닝하면서 프로브를 고정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이 섬유

는 동시에 조명 및/또는 검출될 수 있거나, 또는 한 섬유씩 연속하여 광을 조명 및/또는 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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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장치(236)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238)에 의해 디지털화한 후, 프로세서(240)가 실행하는 영

상화 과정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상화 과정은 2003년 10월 27일

출원한 "주파수영역 간섭분광법을 이용하여 광 영상화를 수행하는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Performing

Optical Imaging Using Frequency-Domain interferometry)라는 명칭의 미합중국 가특허출원 제 60/514,769호 및

2003년 1월 24일 출원한 국제특허출원 제 PCT/US03/02349호에 설명되어있는데, 여기서는 그 전체 내용을 참고로 인용

한다. 프로세서(240)는 또한 철수장치(216), 회전합류부(212) 및 유체펌프(225)에 작동상태로 연결된다.

카테터의 직경은 500μm 미만이 될 수 있다. 더 큰 직경도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상데이터를 수집하는데는 다른 타입의 도구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테터(200)의 광학부품들을 내시경 또는 복

강경 등의 다른 타입의 도구와 합체할 수 있다. 이 광학부품은 표준 내시경이나 복강경의 부속품포트 속으로 들어가고/들

어가거나 이중목적의 혈관내초음파 카테터 등의 다른 타입의 카테터와 합체된 단독형 장치를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대표적인 일 실시예에서, 검출기(236)는 전하결합소자("CCD"), 감광판, 광검출기의 어레이 및/또는 단일 검출

기가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광원(232)은 연속광, 연속 광대역광, 파장주사광 또는 동기펄스로

샘플을 조사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대상 조직(250)의 스크리닝 절편의 경우 나선형 스캔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및/또는

공정(300)의 일 모범 실시예를 예시한다. 이 공정(300)은 단계 301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카테터(200)를 대상 조직

(250)의 스크리닝 절편 내에 삽입하여 위치시킨다. 카테터(200)를 적절히 삽입하고 위치시켰으면, 영상화 모듈(232)은 유

체펌프 또는 오퍼레이터(225)에게 지시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유체의 볼러스를 대상 조직(250) 속에 주입하도록 한다(단

계 302). 대상 조직(250)의 사이즈에 따라서 영상화 모듈(232)은 투명 또는 불투명 유체의 볼러스의 주입용량 및/또는 주

입속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일 모범 실시예에서, 대상 조직(250)은 혈관이다.

단계 304에서, 영상화 모듈(232)은 영상화 어셈블리(204)로부터 수신한 영상이 대상 조직(250)의 스캔을 개시하기에 충

분한 화질을 갖는지를 판단한다. 이 영상화 모듈(232)이 영상이 충분한 화질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공정(300)은

단계 302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300)은 단계 306으로 진행하여, 여기서 회전합류부(212)가 회전형 내측샤프

트(210)를 회전시키기 시작하고 철수장치(215)가 샤프트(210)를 철수하기 시작한다.

영상화 모듈(232)은 영상화 조립체(204)로부터 수신한 영상이 혈관의 존재를 검출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스캐닝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화질을 갖는지를 판단한다. 이 영상화 모듈(232)은 영상화 수단이 받고 있는 산란 양을 측정하고/

측정하거나 영상화 수단에 의해 표시된 분광치를 분석함으로써 상기 판단을 실행한다. 영상화 수단이 OCT라면 다른 방법

을 사용할 수 있다.

영상화 모듈(232)이 영상화 수단에 의해 받은 산란의 양을 측정할 때, 영상화 모듈(232)은 대상 조직(250)으로부터 받은

광이 산란되는지를 판단한다. 식염수 및 그 외의 투명 관류액은 상당히 많은 산란 양을 갖지 않는다. 한편 혈액은 산란성이

높다. 이런 영향 때문에 혈액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은 카테터에 돌아오는 광의 반사강도를 관찰하는 것이다. 우선적으

로, 물 및 혈액의 양자에서 흡수침투깊이가 적은 특성을 갖는 특정 파장의 광을 사용할 수 있다.

영상화 모듈(232)이 혈액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분광법을 이용하는 경우, 영상화 모듈(232)은 영상화 수단에 의

해 받은 시차흡수를 측정할 수 있다. 대상 조직(250)에 인접한 혈액은 혈액의 시차흡수를 이용함으로써 검출할 수 있다. 산

화된 혈액에서는, 가시스펙트럼에서 예를 들어 520-590nm 및 800-90nm에서 몇 개의 흡수피크가 있다. 간단한 장치로

이들 파장에서 카테터로부터 다시 산란된 광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광을 혈액흡수가 낮은 인접 파장에서 다시 산란되는 광

과 비교할 수 있다. 이 비교는 두 개의 파장에 의해 다시 반사된 광의 강도를 1차 결합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R

(λ1)이 흡수피크에서 카테터에 다시 반사된 광이고 R(λ2)가 흡수피크로부터 조직으로 다시 반사된 광이라면, 혈액은 R

(λ1)과 R(λ2)의 몇 가지 차등/비례 조합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D1 = R(λ1)/R(λ2)

D2 = R(λ1)/[R(λ1)+R(λ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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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 [R(λ1)-R(λ2)]/[R(λ1)+R(λ2)]

D4 = [R(λ1)-R(λ2)]/R(λ2)

전송 및 검출용 장치는 간단한 사이드 파이어링(side firing)형 단일 또는 다중모드 광섬유일 수 있다.

