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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들을 통한 센서들의 생산 및 선택성을 증가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들이 여기서 제공된다. 하

나의 설명적 실시예에 따라,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 샘플 내의 선택 분석의 모니터링을 위한 전기 화학적 방법에

서, 비선형 전류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샘플로 큰 진폭 전압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선점이 제공된다. 

그리고 상기 선택 분석을 위한 기준 전류 신호의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하나 이상의 푸리에 계수의 다수의 실수 및 

허수 부분들을 포함하는 분석 벡터를 지닌 벡터 투영 방법에 의해 상기 발생된 신호 내의 상기 선택 분석으로부터 신

호 분배를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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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1960년대의 발명 이래로, 생체 감응 장치의 이용이 널리 보급되었다. 생체 감응장치는 생화학적 정보를 전기적 신호

로 변환하기 위한 변환기(예를 들어, 전극 또는 광다이오드)를 지닌 생물학적 인식(예를 들어, 효소 또는 항체)과 결합

하는 장치이다.

도 1 은 전압 전위가 적용되는 곳에서 효소로 덮인 전극(1)을 포함한다. 도 1의 생체 감응 장치는 암페어미터 감지의 

예이다. 이 때 전압은 산화시키기 위한 샘플 내의 특정 분석(측정되고 있는 물질)을 일으키는 상기 전극(1)에 적용된

다. 상기 산화는 전류(3)가 감지되고 분석될 수 있을 때 발생되도록 일으킨다. 상기 분해 산화에서 전압은 분해의' 산

화 전압' 이라고 불린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상기 용어 ' 산화 환원 전압'은 분해가 산화 또는 환원되는 곳에서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 도 1 의 생체 감응 장치에서, 글루코오스('GLU')는 상기 효소와 재반응하고 상기 효소로 전자들을 전송하며, 산화 상

태로부터 환원 상태로 그것을 변환한다. 일부 다른 전자 왕복( 산화 형태에서)은 상기 효소를 그의 산화된 상태로 되

돌아가도록 재 반응한다. 상기 전자 왕복은 그 후 프로세스(감소된 효소로부터 전자들을 취함)에서 감소된 상태가 된

다. 상기 감소된 전자 왕복은 전극에서 산화되는 것이다. 그러한 전자 왕복의 한 실시예는 산소로서, 이는 수소 과산화

물로 환원된다. 이는 또한 산소에 의지하는 것 대신 이 함수를 수행하는 많은 상업 글루코오스 테스트 스트립에서 사

용되는 조정자라고 불리는 전자 왕복의 패밀리이다.

암페어미터(amperometry)의 기술을 이용하여, 샘플 내의 다수의 분해 중의 하나 쪽으로 선택은 그 분해의 산화환원 

전압의 적용에 의해 획득된다. 따라서 도 1에서, 충분히 높은 전압은 환원된 전자 왕복을 산화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

고 그리고 상기 전극에 의해 감지되는 상기 결과 전류(3)는 상기 감소된 전자 왕복의 농도에 의존하며, 이는 차례로 

샘플에서 글루코오스 농도에 의존한다.(유의할 것은, 실질적으로 상기 글루코오스와 관련된 중재자 에이전트는 재 산

화 되고 그리고 상기 환원된 효소와 재반응 한다. 상기 환원된 중재자의 농도는 직접적으로 샘플에서 글루코오스의 

농도의 지표이다. 간략 성을 위해 글루코오스는 전극에서 감지되는 실질적 분해인 감소된 중재자라는 이해와 함께 산

화되고 있는 분해물로서 간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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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학의 바이오센서들은 제조의 쉬움과 낮은 가격으로 매력적인 제공이나, 그러나 다른 혈액 화학물들, 예를 들어,

아스코르브산(비타민 C), 아세트아미노펜(도 1에서 'TYL'), 그리고 요산은 잘못된 판독을 초래하는 바이오센서 액션

과 간섭할 수 있다. 도 1 은 간섭하는 아스코르브산('C')의 영향을 보여준다. 이 때, 아스코르브산(5)의 분자는 상기 효

소 레이어를 통해 확산되고, 직접적으로 상기 전극(1)에 의해 산화되며, 그리고 전류(7)가 발생된다.

따라서 오버랩핑 산화환원 전압과 함께, 샘플이 다수의 분해물질을 포함할 때,(즉, 그곳에서 다수의 분해물의 상기 산

화 환원은 동일한 범위이고 그리고 따라서 모든 것이 동일하게 적용된 전극 전압에서 산화 환원 전류를 준다), 상기 

전극의 선택성은 감소된다. 전극에서 발생되는 전류는 주어진 전극 전압에서 전극-산화 또는 전극-환원이 될 수 있는

상기 샘플로부터 모든 분해물로부터 초래되며, 각 분해물의 알려지지 않은 성분들을 포함하는 감지된 전류에서 초래

되고, 그것에 의해 사라진 전극 선택도 그리고 부정확한 농도 판독을 초래한다. 오버래핑 산화 환원 전압을 지닌 분해

물들의 설명 없이 분해물을 위한 테스팅은 부정확한 판독을 초래할 것이다.

도 2-4 는 수소 과산화물(목표 분해물) 그리고 아스코르브산(간섭물)과 관련하여 앞선 문제점은 그래픽 적으로 설명

한다. 도 2 그리고 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600mV의 상기 동일한 DC 암페어미터 전압과 함께 적용된 것이 감지된 

전류(y-축)에서 증가를 발생할 때 아스코르브산 그리고 수소 과산화물(x-축)의 각각의 양을 증가 시킨다. 눈금 커브

들(9,11)은 각각 전류 판독(13,15)로부터 결정된다.

상기 산화 환원 전압이 600mV에서 오버랩 되기 때문에, 잘못된 판독은 도 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수소 과산화물을

위해 테스팅 할 때 초래된다. 상기 테스터는 점선(17)에 의해 표시되는 것과 같은 1mM의 농도를 읽어야만 한다. 상기

테스터는 사실상 증가하는 아스코르브산이 수소 과산화물의 일정 양을 포함하는 상기 측정된 샘플에 부가될 때 수소 

과산화물의 증가하는 양을 보여주는 판독들(19)을 잘못 생성한다.

일반적으로 바이오센서들을 괴롭히는 다른 간섭계들은 다른 샘플 성분들, 상기 센서의 물리적 악화 또는 오염 또는 

배경 잡음과 함께 상호-반응을 포함한다. 바이오센서들의 앞선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은 전통적으로 화학적

중재자들 또는 펌-선택(perm-selective) 막들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장치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향상을 이용해 왔다

. 그러나 중재자들은 증가된 배경 잡음에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막들은 센서의 전체적 민감도를 감소하는 동안 불필

요한 생산 비용을 부가하게 된다.

배경기술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기술을 통한 센서의 선택 및 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 여기에 제공된다. 하나

의 실시예에 따라, 간섭 분해물을 지닌 혼합 샘플에서 분해물 선택의 모니터링을 위한 전기 화학적 방법에서, 비선형 

전류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상기 샘플로 큰 진폭 전압 자극 파형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상기 선택 분해물을 위한 기준

전류 신호의 하나 이상의 주파수들에서 하나 이상의 푸리에 계수의 다수의 실수 그리고 허수 부분을 포함하는 분석 

벡터를 지닌 벡터 투영 방법에 의해 발생되는 신호에서 상기 선택 분해물로부터 신호 분배를 용해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또 다른 선택적 실시예에 따라, 간섭 분해물을 지닌 혼합 샘플에서 선택 분해물의 농도를 결정하는 전기 화학적 방법

은 비선형 전류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상기 샘플로 큰 진폭 전압 자극 파형을 적용하는 것, 상기 발생된 신호를 측정

하는 것, 상기 발생된 신호의 일부 또는 전체의 한 변수 이상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상기 선택의 각각을 위한 분석 벡

터들에 기초한 계산 방정식을 해결함으로써 상기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해물의 농도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 이

상의 변수와 분해물을 간섭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전극 시스템으로부터 초래하는 전류를 감지하고 그리고 전압 파형을 적용하기 위한 포텐시오스

탯(potentiostat) 회로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메모리는 다음의 작동들- 비선형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상기 샘플로 

큰 진폭 전압 자극 파형을 적용하는 단계, 상기 발생된 신호의 전부 또는 일부 부분의 원하는 주파수 성분의 하나 이

상의 푸리에 계수를 계산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선택 그리고 간섭 분해물의 각각을 위한 분석 벡터 상에 기초한 계산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푸리에 계수의 이용에 의한 상기 혼합된 샘플 내의 상기 선택 분해물의 농도를 

결정하는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상기 프로그램 지시들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프로세서 그리고 프로그램 지시들을 

지닌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상기 샘플에 적용될 때 비선형 전류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큰 진폭 전압 자극 파형을 선택하

는 단계, 선택 그리고 간섭 분해물 들 중의 각각의 다중 다른 농도를 포함하는 샘플들로 파형을 적용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기준 전류 신호들의 각각을 위한 푸리에 변환의 실수 그리고 허수 부분의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 다중 주파수들

의 각각에서 상기 푸리에 변환의 푸리에 계수의 실수 그리고 허수 값들을 그리는 단계, 위상 각도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차이를 보이는 상기 실수 그리고 허수 부분에서 다중 주파수들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단 계, 선택된 하나의 주파수

에서 상기 선택 그리고 간섭 분해의 각각을 위한 분석 벡터들을 계산하는 단계, 그리고 복소수 평면에서 각각 분석 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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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길이로 샘플내의 각각의 분석의 농도와 관계되는 상기 분석 벡터들 그리고 조정 정보들에 기초한 계산 방정식을