영상화 수단이 OCT라면, 혈액을 검출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OCT는 루멘의 단면 영상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확산분광법에서보다 소량 혈액의 존재에 더 민감할 수도 있다. 혈액으로부터의 OCT신호는 상당

히 특징적이며, 보통 다른 조직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혈액은 급속한 감쇠 및 균질한 외관을 나타낼 수 있다.

그 결과, 대표적인 일 실시예에서는 혈액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OCT 신호를 처리할 수 있다. 혈액을 확인하는데

는 질감식별, 패턴인식 등의 기술적으로 공지된 다양한 영상처리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는, 혈액이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두 개의 변수: 즉 (a) OCT 축방향 스캔 데이터의 대수(logarithm)의 기울기; 및 (b) OCT 축방향 스캔

데이터의 대수의 표준편차(신호분산)를 판단한다. 이들 두 개의 변수는 대부분의 인간 조직의 타입을 차별화할 수 있다. 혈

액을 동맥벽 조직과 차별화하는데는 기술적으로 공지된 그 외의 감쇠 및 신호분산의 수단도 이용할 수 있다. 혈관의 루멘

내의 혈액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률분포함수통계, 푸리에영역분석, 고대역필터링, 에너지 및 엔트로피 측정, 앳지

계수(edge counting), 및 N차 모멘트를 이용할 수 있다. 루멘 내의 혈액을 확인할 수 있는 OCT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OCT를 분광법과 조합하고(예를 들어, 두 개의 파장에서 OCT를 실행), 복굴절 및 도플러와 조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대표적인 일 실시예에서, 유체펌프(225)는 단계 304 중에 계속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유체 볼러스를 주입한다.

다시 도 3의 공정(300)으로 돌아가서, 단계 308에서, 영상화 모듈(232)은 영상화 어셈블리(204)에서 받은 영상이 대상 조

직(250)을 계속해서 스캐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품질을 갖는지 판단한다. 영상화 모듈(232)이 영상이 충분한 화질을

갖는다고 판단하면, 공정(300)은 단계 306으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300)은 단계 310으로 진행한다. 단계 310

에서, 회전 합류부(212)는 회전형 내측 샤프트(210)의 회전을 정지시키고, 철수장치(215)는 샤프트(210)의 철수를 중지

시킨다. 유체펌프(225)가 계속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유체의 볼러스를 주입한다면, 유체펌프(225)에게 지시하여 투명 또

는 반투명 유체의 주입을 중단하게 한다. 카테터의 움직임이 있다면, 이후의 철수 영상화 공정이 어떤 조직영역도 건너뛰

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속의 볼러스 주입 전에 혈관의 종축을 따라서 카테터를 진행 또는 철수시킬 수 있다.

이 공정은 피이드백 제어루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영상을 얻는 공정/조건을 제어하기 위하여 화질 측정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영상이 충분한 화질을 갖지 않는 경우는 추가의 영상을 취득하기 전에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일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화질이 소정 크기 아래로 떨어지지만 화질이 여전히 계속해서 영상화하기 충분한 경우는 추가의 투

명 또는 반투명 유체를 유체펌프(225)를 통해 주입하여 화질을 향상시킨다.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화질이 소정 크기

아래로 떨어지고 화질이 영상화를 계속하기에는 불충분한 경우는 영상화를 중단한다. 공정(300)의 적어도 일부를 자동화

하기 위해서는 피이드백제어루프를 많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다. 혈관벽의 화질이 영상화를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를 판단하는데는 질감식별, 패턴인식 등의 기술적으로 알려진 다양한 영상화 처리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일 대표적인 실시예에서는 두 개의 변수; 즉 (a) OCT 축방향 스캔데이터의 대수의 기울기(감쇠); 및 (b) OCT 축방향 스캔

데이터의 대수의 표준편차(신호분산)를 결정한다. 이 두 개의 변수는 대부분의 인간 조직 타입을 차별화할 수 있다. 동맥벽

에서 얻은 영상의 화질을 확인하고 특징 짓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공지된 그 외의 감쇠 및 신호분산의 측정수단도 이용할

수 있다. 화질을 평가할 수 있는 OCT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상분할 및 블롭(blob) 정량화, 형태학적 처리,

확률분포함수통계, 푸리에영역 분석, 고대역필터링, 에너지 및 엔트로피 측정, 엣지카운팅, N차 모멘트를 포함한 그 외의

측정수단을 분광법과 조합하고(예를 들어, 두 파장에서 OCT를 실행), 복굴절 및 도플러와 조합할 수 있다.