세우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제공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간섭 분해물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해물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계산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이 제공되고, 이는 다음의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샘플에 적용될 때 비선형 전류 신호를 발생하기위해 큰 진폭 전

압 자극 파형을 선택하는 단계, 변수로서 사용하는 상기 전류 신호의 신호 특징들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 그리고

간섭 분해물들 모두의 다른 농도를 포함하는 샘플들로 파형을 적용하는 단계, 각 기준 신호를 위한 각각의 변수의 값

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샘플들에서 상기 선택 분해물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충분한 정확성 그리고 계산된 값으로

부터 다수의 변수들을 선택을 지니는 선형 평가기(estimator)로서 측정 방정식을 세우는 단계이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간섭 분해물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분석 분해물의 농도를 결정하는 전기 화학적 방법이 제공

되었으며, 이는 다음의 단계들을 포함한다. 비선형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상기 샘플로의 자극 파형을 적용 단계, 상기 

생성된 신호의 측정단계, 상기 생성된 신호의 전부 또는 일부 부분의 하나 이상의 변수의 계산 단계, 그리고 하나 이상

의 변수 그리고 간섭 분해물들 그리고 상기 선택의 각각을 위한 분석 벡터 상에 기초하는 계산 방정식을 계산함으로

써 상기 혼합 샘플 내의 상기 선택 분해물의 농도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간섭 분해물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분해물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되었으며, 

이는 다음의 단계들을 포함한다. 비선형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상기 샘플로 자극 파형을 적용하는 단계, 상기 발생된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신호의 전부 또는 일부 부분의 하나 이상의 변수를 계산하는 단계, 그리고 하나 이

상의 변수 그리고 분해물의 각각을 위한 분석 벡터들에 기초한 계산 방정식을 해결함으로써 상기 혼합된 샘플 내의 

상기 분해물의 농도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샘플 내에서 감지 글루코오스를 위한 바이오센서이다.

도 2 는 수소 과산화물의 증가하는 양에 따른 전류 내의 증가를 보여주는 조정 커브이다.

도 3 은 아스코르브산의 증가하는 양에 따른 전류 내의 증가를 보여주는 조정 커브이다.

도 4 는 아스코르브산의 증가하는 양으로부터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바이오센서 판독을 표시하는 차트이다.

도 5 는 실시예에 따른 아스코르브산의 간섭 효과를 여과하기 위한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을 이용하는 샘플에서 감지 

글루코오스를 위한 바이오센서이다.

도 6 은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프로세싱 바이오센서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 다이어그램이다.

도 7은 또 다른 실시예와 일치하는 프로세싱 바이오센서 신호들을 위한 시스 템이다.

도 8은 설명적 실시예와 일치하는 샘플에 적용되는 파형을 위한 포맷을 보여준다.

도 9는 도 6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설명적 실시예와 일치하는 샘플에 적용되는 파형을 보여준다.

도 10 은 설명적 실시예에서 아스코르브산만을 또는 수산화 과산화물만을 포함하는 샘플들에서 특정 주파수에서 복

소 푸리에 계수들을 보여주는 차트이다.

도 11(a) 그리고(b)는 각각, 수소 과산화물 그리고 아스코르브산을 위한 조정 커브를 도시한다.

도 12 는 설명적 실시예에서 수소 과산화물 그리고 아스코르브산의 혼합된 샘플에서 특정 주파수에서 복소 푸리에 계

수들을 보여주는 차트이다.

도 13 은 설명적 실시예의 결과를 보여주는 차트이다.

도 14 는 또 다른 설명적 실시예와 일치하는 프로세싱 바이오센서 신호들을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 다이어그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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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도 14의 방법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취해질 수 있는 특정 기준 판독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테이블이다.

도 16 은 도 14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제 2 설명적 실시예와 일치하는 샘플에 적용되는 파형을 보여준다.

도 17 은 상기 제 2 설명적 실시예에서 상기 측정기를 트레인(train)하기 위해 테스트 데이터로서 사용되는 데이터 지

점의 세트를 보여준다.

도 18 은 어떻게 상기 다중-변수 측정기들의 평균 RMS가 도 14의 설명적 실시예와 일치함에 있어 변화할 수 있는가

를 설명하는 구조적 차트이다.

도 19 는 상기 제 2 설명적 실시예의 결과를 보여주는 차트이다.

도 20 은 또 다른 설명적 실시예와 일치하는 글루코오스 미터이다. 그리고

도 21 그리고 도 22는 각각 대안적 자극 파형 그리고 응답의 실시예를 보여준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당해 발명의 다수의 설명적 실시예와 관한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며, 이의 실시예들이 첨부되는 도면에 보인다.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것은, 상기 동일한 기준 번호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에 관해 언급하는 도면을 통해 이용될 것

이다.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기술들을 통해 센서들의 생산성 그리고 선택성을 향상하기 위해 여기서 제공되었다. 특히, 특정

설명적 실시예들과 일치하여, 선택 ESS로부터 전체 측정된 신호까지 신호 분배를 바람직하게 정량화하고 분해하기 

위해, 분해와 같은 전기 화학적 신호 소스들(ESS) 간의 구별을 위해 여기서 제공된다. 이런 방식으로, 아스코르브산과

같은 오버랩핑 분해의 간섭 분배는 실질적으로 글루코오스와 같은 목표 분해물의 정량을 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감

소된다.

도 5-7은 적용된 전압 파형으로의 응답에서 전기화학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분해물의 신호 분배를 결정

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의 설명적 실시예이다. 상기 상대적 신호 분배들은 그 후 하나 이상의 분해물들의 농도를 결

정 하기 위해 상기 전체 측정된 신호와 비교된다. 도 6은 흐름 다이어그램 형태에서 방법을 설명한다.

도 5에 보이는 것과 같이, 상기 방법은 도 1의 바이오센서로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

어(17)를 부가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DSP(17)는 간섭 분해 아스코르브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상기 

전류 신호(7)의 실질적으로 전체 또는 일부로부터 수학적으로 여과되는 측정되는 신호 상에서 수학적 작동들을 수행

하고 그리고 상기 원하는 분해 신호(3)로부터 분배가 정량화 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상기 신호 출력(19)이 상기 

샘플에서 글루코오스의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한다. 도 7은 도 6의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의 더 상세한 실시예를 보여주나, 도 6의 방법이 다른 시스템들 그리고 장치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야만 한다. 도 7의 시스템은 예를 들어, 혈액에서 테스팅 글루코오스 농도를 위해, 핸드헬드 테스터로서 차례로 구현

될 수 있다.

도 6과 관련하여, 파형 형태는 기준 데이터(스텝 105)를 모으기 위해 그 자체에 의해(간섭 신호를 또한 일으키는 다른

분해물 없이) 각 분해물의 알려진 농도를 포함하는 샘플들에 적용되도록 선택된다. 이 실시예에서, 상기 파형은 아스

코르브산 없이 버퍼 내에 수소 과산화물의 다른 농도를 포함하는 샘플들로부터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사용되고 그 후

상기 파형은 수소 과산화물 없이 버퍼 내에 아스코르브산의 다른 농도를 포함하는 샘플들로부터 데이터를 모으기 위

해 사용된다. 이 동일한 파형은 양 분해물들의 알려지지 않은 농도의 혼합을 포함하는 샘플에 적용 된다. 이 실시예에

서, 수소 과산화물은 원하는 (또는 목표) 분해물로서 확인되고 그리고 아스코르브산은 간섭 분해물이 되도록 식별된

다.

바람직하게, 상기 자극 파형은 큰 진폭 파형이다. 상기 '큰 진폭 파형'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상기 샘플로부터 비선형 

신호 응답을 생성할 파형(특히 변화의 50mV 이상)을 표시한다. 상기 파형은 경험적 시도들 그리고 검출 과정에 관여

하는 상기 프로세스들의 이론적 숙고의 결합을 통해 선택될 수 있다. 상기 파형의 선택은 특정 분해에 의해 발생되는 

특정 유일한 신호 특징을 획득하기 위해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 숙고의 결합을 통해 행해진다. 상기 요소들은 일반적

으로 분석 신호가 재반응 비율 그리고 체계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식되고, 일반적으로 상기 재반응의 활동 

그리고 상기 분석의 전송 특징을 언급한다. 재반응 활동 또는 전송 특징들의 비율은 자극 파형의 형태의 선택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빠른 활동 그리고 전송 특징들을 지닌 재반응은 일반적으로 전압 교란에 대한 응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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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평형을 재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처리들을 지닌 프로브 분석들을 원한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전압을 선

택할 수 있어야 한다. 대안적으로, 일부 분석들은 느린 활성 또는 전송 특징들을 지니고 평형을 재설립하기 위해 더 긴

시간을 취한다. 따라서 보다 느리게 변화하는 전압 파형들을 지닌 이러한 것을 프로브 할 수 있다.

파형을 선택할 때 유의해야할 요소들은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산화의 비율을 일반적으로 증가시킬 기준 전극에 대한

워킹 전극의 좀 더 포지티브(positive)한 전압의 이용을 포함한다. 유사하게, 상기 기준 전극과 관련된 상기 워킹 전극

의 좀 더 네거티브(negative)한 전압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환원의 비율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활성의 비율이 상기 

분해물의 전송 비율보다 훨씬 더 빨라질 때(주로 확산에 의해), 또한 적합한 방향( 산화를 위해 양쪽으로 또는 환원을 

위해 네거티브 쪽으로)에서 상기 전압을 증가함으로써 활성의 비율을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류 흐름을 상당히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특정 파형 포맷이 도 8에 보인다. 변화(38,42)의 비율들은 변화의 비율과 동일한 것이 동일하거나 반대가 된다. 상기 

V1-V2의 절대값은 모든 응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로 100mV보다 더 크다. 아래에 

상세히 설명된 실시예에서, 글루코오스 모니터링을 위한 적합한 파형이 도 9에 보인다.

상기 파형을 선택한 이후, 데이터는 그들에 의한(스텝 105) 상기 목표 그리고 간섭 분해물들의 다른 농도들을 포함하

는 샘플들로부터 모인다. 예를 들어, 과산화물 그리고 아스코르브산의 농도를 결정하고 구별하기 위해, 다음의 농도들

, 과산화물의 경우 : 0mM, 0.1 mM, 0.2 mM, 0.3 mM, 0.5 mM, 1.0 mM, 2.5 mM, 3.0 mM, 3.5mM, 4.0 mM, 4.5 m

M, 5.0 mM 의 각각을 위해 선택된 파형을 이용하는 5개의 반복된 측정들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동일한 아스코

르브산 농도를 위한 5개의 반복된 측정들을 만들 수 있다.

결과적 전류로부터 변수들의 세트(하나 이상의 변수들)는 그 후 각 측정(스텝 110)으로부터 계산된다. 상기 선택된 

변수 세트는 각 분석의 상대적으로 유일하고 측정할 수 있는 특징들을 드러낸다. 변수는 상기 신호의 특징이 될 수 있

거나, 또는 신호의 어떠한 부분의 기능일 수 있다. 변수들의 예는 다양한 주파수에서 푸 리에 변화 계수들과 같은 주파

수-영역 아이템들을 포함한다. 변수들의 또 다른 실시예들은 상기 신호의 특정 지점에서 신호의 기울기와 같은 시간-

영역 특징들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포함한다. 상기 신호의 특정 지점에서 신호의 기울기, 상기 신호의 일부 부

분의 상승 또는 침식 비율, 상기 신호의 일부 부분의 평균 값, 시간의 일부 지점에서 상기 신호의 값, 신호의 피크 또는

계속을 생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압 등이다. 이 설명적 실시예에서, FFT(fast Fourier transform)에 의해 계산되는 

푸리에 계수들의 값은 관심 신호가 되도록 지정된 변수들이다. 따라서 측정되는 각 신호의 상기 FFT 가 계산되고 그

리고 상기 FFT 계수들은 컴퓨터 메모리 내에 저장된다.

스텝(102,125)에서 상기 주파수는 상기 분해물들 간의 상기 FFT 계수의 최상 분해를 주는 것으로 선택된다. 이는 각

주파수(스텝 120)에서 상기 FFT의 실수 대 허수 값을 그림으로써 행해진다. 따라서 일련의 플랏들은 한 축에서 FFT

계수의 실수 값 그리고 다른 축에서 FFT 계수의 허수 값을 갖도록 생성된다. 그 결과 128 주파수들이 고려되고 있으

며, 각 주파수를 위해 128 개의 다른 플랏들이 구성된다.

각 플랏은 모든 데이터 지점들(각 분석의 다른 집중에 대응하는)을 위한 하나의 주파수에서 상기 FFT 값(실수 대 허

수)을 보여준다. 상기 플랏들은 어떠한 주파수가 상기 두 개의 분석 벡터들(스텝 125)간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이탈에

대응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스크린 된다. 이것은 상기 분석 벡터들 간의 '각도 분리'(각도 또는 위상각도 분리)로서 

언급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상기 위상 '분석 벡터'는, 측정되고 있는 특정 변수에 대응하는 상기 공간의 각 차원

-다중차원 공간 에서 고려될 때 증가하는 분석 농도의 방향에 평행한 방향을 지니는 길이(일반적으로 길이가 1임에도

불구하고)의 벡터를 표시한다. 상기 분석 벡터들 간의 상기 각도는 벡터 도트 곱으로서 알려진 선형 대수학 기술을 이

용하여 계산될 수 있거나 또는 단순히 상기 플랏의 검사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부가적으로, 분리의 정도를 제외한 요소들은 상기 주파수를 선택할 때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데이터 지점 

상의 분산은 고려되어야만 한다. 잘 분리된 벡터들의 세트는 상기 분산으로부터 잡음이 매우 크지 않는 경우 바람직

하지 않다. 상기 분석 농도에 대한 신호의 민감도가 또한 고려된다. 예를 들어, 상기 벡터들은 잘-분리되었으나, 상기 

분석 신호들은 약하다. 따라서 특정 주파수에서 신호의 1 유닛을 발생하기 위해 분석의 10mM 가 걸리는 반면, 또 다

른 주파수(또는 변수들의 세트)는 벡터 분리가 더 작은 곳에서 선택되고, 상기 신호는 상당히 더 크다.(예를 들어, 분

석의 10초는 신호의 100 유닛을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과 같은 다른 이점들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 덜 분리

된 벡터 변수들을 선택한다.

다음으로, 스텝 130에서, 선택 각도 분리를 제공하는 상기 선택된 주파수에서, 다음의 수학적 분량들이 계산된다. 각 

분석 벡터와 동일한 방향 내에 놓인 각 유닛 벡터의 값(즉, 도 10에서 상기 분석 벡터(103 그리고 106)의 각각과 동일

한 방향을 지닌 길이 1의 벡터를 결정한다), 복소수 평면에서 상기 벡터의 길이로 분석의 농도와 관련된 측정 커브의 

값, 그리고 '공백' 버퍼 신호 벡터의 값이다. 상기 공백 버퍼 신호 벡터는 양 분석의 결여 내에서 측정되는 신호를 나타

낸다. 따라서 상기 공백 버퍼 신호는 아래에서 어떠한 분석이 존재하지 않을 때 존재하는 베 이스라인 또는 배경 신호

로서 생각된다( 다른 상수들이 아래에서 설명된 측정 방정식에서 베이스라인 신호로서 사용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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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스텝 135에서, 스텝 130에서 계산된 상기 값들이 상기 목적 분석 집중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

정식을 설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기 목적 그리고 간섭 분석의 알려지지 않은 집중을 포함하는 샘플들이 이제 측정될 수 있다. 스텝 140에서, 전극들

은 테스트 되는 샘플들과 접촉한 전해질 속으로 놓인다. 스텝 100에서 선택된 동일한 파형은 상기 워킹 전극(스텝 14

5)으로 적요된다. 특정 환경 하에서, 샘플과 접촉하는 전해질에서 전극들을 놓는 것에 앞서 상기 파형을 적용하는 것

이 또한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기 샘플이 먼저 상기 전극들과 접촉으로 들어갈 때 상기 시간을 감지하는 것이 도움

이 되며, 모니터 되어야 할 그리고 알려질 필요가 있는 재반응의 정확한 시작 시점의 매우 빠른 재반응이 있는 경우이

다.

스텝(155)에서, 상기 빠른 푸리에 변환은 상기 측정된 신호의 전체 또는 부분을 취하고 그리고 상기 푸리에 계수들은 

스텝(125)에서 동일한 선택된 주파수에서 계산된다. 이 값은, 복소수, 상기 원하는 분석의 집중을 계산하기 위해 스텝

(135)에서 결정되는 방정식에서 사용된다. 상기 특정 분석 집중은 그 후 유용한 방법으로 출력이며, 예를 들어, LCD(

스텝 165) 상에 디스플레이 된다. 대안적으로, 그것은 단순히 저장될 수 있거나 그리고/또는 연속된 프로세스에서 사

용된다.

도 7은 도 6의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여준다. 그러한 시스템은, 예를 들어, 혈액 내의 글루코오스 농도를 

감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테스터로서, 핸 드헬드 테스터로서 구현된다. 상기 시스템은 샘플(2)에서 독립적인 분석에 

의해 발생되는 전기화학 신호 소스들(ESS)(4)을 감지하기 위한 변환기(6)를 포함한다. 변환기(6)는, 예를 들어, 도 1

에 보이는 효소-코팅된 전극이다. 즉 샘플 2와 접촉된 전해질 내에 배치된다. 변환기들의 다른 실시예들은 전기 화학

적 변환기들로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 또는 화학적으로 수정된 전극들, 얇은 막들을 지닌 전극에 제한되는 것

은 아니나 이들을 포함한다. 제어 신호(34)는 필터 프로세스(10)(스텝 145)를 통해 변환기 제어 장치(12)로부터 상기

변환기에 적용된다. 시간 영역 신호(36)는 변환기(6)에서 발생되고, 필터 프로세스(8)에 의해 필터 되며, 그리고 변환

기 제어 장치(12)(스텝 150)에서 저장된다. 상기 변환기 제어 장치(12)는 시간의 함수로서 상기 적용된 전압(34) 그

리고 상기 측정된 전류(36)를 측정한다.

상기 신호는 다시 예를 들어, 안티-알리어싱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그리고/또는 밴드

스탑 필터일 수 있는 필터 프로세스(14)에 의해 필터 된다. 상기 신호는 그 후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16)를 이용하

여, 장치(18)를 계산함으로써 신호의 디지털 프로세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날로그로부터 디지털로 변환된다. 상

기 디지털 계산 장치는, 예를 들어,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칩일 수 있으나 또한 아날로그 회로, 디지털 회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들, 그리고/또는 광학 계산 장치를 포함한다. 또한,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이 상기 신호(36) 상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앞선 프로세싱은 또한 등가 아날로그 회로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계산 장치는 그것을 고쳐 만들기 위해 상기 신호를 필터 하는 필터 프로세스 (20)를 포함하고 그리고/또는 상기 신호

를 디지털 프로세싱에 더 적합한 보다 광학 파형으로 변환한다. 상기 필터 프로세스(20)는 상기 신호 내의 다른 스펙

트럼 성분들을 향상하거나 그리고/또는 억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필터링 프로세스는 상기 위상

각 스펙트럼 그리고 상기 크기 스펙트럼을 변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기 신호의 상기 스펙트럼 특징들을 변화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하이, 미드, 그리고/또는 로우 주파수 변화들을 감소하기 위해 상기 신호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스펙트럼 분석 프로세스(22)는 그 후 상기 신호(스텝 155 참고)의 각 주파수 성분의 크기 및 위상 각도를 발

생하는 빠른 푸리에 변환과 같은 수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상기 신호의 부분 또는 전체 상에서 

수행된다.