단계 312에서, 영상화 모듈(232)은 대상 조직(250)의 스크리닝 절편의 전장을 영상화했는지를 판단한다. 대상 조직(250)

의 스크리닝 절편의 추가부분을 영상화할 필요가 있다면, 공정(300)은 단계 302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300)은

단계 314로 진행하여 여기서 영상화 모듈(232)은 스캔 중에 수집된 정보에 기초하여 대상 조직(250)의 스크리닝 절편의

나선형 또는 3차원 스캔을 재구성한다. 나선형 스캔을 재구성한 후, 영상화 모듈(316)은 재구성된 데이터(영상)를 표시할

수 있고 공정(300)은 빠져 나온다.

도 6은 가이드 카테터(602) 속에 배치된 특별히 변형된 광카테터(202)를 포함하는 영상화 시스템(600)을 예시한다. 이 광

카테터(202)는, 유체전달채널(223) 및 개구(221)가 도 6에 도시한 광카테터(202)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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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도 2a에 예시한 광카테터(202)와 동일하다. 유체전달채널(223) 및 개구(221)는 각각 유체전달채널(606) 및

개구(604)로 교체되어있다. 이 영상화 시스템(600)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이드 카테터(602)를 혈관 속에 삽입하여 영상

화할 목표 영역에 인접하게 위치시킨다.

이 광카테터(202)는 광카테터(202)의 말단부(220)가 가이드 카테터(602)로부터 돌출할 때까지 가이드 카테터(602) 속에

삽입한다(도 6에 도시). 가이드 카테터(602)가 가이드 카테터(602)에 대하여 위치하면, 유체전달채널(223) 및 개구(221)

를 이용하는 대신에 유체펌프(225)가 투명 또는 반투명 유체를 유체전달채널(606) 속에 주입하고 그리고 개구(604)를 통

하여 목표영역으로 주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 2a, 도 2b, 도 3, 도 4 및 도 5를 참고하여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

식으로 광카테터(202)가 동작한다.

대표적인 일 실시예에서, 유체전달채널로서는 가이드 카테터(602)를 사용한다. 이 가이드 카테터(602)는 반드시 특수 목

적의 유체전달채널(606)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유체펌프(225)를 가이드 카테터(602)에 직접 연결하고, 투명 또는 반투명

유체를 가이드 카테터(602)를 통하여 목표영역에 제공한다.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영상화 어셈블리(204)는 가이드

카테터(602)의 말단부를 지나서 돌출한다. 광카테터(202)의 영상화 어셈블리(204)가 가이드 카테터(602)의 말단부로부

터 돌출하는 동안 목표영역을 영상화한다. 또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에서, 가이드 카테터(602)는 투명하며 광카테터(202)

는 목표영역에 인접하게 될 때까지 가이드 카테터(602) 속으로 삽입된다. 광카테터(202)의 영상화 어셈블리(204)는 가이

드 카테터(602)를 지나서 돌출하지 않으며, 광카테터(202)가 가이드 카테터(602) 내에 있는 동안 목표영역의 영상화가 이

루어진다.

상기 설명은 단지 본 발명의 원리를 예시하는 것이다. 당업자라면 본 명세서의 교시로부터 전술한 실시예의 다양한 수정예

및 변형예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업자들은 여기서 명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본 발명의 원리를 구

체화하고 따라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 내에 속하는 많은 기법을 창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 및 그 이점들의 보다 완전한 이해를 위해, 첨부도면을 참조하는 이후의 설명을 참고한다.

도 1a는 상이한 설정에서의 OCT 영상화를 이용하여 수집한 혈관의 내측면의 영상을 나타낸다.

도 1b는 주어진 혈관내의 3군데 별개의 위치에서 조영제 주입에 따른 혈관조영법의 루멘감쇠의 시간 분석을 예시한다.

도 2a - 도 2b는 혈관 절편의 스캔을 실시하기 위한 영상화 카테터의 대표적인 일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3은 도 2a - 도 2b의 영상화 카테터를 사용하여 혈관 절편의 나선형 스캔을 나타내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처리를 묘

사하는 흐름도의 대표적인 일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4는 영상화 카테터의 회전형 내측 샤프트의 철수 후의 도 2a의 영상화 카테터를 나타낸다.

도 5는 점선 박스 a로 정해진 도 2a의 영상화 카테터의 확대영역의 대표적인 일 실시예를 예시한다.

도 6은 가이드 카테터 내에 둘러싸인 도 2a의 영상화 카테터를 나타내는데, 영상화 카테터를 둘러싸는 가이드 카테터 속으

로 투명액이 주입된다.

전체 도면에 걸쳐서 동일한 도면 수자 및 문자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예시 실시예의 동일한 특징, 요소, 구성부 또는

부분을 지시하는데 사용한다. 또한, 이하 본 발명을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동안 예시 실시예를 참고하여 설명

한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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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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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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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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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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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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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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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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