분리 및 정량화 프로세스(24)는 그 후 22(스텝 160 참고)에 의해 처리되는 신호의 스펙트럼 내용상에서 수행된다. 프

로세스(24)는 데이터 소스(26)(스텝 135)로부터 각 ESS의 알려진 스펙트럼 특징들 상에 기초하여 구성되는 방정식

들의 세트를 이용한다. 데이터 소스들(26)은 어떻게 각 ESS가 상기 샘플 내에서 다른 ESS 들과 상호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방정식, 각 ESS의 전기 화학적 분석에 의해 수집된 각 ESS의 알려진 스펙트럼 특징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

고/또는 각 ESS가 어떻게 상기 변환기에 의해 측정되는 신호를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방정식 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데이터 소스(26)를 이용하는 것, 분리 그리고 정량화 프로세스(24)는 상기 전체 측정된 신호(스텝 160 참고)의 각 ES

S로부터 상기 신호 분배를 정량화 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방정식들의 세트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일단 전압 그리고 전류 신호들은 계산 장치(18)에 의해 획득되어 왔고, 시간에서 기준 지점으로 취해졌다. 

일반적으로 이 기준 지점은 전압 신호(34)와 관련하여 취해지고, 이는 독립적 변수이며, 상기 전류 신호(36)는 종속 

변수이다. 예를 들어, 기준 지점과 같은 원형 볼트미터를 이용하는 것은 도 8에 보이는 것과 같이 V1의 값에 도달하는

적용된 전압에서 시간으로서 취해질 때이다. 전류 및 전압 값들은 모두 시간(스텝 150)에서 기준 지점에 상대적인 시

간의 함수로서 기록된다. 상기 주파수 스펙트럼은 그 후 스펙트럼 분석 프로세스(22)에 의해 상기 전류 신호를 위해 

계산된다. 이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수행되나 상기 최고의 일상적 방법은 빠른 푸리에 변환, 분절 푸리에 변환 또는 다

른 유사한 방법(스텝 155)을 통해 상기 푸리에 변환을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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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류 신호의 스펙트럼을 계산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결과- 위상각도 스펙트럼 그리고 크기 스펙트럼-들을 

제공한다. 상기 위상각도 스펙트럼은 ESS로부터 신호 분배의 강도에 독립적일 것이나, 상기 크기 스펙트럼은 ESS로

부터 신호의 분배 강도의 함수일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기 크기 스펙트럼은 상기 샘플 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전기액티

브 화학 종류들의 농도에 의존 할 것이고 그리고 상기 위상 각 스펙트럼은 농도와 함께 변하지 않는다.

주파수 분석(22)으로부터 스펙트럼 특징들은 상기 다른 ESS들(4)로부터 일어나는 측정된 전류 신호의 성분을 용해

하고 분리하기 위해 그리고 상기 전체 측정된 신호(36)로 각 ESS(4)의 분배를 정량화하기 위해 분리 그리고 정량화 

과정에 의해 사용된다. 상기 다른 신호로부터 특정 ESS로부터 신호를 확인하고 그리고 분해하기 위해 어떻게 이러한 

특징들이 이용되는지의 한 실시예는 특정 ESS로 유일한 '지문'신호로서 사용되는 각 ESS 로부터 상기 위상 각 스펙

트럼이 사용된다. 그리고 크기 스펙트럼은 현재 신호의 양을 표시하기위해 사용된다. ESS의 상기 위상 각 스펙트럼에

관한 정보는 데이터 소스(26)로부터 있고 그리고 단지 하나의 ESS(스텝 105- 135)를 포함하는 샘플들의 분석으로부

터 스펙트럼 분석 데이터를 포함한다.

ESS 로부터 신호 강도의 정량화는 그 후 데이터 소스(30)로부터 다른 상대적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유도된 양들을 

계산하기 위해 유도된 분량 계산 과정(28)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유도된 데이터의 한 실시예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

나, 목표 분석(스텝 130 참고)을 위해, 예를 들어, 측정 커브들과 같은 측정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샘플 내의 목표 분

석의 농도를 계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출력(32)은 그 후 LCD 읽어내기(스텝 165 참고)를 포함하는 이용 가능한 

포맷 내에 주어질 수 있다.

실시예

실시예 1:

도 6의 방법 그리고 그것에 의해 수행되는 시스템의 실시예는, 예를 들어 3h 7의 시스템은, 과산화물 그리고 아스코

르브산을 포함하는 샘플의 농도를 분석하는 용어로 설명된다. 도 9에 보이는 700mV 전압 자극 파형이 사용된다.(스

텝 100). 상기 자극 파형의 스캔 비율은 업스캔(upscan) 그리고 다운스캔(downscan) 방향 모두에서 초당 100mV 이

었다. 그 결과 초래되는 전류를 40hz의 샘플링 주파수에서 시간마다 샘플 된다. 상기 전류 신호의 스펙트럼 내용은 상

기 빠른 푸리에 변환(스텝 110)과 함께 계산된다.

도 10은 상기 분석 벡터들 간의 최고의 분리를 지닌 4506 Hz에서 복소수 푸리에 계수를 보여준다. 상기 오픈 평방제

곱은 과산화물을 포함하고 어떠한 아스코르브산도 포함하지 않은 샘플과 함께 만들어진 측정을 표현한다. 상기 검정 

삼각형들은 아스코르브산을 포함하고 어떠한 과산화물도 포함하지 않은(스텝 105-120) 샘플과 함께 만들어진 측정

들을 표현한다. 벡터(101)는 베이스라인 배경 신호( )를 나타낸다. 분석 벡터(103)는 ( )을 따라 움

직이는 과산화물의 증가하는 농도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와 동일한 방향 내에 있다. 분석 벡터(106)는 아스코

르브산 이동( )의 증가하는 양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와 동일한 방향 내에 있다. 따라서 상기 과산화물 

신호는 단지 복소평면에서 한 방향 내의 그 자체를 명백히 하고 그리고 상기 아스코르브산 신호는 상기 복소평면에서

다른 방향을 따라 그 자체를 명백히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경우에서, 다음의 방정식들이 획득된다.

그 곳에서 그리고 는 단위 길이의 벡터들이다.

측정 커브들은 그 후 구성된다.(스텝 130). 도 11a 그리고 11b는 상기 경험 적 원점에 대해 취해지는 특정 단위 벡터

의 방향 내에서 각각 과산화물 그리고 아스코르브산 측정 커브들이다. 상기 경험적 원점은 에 의해 주어진

다. 즉, 신호의 크기는 상기 복소 데이터 지점(107 그리고 109)의 각각으로부터 를 공제하고 그리고 그 후 

상기 (0,0)에 의해 주어지는 상기 원점으로부터 Eucidean 거리를 계산한다. 상기 크기는 상기 전류 신호에 비례하는 

임의의 단위(며) 내에서 표현된다. 그러나 FFT 계수를 계산하는 특징에 따라, 상기 실제의 크기는 상기 FFT 내에 사

용되는 다수의 샘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같은 전류의 상수 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성을 위해, 상기 FFT의 



공개특허 10-2004-0077722

- 9 -

크기들이 임의의 단위 내에 주어진다.

상기 측정 방정식들은

I H2O2 = 87.89 *[H2O2] 또는

[H2O2]= I H2O2 /87.89

그리고

I AA =14.949*[AA] 또는

[AA] = I AA / 14.949

그 곳에서 I 는 au에서 주어지는 신호 크기이고 그리고 농도들은 mM 내이다. 상기 측정 커브 계수들은 두 개의 신호

들의 분리가 수행된 이후에 상기 벡터 정보와 함께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벡터 관계들로부터, 다음이 획득된다.

그 곳에서 total은 일부 주어진 샘플로부터 획득되는 FFT 값이다. 이 경우에서, 두 개의 알려지지 않은 (a 그리고

b) 그리고 두 개의 방정식(스텝 135)이 있다. 일단 a 그리고 b가 풀리면, 그 결과의 답은 각각 과산화물 그리고 아스코

르브산을 위해 명백히 측정된 신호 크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적실들을 이용하여, 과산화물 그리고 아스코르브산의 농도는 주어진 샘플에서 결정될 수 있다. 이러

한 방정식들의 이용으로, 과산화물 그리고 아스코르브산의 혼합된 양을 포함하는 다수의 샘플들이 측정된다. 도 12 

는 모 여진 데이터 포인트들을 보여준다. 점선(116)은 증가하는 과산화물의 양과 함께 1.8mM 아스코르브산을 포함

하는 샘플로부터 측정들을 보여준다. 상기 오픈 서클들은 total 에 의해 주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 주파수에서 FF

T의 복소수 값을 표현한다. 그것은 과산화물의 농도가 변화될 수 있다는 보여주고, 데이터 포인트들은 점선(116)에 

평행한 (103)에 의해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방향을 따라 이동한다.

점선(113)은 증가하는 아스코르브산의 양과 함께 과산화물 1.0mM를 포함하는 샘플로부터 측정을 보여준다. 상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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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진 서클들은 이 주파수에서 FFT의 복소 값을 표현하고 그리고 total 에 의해 주어질 수 있다. 과산화물의 농도

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상기 데이터 포인트들은 점선(116)에 평행한 (106)에 의해 주어지는 방향과 동

일한 방향을 따라 이동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각 분석에 대한 위상각은 서로 다르고 그리고 다른 샘플에 대해 상수 값을 유지한다.

벡터(101)는 를 표시한다. 위의 방정식들을 이용하여, 혼합된 샘플들 내의 측정된 데이터 포인트들의 각각

은 명백한 [H202]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 실시예에서 관련성의 분석이다.

상기 결과들이 도 13에 보이고, 그곳 내에 두 개의 샘플들의 족들이 설명된 다. 샘플들 중의 하나의 족은 과산화물이 

없으나, 아스코르브산의 양에 따라 변화한다. 이 세트를 위해, 상기 명백한[H202] 는 점선(117)에 정확하게 표시된 

것과 같이 0mM에 가까워야만 한다. 샘플들의 제 2 가족들을 위해, 과산화물의 상기 농도는 1.0mM에서 유지되고, 그

리고 아스코르브산의 변화하는 양들은 상기 샘플에 부가된다. 이 경우에서, 상기 명백한 [H202]는 위쪽의 점선(119)

에 정확하게 표시된 것과 같이 1mM에 가까워야만 한다.

따라서 앞선 방법과 함께, 상기 아스코르브산 신호 그리고 상기 과산화물 신호 간의 뛰어난 해결은 아스코르브산의 

존재 내의 과산화물의 선택적 모니터링을 허용하기 위해 또는 그 반대를 위해 설명된다.

도 6에서 보이는 앞선 설명적 실시예에서, 상기 빠른 푸리에 변환의 하나의 주파수가 고려된다. 게다가, 단지 두 개의 

변수들, 그 하나의 주파수의 상기 실수 그리고 허수 부분들은 상기 분석 벡터들(스텝 125)의 각각의 각 내에서 분리를

결정함에 있어 함께 고려된다. 그러나 또 다른 설명적 실시예에 따라, 특정 환경 하에서, 더 큰 분리 그리고 상기 분석

들 간의 더 나은 해결은 단지 하나의 주파수의 실수 그리고 허수 부분들이 고려되는 경우,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변수들이 사용되는 경우에 획득된다.

예를 들어, 1Hz의 실수 부분 대 4Hz의 허수 부분을 또는 3Hz의 실수 부분 대 12 Hz의 실수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상기 유닛 벡터가 세트되는 그곳 내의 상기 공간은 더 높은 차원들로 확장될 수 있고, 이것은 벡터들 간의

분리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Hz의 상기 실수 부분은 9Hz의 실수 부분 대 8Hz의 허수 부분 과 비교될

수 있다. 상기 데이터 벡터들 간의 상기 각은 이미 2-차원 공간과 같은 방법에서 계산된다. 따라서 더 높은 차원 변수

들을 바라보는 이점은 상기 분석 벡터들의 더 큰 분리를 초래하는 상기 변수들을 선택하기 위한 더 많은 자유를 준다.

더 많은 변수들을 이용하기 위한 또 다른 이유는 특정 분석의 정도와 높게 관련되는 특정 신호 특징들을 집고 선택할 

수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상기 측정된 전류 신호의 특정 섹션의 경사가 특정 분석의 농도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발견

한다. 이 신호 특징이 어떠한 하나의 FFT 계수에 의해 완전히 캡처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분리된 변수로서 시간 

영역에서 신호의 경사를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4는 다수의 변수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주파수 그리고/또는 시간-영역 변수들을 이용하는 분석 농도들을 결

정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스텝 200은 위에서 설명되는 스텝(100)과 유사하다. 이 때 상기 샘플에 적용되는 파형

이 선택된다. 가능한 신호 특징들이 그 후 아래에서 설명되는 측정 알고리듬 내의 변수들로서 사용되는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변수로서 이용하는 가능한 특징들은 FFT에 의해 계산되는 것과 같은 주파수들 또는 특정 주파수에서 상

기 푸리에 계수들(실수 또는 허수), 신호(예를 들어, 신호의 꼬리 끝과 같은)의 일부 부분의 실수 또는 허수, 푸리에 계

수, 시간의 일부 부분에서 신호 커브의 경사, 상기 신호의 일부 부분의 지수적 증가 또는 감소의 비율, 발생한 신호의 

특정 피크 또는 골에서 전압, 신호에서 특정 피크 또는 골에서 값 등을 포함한다.

그 자체에 의한 각 분석에 대한 모임 데이터를 포함하는 스텝 105에서 이전 의 실시예와 달리, 데이터는 양 분석의 다

른 농도들을 포함하는 다른 분석 농도의 행렬로부터 모아진다. 예를 들어, 도 15의 행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샘플

들은 기록된 신호들과 함께 데이터 세트(650)를 생산하는 데이터의 5개의 반복을 얻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각각의 샘

플과 다른 샘플 전체(130)를 초래하는 아스코르브산 그리고 글루코오스의 알려진 농도의 각각으로부터 취해질 수 있

다.

스텝(215)에서, 관련 변수의 각각을 위한 값들이 데이터 세트 내의 각 신호를 위해 계산되고 그리고 메모리 내에 저장

된다. 240을 통한 스텝들(220)은 선형 평가기를 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스텝(220)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상기 방

법은 하나의 변수 선형 평가기와 함께 시작한다. 따라서 N=1인 곳에서의 경우, 랜덤화 된 크로스 유효성 방법은 테스

팅 서브셋으로서 데이터의 반 그리고 서브셋을 트레이닝 하는 것으로서 데이터의 반을 이용함으로써 수행된다.

랜덤화 된 크로스 유효성 기술은 Gene H.Golub, Michael Heath and Grace Wabba, ' Generalized Cross Validatio

n as a Method for Choosing a Good Ridge Parameter', Technometrics 21, pp.215-223(1979) 에 설명된 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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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최적 수의 변수들이 그것을 위해 평균 RMS(평균 제곱근)가 가장 낮은 곳을 발견할 수 

있다. 더 많은 변수들을 지닌 선형 평가기를 구성하는 동안, 상기 평가기의 RMS 에러는 특정 최소값으로 감소할 것이

다. 또한 다수의 변수들 내의 증가는 상기 평가기들의 수행을 악화시키고, 그것으로 증가하는 RMS 값들을 준다. 유의

할 것은 RMS 를 제외한 정확성의 일부 측정은 조정된 RMS , 분산, 표준 편차 등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변수들과 함께 시작하고 증가하는, 상기 평가기가 구성되고(스텝 230) 그리고 그의 수행이 상기 RMS를 계산

하고 데이터의 서브세트를 이용하는 분석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결정된다. 랜덤화 된 크로스 유효성 방법을 이용할 때,

상기 변수들 중의 어느 것과 함께라도 시작할 수 있거나 또는 더 많은 변수들을 이용하는 평가기들을 세울 때 변수들

의 특정 오더링은 구체화 될 수 있다.

사용되는 선형 평가기 방정식의 일반적 형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 곳에서,

ㆍ[Analyte(n)] 은 샘플 n을 위한 평가된 분석 농도이다.

ㆍY k 는 특정 주파수에서 FFT 계수의 실수 또는 허수 부분과 같은 변수이다. 그리고

ㆍ h k 는 변수들이 지니는 상기 정보의 측정과 또는 변수를 위한 관련 웨이트이다.

스텝 240을 통한 스텝 225는 단순히 차원의 이점이라기보다 정보 내용에 기초한 평가기 수행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최대 다수의 변수들을 결정한다. 차원적 이점은 수집된 데이터의 세트를 설명하는 매우 많은 변수들이 있을 때 발생

한다. 하나의 실시예는 5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는 곳에서 상황을 포함한다. 5개의 변수들로 구성되는 모델은 상

기 5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의 각각을 교차하기 위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상기 평가기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

기 동일한 데이터 세 트에 대해 테스트 될 때 RMS=0을 생성하는 평가기를 초래하며,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잘못 

나타나는 측정 방정식을 제공한다. 따라서 강도(robustness)의 원하는 레벨을 유지하는 동안 최적의 수행을 획득하기

위해 최대의 허용 가능한 다수의 변수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4에 표시된 상기 방법에서, 이는 랜덤화 된

크로스 유효화 분석의 과정을 이용함으로써 획득된다.

각 평가기는 테스팅 데이터 서브셋(스텝 235)의 목표 분석 농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기 목표 분석들의 정확

한 농도들은, 평가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상기 테스팅 서브셋 내의 상기 샘플들의 각각 내에 알려진다. 이미 기록된 상

기 데이터 신호는 상기 평가기에 의해 주어지는 상기 방정식에 따라 처리된다.

상기 평가기는 단지 처리된 상기 테스트 신호로부터 초래되는 상기 분석의 농도에 관한 숫자를 산출할 것이다. 다른 

말로, 상기 평가기는 상기 테스트 데이터 신호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기 목표 분석의 농도를 측정할 것이다. 상

기 평가기의 수행을 테스트하기 위해, 상기 선형 평가기 그리고 상기 알려진 목표 분석 농도 간의 상기 에러가 계산된

다(스텝 235). 그러한 에러들을 계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상기 RMS 에러를 계산하는 것이다. 상기 선형 평가기

는 상기 테스트 데이터 서브셋 내의 모든 신호들의 분석 농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각 데이

터 포인트와 관련된 상기 RMS 에러를 계산한다. 각각의 N-변수 선형 평가기와 관련된 상기 RMS 에러는 메모리 내

에 저장된다.

상기 랜덤화 된 크로스 유효화 방법은 트레이닝 서브셋 그리고 상기 테스팅 서브셋(스텝 240)과 같은 새로운 데이터 

서브셋들을 선택함으로써 반복된다. 한-변 수 선형 평가기의 구성은 새로운 데이터 서브셋 상에서 트레이닝 함으로써

반복된다. 다시, 상기 RMS 에러는 선형 평가기를 위한 각 트레이닝 서브셋을 위해 저장된다. 이 과정은 예를 들어 10

00번과 같이 많은 횟수동안 반복된다. 전체 시리즈들의 상기 RMS의 평균이 계산된다. 이는 스텝 230에서 구성된 상

기 선형 평가기의 일반적 수행의 지표가 된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트레이닝 또는 테스팅을 위해 사용되는 상기 데이

터 서브셋들의 선택에 의존하여 더 낫거나 또는 더 악화된 수행을 얻을 수 있다. 랜덤화 된 크로스 유효화 방법을 이

용함으로써, 다른 데이터의 랜덤 선택에 대한 상기 평가기를 테스팅 함으로써 상기 평가기의 수행을 결정함에 있어 

에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일단 한-변수 선형 평가기의 평균 수행이 상기 평균 RMS를 계산함으로써 결정되는 경우, 두 개의-변수 선형 평가기

는 구성되고 평가된다. 상기 제 2 변수는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선택된다. 상기 랜덤화 된 크로스 유효화 테스팅 방

법은 다시 두 개의-변수 선형 평가기(스텝 225-240)의 평균 RMS 수행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단 상기 두 개의-변수 선형 평가기의 수행이 상기 평균 RMS를 계산함ㅇ로써 결정되면, 상기 3개의-변수 선형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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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의 수행이 결정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N개의-변수 선형 평가기로 증가한다. 스텝 205에서 설명된 모든 이용 가

능한 변수들 이 사용될 때, 상기 루프는 끝난다(스텝 245). 다음으로, 다수의 변수들 ㅜ은 가장 낮은 RMS(스텝 250)

을 산출한 상기 평가기에 대응하도록 선택된다.

상기 N개의-변수 평가기가 구성되고 그리고 많은 횟수, 예를 들어 1000회, 재건설된다. 각 횟수마다 트레이닝 그리

고 테스트 데이터(스텝 255-270)의 다른 임의의 선택과 함께 테스트 된다. 상기 평가기는 그 후 원하는 RMS 수행을 

주기 위해 선택된다.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평균 수행을 수행하는 평가기가 선택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어진 데이

터 세트 상의 상기 평가기의 수행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 평가기는 알지 못하는 샘플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할 

준비가 된다. 대안적으로, 가장 좋은 수행을 주는(평균 RMS 수행에 반대되는) N개의-변수 측정기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도 6의 실시예와 달리, 도 14의 실시예는 단일 주파수에서 상기 푸리에 변환의 단지 실수 그리고 허수 성분보

다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며, 그것에 의해 다중-차원 공간에서 유사한 벡터 시스템을 구성한다. 2차원 공간에 의존

하는 도 6의 실시예에서, 그곳의 각 채원은 하나의 변수에 대응한다. 그 실시예에서, 하나의 변수는 푸리에 변환의 실

수 부분이었고 그리고 상기 제 2 변수는 하나의 주파수에서 상기 푸리에 변환의 허수 부분이었다.

도 14의 실시예는 각 차원이 선택된 변수에 대응하는 다중차원 변수 공간상에 의존하고, 그곳 내에서, 최적의 변수들

이 차원적 이점을 압도하지 않는 강한 평가기를 구성하는 동안 좋은 수행을 획득하도록 선택된다. 그리고 더 큰 웨이

트는 충분한 정보인 그러한 변수들로 주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 상기 목표 분석 신호에 더 가깝게 된다. 상기

변수 공간 내의 상기 차원들 각각의 상대적 중요성은 가중되고 그 결과 더 큰 정보 내용을 지니는 그러한 차원들(또는

변수들)은 상기 목표 분석 농도의 최종 상태에 더 크게 공헌한다.

두 개의 변수들을 사용하는 도 6의 실시예 때문에, 즉, 하나의 주파수에서 상기 푸리에 변환의 실수 그리고 허수 부분

들은, 각 변수의 상기 웨이트들은 각 분석 신호의 방향을 설명하는 단위 벡터들 상에 직접적으로 기초하여 계산된다. 

예를 들어, 상기 과산화물 신호 HP 그리고 상기 아스코르브산 신호 AA 이다. 즉, 상기 측정 total = Y 

totalr + ｊY totali 가 이루어질 때, 상기 선택된 주파수에서 상기 측정된 신호의 상기 푸리에 변환의 실수 그리고 상기 

이미지 부분의 각각은 적절히 가중되고, 위에서 설명한 상수 곱에 의해 Y totalr , Y totali 각각은 곱해진다.

다중-차원의 선형 평가기의 이용은 상기 웨이팅(weighting)이 각 분석을 위한 방향성 벡터를 명백히 결정해야만 하

는 것 없이 전체 변수들의 세트에 대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도 6 그리고 도 14에서 모두 설명된 실시예는 여기서 ' 벡터 투영 방법'으로 여겨지는 것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하나 이상의 변수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의 각각은 상기 자극 파형의 샘플로부터 신호의 특징이며, 각 분석을 

위한 상기 분석 벡터를 결정하는 것, 명백성 또는 함축성, 그리고 상기 샘플 내의 분석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상기 분석 벡터들 그리고 상기 변수들의 방향 및 상대적 크기에 기초한 측정 방정식을 성립하는 것을 포함한

다.

실시예 2:

실시예가 도 14에 보이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글루코오스는 간섭제로서 역할 하는 아스코르브산과 함께 상기 

목표 분석이며, 샘플 행렬로서의 혈액이다. 도 16에 보이는 상기 파형은 상기 샘플에 적용되도록 자극으로서 선택된

다.

상기 파형은 주기적 볼트미터(voltammetry) 그리고 DC 암페어미터(amperometry) 모두를 결합한다. 상기 전압은 2

50mV/s에서 위쪽 방향에서, -250mV/s(상기 신호의 CV 부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경사진다. 그리고 57.6 초에서 

시작해서 0.4V에서 상수로 고정되고 그리고 64초(상기 신호의 DC 암페어미터 부분)에서 끝난다.

신호의 '머리'는 0초 그리고 20.8초간의 이 파형과 함께 수집된 신호를 언급한다. 이 경우, 40Hz에서 상기 신호는 샘

플 되고, 그것에 의해 833 샘플들을 제공한다. 상기 신호의 '꼬리'는 61.475 초 그리고 63.975 초간의 이 파형과 함께

수집되고 101 샘플들을 제공한다.

이 실시예에서, 다음의 원칙들이 관찰된다.

ㆍ 두 개의 분리된 섹션들에서 측정된 현재 신호를 고려하자.

첫째, 상기 FFT를 계산한 상기 신호 그리고 다른 주파수에서 상기 푸리에 변환의 다양한 실수 그리고 허수 부분들의 

적절한 결합을 고려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0Hz에서 상기 푸리에 변환을 계산함으로써 상기 신호의 꼬리로부터 아스

코르브산과 글루코오스 결합된 정보를 캡처하고, 효율적으로 상기 신호의 꼬리의 DC 성분을 모니터링하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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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상기 결과적인 전류 신호의 다양한 특징들과 관련된 다수의 변수들을 이 용하는 선형 평가기를 구성한다. 선형 평

가기를 디자인함에서 결과는 다양한 변수들에 포함된 상기 정보가 상기 평가기의 방정식에 의해 계산된 글루코오스 

농도와 그리고 상기 혈액 샘플 내에 현존하는 실제의 글루코오스 농도 간의 상기 RMS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

한 방법 내에서 가중되는 점이다.

따라서 선형 평가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ㆍ 상기 평가기의 제 1 변수는 Y tail 에 의해 주어진 상기 신호(도 16 참고)의 상기 꼬리의 제 1 FFT 계수(0Hz에 대

응하는)의 실수 부분이 되도록 선택된다.

ㆍ 상기 제 2 변수는 Y headr (0)에 의해 주어지는 상기 신호(0Hz에 대응하는)의 머리의 상기 제 1 FFT의 실수 부분

이 되도록 선택된다. 실수 신호의 모든 경우에서, 상기 0Hz 푸리에 성분의 상기 허수 부분은 항상 0이다. 따라서 이 

변수는 사용되지 않는다.

ㆍ 상기 제 3 변수는 Y headr (0.048)에 의해 주어지는 상기 신호(0.048Hz에 대응하는)의 머리의 상기 제 2 FFT 계

수의 실수 부분이 되도록 선택된다. 그리고

ㆍ 상기 제 4 변수는 Y headr (0.048)에 의해 주어지는 상기 신호(0.048Hz에 대응하는)의 머리의 상기 제 2 FFT 계

수의 허수 부분이 되도록 선택된다. 그리고

ㆍ 차후의 변수들은 스텝 205에 따라, 상기 변수들의 최대의 숫자에 도달할 때까지 상기 신호의 머리 내의 연속적으

로 더 높은 주파수 를 위한 상기 FFT 값의 실수 그리고 허수 부분들 간에서 교차적으로 선택된다. 상기 선형 평가기

를 구성함에 있어 사용되는 최적의 변수들의 수는 여기서 위에서(도면 18 참고) 설명되는 것 과 같은 가장 낮은 RMS

를 제공하는 다수의 변수들을 찾기 위해 상기 랜덤화 된 크로스 유효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확인된다.

따라서 이 실시예에서, 글루코오스 그리고 아스코르브산 농도의 다수의 다른 결합에 대응하는 53 데이터 포인트들의 

세트가 수집된다. 상기 농도 결합 데이터 포인트들(123)이 도 17에 보이는 것과 같은 Cartesian 좌표 시스템 상에 그

려진다. 이평면은 그 후 점선 격자(121)에 의해 보이는 것과 같이 4 섹션들로 분리된다. 상기 전체 데이터 세트는 두 

개의 서브세트들로 대략 분리되고, 그곳에서 하나의 세트는 상기 평가기를 트레이닝 하기 위해 사용되고(즉, 하나의 

서브셋은 선형 평가기 내의 각 변수와 관련된 웨이트들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다른 서브셋은 새롭게 구

성된 평가기의 수행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기 평면의 4개의 섹션들의 각각에서, 포인트들의 반음 임의적으로 트레이닝 서브셋으로서 선택되고 그리고 나머지

는 테스팅 서브셋으로 선택된다. 이 격자를 이용하여, 상기 임의의 선택은 데이터 포인트들의 전체 세트를 가로질러 

보다 평평하게 분배되는 것이 확실해 지고, 그 결과 임의로 선택된 일부 트레이닝 서브셋들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집중 발생되고, 그 결과 서투르게 트레인 된 평가기를 초래한다.

두 개의-변수 선형 평가기를 이용하여, 즉, 하나는 Y tail 그리고 Y headr (0)을 이용하여 구성되고, 상기 변수들의 관

련된 웨이트들은 선형 평가기 이론(스텝 230)과 일치하여 상기 트레이닝 세트로부터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새

롭게 구성 된 평가 방정식은 그 후 남아 있는 테스팅 서브셋(스텝 235)의 글루코오스 농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실제의 농도에 대한 평가된 상기 RMS 에러가 계산된 이후에, 트레이닝 그리고 테스팅 데이터의 다른 임의의 서브셋

이 상기 동일한 전체 데이터 세트로부터 선택된다. 이러한 스텝들은 1000회 반복되고, 그곳에서 매번, 다른 서브셋이

트레이닝 세트 그리고 테스팅 세트로 선택된다. 상기 1000 번의 실행의 평균 RMS 는 그 후 계산된다. 이 과정은 각 

변수를 위해 각 반복에서 선형 평가기에 부가된 하나의 변수들과 함께 반복된다.

도 18은 X-축을 따른 평가기에서 그리고 Y-축 상의 실행의 세트를 위한 상기 평균 RMS에서 사용되는 다수의 변수

들을 그림으로써 랜덤화 된 분석의 특정 결과의 구조적 플랏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다수의 변수들이 

증가함에 따라, 상기 RMS는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다수의 변수들을 넘어서, 상기 RMS는 증가하

고, 평가기 내에서 매우 많은 변수들이 사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 결과 더 적은 강도, 보다 많은 에러-경향의 측정 

방정식을 구성한다. 따라서 최소의 RMS 값에 대응하는 다수의 변수들을 선택함으로써, 평가기 방정식을 구성함에 있

어 최적의 변수들을 이용하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다.

도 18에서 구조적으로 표시되는 것과 같이, 이 실시예에서 4개의 변수 평가기가 최적 구성이라는 것이 발견된다.

그곳에서 Y headr (f)는 실수 부분이고 그리고 Y headi (f)는 측정된 신호의 머리의 주파수 f에서 각각 푸리에 변환의 

허수 부분이다. 그리고 Y tail 은 상기 신호의 꼬리의 0Hz 푸리에 변환 성분의 실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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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혼합된 글루코오스 그리고 아스코르브산 농도를 지닌 다양한 혈액 샘플들이 테스트된다. 혈액

샘플들은 글루코오스 그리고 아스코르브산의 알려진 양들과 함께 준비된다. 도 19는 위의 상기 [글루코오스] 방정식

을 이용함으로써 계산된 측정된 글루코오스 농도를 간섭제로서 아스코르브산의 다양한 농도를 또한 포함하는 샘플들

을 위한 실제의 글루코오스 농도에 대해 보여준다.

라인 149는 실제 글루코오스 농도를 표현한다. 상기 오픈 원들은 1mM의 뒤배경(background) 아스코르브산 농도를 

지닌 샘플들 내에서 만들어진 측정들이다. 상기 채워진 원들은 3mM의 뒤배경 아스코르브산을 지닌 샘플 내에서 만

들어진 측정들이다. 상기 오픈 정사각형들은 4mM의 뒤배경 아스코르브산 을 지닌 샘플들 내에서 만들어진 측정들이

다.

따라서 글루코오스 그리고 아스코르브산의 높은 농도를 포함하는 혈액 샘플들을 위해, 상기 평가 방정식은 아스코르

브산으로부터 상기 신호를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상기 신호의 상기 글루코오스 부분을 측정

할 수 있다.

도 20은 위에서 설명된 다양한 방법들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글루코오스 미터의 설명적 실시예를 보여준다. 상기

미터는 상기 미터에 테스트-스트립을 연결하기 위한 테스트 스트립 커넥터(300)를 포함한다. 상기 테스트 스트립은, 

예를 들 어, 3개의 전극들(작동, 기준 그리고 카운터)을 포함할 수 있다.

신호 조건 회로(302)는 상기 테스트 스트립 커넥터(300)로 연결되고 그리고 상기 테스트 스트립 내의 상기 전극들에 

적용되는 상기 파형의 필터링을 수행한다. 신호 조건 회로(304)는 상기 테스트 스트립으로부터 결과로 생기는 전류 

신호의 필터링을 수행하고 그리고 상기 전류 신호를 기록한다. 회로(302 그리고 304)는 함께 포텐시어스테트(potent

iostat) 회로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다. DAC(306)는 제어기(310)로부터 디지털 신호들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다. 

ADC(308)는 아날로그 신호들을 제어기(310)에 의해 사용을 위해 디지털 포맷으로 변환한다. 제어기(310)는 미터 내

에서 신호들을 처리한다. 예를 들어, 도 6 그리고 14의 앞선 설명적 실시예들에서 배운 방법으로 테스트 스트립 커넥

터에 의해 감지되는 전류 신호들을 처리한다.

버튼들(312)은 사용자에게 상기 미터를 작동하기 위한 사용자를 위한 엔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전력 회로(314)는 배

터리의 형태에서 주로 상기 미터에 전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LCD(316)는 사용자에게 글루코오스 농도를 디스플레이 

한다.

유의할 것은 도 20 미터의 포맷 그리고 도 5-19 내에서 배운 상기 신호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은 글루코오스를 제외한 

분해물들을 감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출원들은, 전기 화학 면역 측정 감지, 산업 가스 센싱(예를 들어, 수

소 가스로부터 방해를 억제하는 동안 시안화물 가스), 물(water) 성질 모니터링(생물학적 또는 독성 메탈들),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교전 대행자의 감지를 포함한다.

여기서 배운 상기 신호 처리 기술들은 또한 존재하는 글루코오스 테스터들과 같은 감지 장치들에 적용될 수 있다. 이 

수정은 존재하는 제어기들로 펌웨어의 형태에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현재 사용하는 제어기들의 실시예들은 Hitac

hi H8/3887, Texas Instruments 3185265-F, Sierra SC84036CV, Amtel S5640 ASIC, NEC FTA-R2 ACIC, Hit

achi H8/3847, Panasonic MN101C097KB1, ASIC(인텔 8051 주위에 만들어진) 등을 포함한다.

상기 펌웨어 업그레이드의 기능은 여기서 배운 다음의 신호 처리 기술들을 구현하는 것이다.

1) 상기 샘플로 주문된 파형을 적용한다. 상기 파형의 모양을 인코드 하는 상기 데이터는 메모리 내에 존재할 것이며,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판독될 것이고, 그리고 상기 원하는 파형은 예를 들어 도 20 의 DAC(306)과 같이, 발

생되고 그리고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컨버터로 적용될 것이다.

2) 결과적인 전류 신호에서 읽기. 상기 펌웨어는 예를 들어 도 20의 ACD(308)과 같은, 상기 아날로그로부터 디지털 

컨버터(상기 테스트 스트립 전극들로부터 감지된)로부터 디지털화된 데이터 내에서 읽기 위해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명령할 것이고 그리고 메모리 내에 상기 디지털화 된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다. 상기 펌웨어는 원하는 데이터 내에서 

읽기에 필요한 메모리 관리를 수행할 것이다.

3) 상기 신호 처리를 구현하기 위해 수학적 연산들을 수행한다. 이는 펌웨어의 명령에 따라 상기 변수들을 계산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글루코오스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평가 방정식(예를 들어, 도 6 또는 도 14의 방법에

의해 발생되는) 내의 이러한 변수들의 값들을 이용한다.

상기 펌웨어에 의해 수행되는 다른 과정들은 상기 존재하는 펌웨어에 남겨지고 그리고 상기 업그레이드의 부분이 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상기 펌웨어는 또한 상기 사용자에 대한 결과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고(예를 들어, LCD(316

) 디스플레이를 통해) 그리고 예를 들어 전력 관리와 같은 상기 미터의 ' 장면 뒤의' 작동들은 데이터의 스크롤링,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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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평균화, PC로의 데이터 전송 등과 같은 사용자의 요청에 응답한다.

당업자에게 있어 명백한 부가적 다양한 수정들 그리고 변화들은 당해 발명의 기술의 영역에 벗어나지 않는 한 만들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큰 진폭 자극 파형은 여기서 설명적 실시예에서 사용된다. 작은 신호 특징들을 지니는 자극 파

형 역시 비선형 응답을 발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자극 파형과 같은 실시예가 도 21에 보이며, 그곳에서 0에서 600mV까지의 스텝 전압이 적용된다. 이 자극은 상기 결

과적인 전류 신호가 0V에서 그의 평형 값으로부터 예를 들어 몇 초들의 과정에 대한 600mV에서 그의 새로운 평형 

값으로까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상기 전류의 이 전이 동안, 파형의 부분(40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작은 크기 전

압 파형(이 실시예에서 작은 진폭 사인 파형)은 상기 신호에 대해 중첩된다. 이는 작은 진폭 전류 응답이 느린 전이 전

류 파형의 탑(top)상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일으킨다.

도 22에 보이는 상기 전체 결과 전류( 즉, 상대적으로 느린 전이 전류에 상대적으로 빠른 사인 파형 전류를 더한 것)는

적용된 사인 파형 전압과 비교할 때 비선형이 된다. 따라서 큰 진폭 스텝 전압은 상기 시스템이 전이 상태에 들어가도

록 일으키나, 상기 전이 상태에 있는 동안, 작은 진폭 전압이 적용된다.

도 22에 보이는 상기 전류 응답과 관련하여, 일단 상기 스텝 전압이 20초에서 적용되면, 상기 전류 신호는 재-평형을

하기 위해 일부 신호를 취하는 것이 관찰된다. 이 일시적인 재-평형 구간동안, 상기 작은 진폭 사인 파형 전압이 적용

된다( 65 초에서 시작). 65초로부터 앞으로, 단지 작은 크기 신호가 적용되는 것을 관찰되며, 그러나 상기 결과적인 

전류가 다수의 주파수 성분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기 결과적인 전류는 비선형이며, 어떻게 작은 진폭 파형이 비선형

신호 응답을 초래할 수 있는지의 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따라서 이 자극 파형은 여기에 설명된 설명적인 실시예에서 

유용하다.

당해 발명은 또한 특정 자극 파형, 파형 모양 또는 변수들의 이용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포텐셔메트릭(poten

tiometric) 방법에서 전류는 적용된 자극 파형이고 그리고 상기 측정된 전압은 사용될 수 있는 결과적인 신호이다. 하

나 이상의 다음의 제한적이지 않은 실시예들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ㆍ 시간에서 일부 지점에서 측정된 그리고/또는 자극 신호의 값들,

ㆍ 상기 측정된 그리고/또는 자극 신호의 전체 또는 일부 부분의 계산된 기능들, 예를 들어,

-상기 신호의 일부 부분의 경사 또는 지점에서 신호의 경사

-상기 신호의 일부 부분에 대한 침식 비율

-상기 신호의 일부 부분에 대한 상승 비율

- 상기 신호의 일부 부분의 평균 값

- 상기 신호의 전부 또는 일부 부분의 주파수 변환(예를 들어, 푸리에 변환, 또는 잔물결(wavelet) 변환 )

- 상기 신호의 일부 부분의 로가리듬

- 상기 신호의 일부의 일부 루트(예를 들어, 스퀘어 루트 또는 큐브 루트)

- 일부 전력으로 올려지는 상기 신호의 일부 부분

- 상기 신호의 두 개의 특정화된 지점 간의 경과된 시간( 예를 들어, 상기 신호의 피크와 골(valley) 간의 시간)

ㆍ 이러한 변수들의 결합

- 이 구간 동안 상기 신호의 평균값에 의해 분배되는 시간의 일부 구간동안 신호의 침식 비율,

- 두 개의 특정된 지점 간의 상기 신호의 값에서 차이

- 상기 신호의 두 개의 다른 부분들 간의 상기 신호의 경사에서의 차이

ㆍ 주기적 측정된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주기적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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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으로, 주기적 볼트미트리(voltammetry)는 재반응 운동/기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선형 스윕(sweep) 볼트미트리, 스퀘어 파형 볼트미트리, AC 폴라로그래피, AC 임피던스 분광기, 포텐시오미트리 등

과 같은 많은 다른 전자 분석적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다.

여전히, 이전의 설명적 실시예들이 예를 들어, 글루코오스와 같은 관심의 분석 농도를 결정하는 것과 이미 관련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배운 실시예가 다중 분석을 감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 사실상, 상기 평가 방

정식들이 구성되고 해결될 때, 심지어 하나의 농도만이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되는 경우 모든 상기 분석들은 양을 

정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평가 방정식들은 여기서 배운 방법에서 각 분석을 위해 구성될 수 있다.

비-페러데익(Non-Faradaic) 신호들은 또한 단지 페러데익 신호들과 반대로 측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극 전압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응하는 샘플 내에서 이온들의 재구성에 의해 발생되는 용량성 전류들은 상기 측정된 신호의 전부 

또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상기 자극 파형 신호는 시간의 함수로서 변하는 전압 그리고 전류를 제외한 다양한 양들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결과 변화하는 측정된 신호를 시간에서 초래한다. 그러한 신호들은,

- 샘플의 온도

- 전극의 회전 비율(샘플에서 다른 속도에서 변화되는)

전극의 회전은 샘플이 와동-타입 패턴에서 이동되도록 일으키고, 더 많은 분석이 상기 전극과 접촉되도록 한다. 시간

의 함수로서 회전 비율을 변화하는 것은 상기 분석의 프로빙 전송의 공통 방법이다.

- 빛. 상기 빛의 강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반응 비율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신호들을

발생하기 위해 다른 분석들을 일으킨다.

따라서 다중 전극들은 예를 들어, 전극 배열과 같은 시간에서 하나의 전극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간섭하는 분해물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해의 모니터링을 위한 전기 화학적 방법에서, 상기 개선점은,

- 비선형 전류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샘플에 큰 진폭 전압 자극 파형을 적용하고, 그리고,

- 상기 선택 분해를 위한 기준 전류 신호의 하나 이상의 주파수들에서 하나 이상의 푸리에 계수들의 다수의 실수 그

리고 허수 부분을 포함하는 분석 벡터를 지닌 벡터 투영 방법에 의해 발생되는 신호에서 상기 선택 분해로부터 신호 

분배를 분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해물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해의 모니터링을 위한 전기 화

학적 방법.

청구항 2.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의 농도를 결정하는 전기 화학적 방법으로서,

- 비선형 전류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큰 진폭 전압 자극 파형을 상기 샘플에 적용하고,

- 상기 발생된 신호를 측정하며,

- 상기 발생된 신호의 전체 또는 일부 부분의 하나 이상의 변수들을 계산하고, 그리고,

- 상기 선택 그리고 간섭하는 분석들 그리고 하나 이상의 변수들의 각각의 위한 분석 벡터들에 기초한 평가 방정식을

분석함으로써 상기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의 농도를 결정하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의 농도를 결정하는 전기 화

학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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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평가 방정식은 하나의 주파수에서 분석 벡터들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

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의 농도를 결정하는 전기 화학적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평가 방정식은 다중 주파수들에서 분석 벡터들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

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의 농도를 결정하는 전기 화학적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분석 벡터들 그리고 하나 이상의 변수들 중의 하나 또는 전부가 가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의 농도를 결정하는 전기 화학적 방법.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분석 벡터들은 하나 이상의 변수들로 구성되고 그리고 상기 자극 파형의 다른 부분들 

그리고/또는 발생된 신호들에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의 농도

를 결정하는 전기 화학적 방법.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분석 벡터들은 비-주기적 부분 그리고 자극 파형의 DC 부분 그리고/또는 발생된 신호

의 하나 이상에 관련되고 하나 이상의 변수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의 농도를 결정하는 전기 화학적 방법.

청구항 8.
제 2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평가 방정식은 상기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다수의 변수들에 기초하며, 상기 

그룹은

-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푸리에 계수의 하나 이상의 실수 또는 허수 부분들,

- 하나 이상의 주파수들에서 푸리에 계수의 하나 이상의 가중된 실수 또는 허수 부분들,

- 하나 이상의 상기 자극 파형의 부분들 그리고/또는 생성된 신호

- 하나 이상의 주기적 자극 파형의 부분들 그리고/또는 생성된 신호

- 하나 이상의 비-주기적 자극 파형의 부분들 그리고/또는 생성된 신호, 그리고,

- 하나 이상의 자극 파형의 DC 부분들 그리고/또는 생성된 신호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 택 분석의 농도를 결정하는 전기 화학적 

방법.

청구항 9.
제 2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평가 방정식은 수행 그리고 로버스트니스의 밸런스를 위해 하나 이상의 변수의 숫자를 

선택하는 것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의 농도를 결정하는 전

기 화학적 방법.

청구항 10.
제 2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선택 분석은 글루코오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의 농도를 결정하는 전기 화학적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간섭 분석은 아스코르브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

서 선택 분석의 농도를 결정하는 전기 화학적 방법.

청구항 12.
장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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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극 시스템으로부터 초래하는 전류를 감지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전압 파형을 적용하기 위한 포텐시오스테트(pote

ntiostat) 회로,

- 상기 작동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명령들을 실행하기 위해 구현되는 프로세서와 프로그램 명령들을 지닌 하나 

이상의 메모리

를 포함하고, 상기 작동들은,

- 비선형 전류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큰 진폭 전압 자극 파형을 상기 샘플에 적용하고,

- 상기 생성된 신호를 측정하며,

- 상기 생성된 신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원하는 주파수 성분의 하나 이상의 푸리에 계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 상기 선택 그리고 간섭 분석들의 각각을 위해 분석 벡터들에 기초하는 평가 방정식을 분석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프리에 계수를 이용함으로써 상기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의 농도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3.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으로서,

- 상기 샘플에 적용될 때 비선형 전류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큰 진폭 전압 자극 파형을 선택하고,

- 상기 선택 그리고 간섭하는 분석들 각각만의 다수의 다른 농도들을 포함하는 샘플들로 상기 파형을 적용하며, 그리

고 상기 결과 기준 전류 신호들을 측정하고,

- 상기 기준 전류 신호들의 각각을 위한 푸리에 변환의 실수 그리고 허수 부분들의 값들을 계산하며,

- 다수의 주파수의 각각에서 상기 푸리에 변환의 푸리에 계수의 실수 그리고 허수 값들을 그리고,

- 위상각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차이를 표시하는 실수 그리고 허수 부분에서 다수의 주파수들 중의 하나를 선택하며,

- 상기 선택된 하나의 주파수에서 상기 선택 그리고 간섭하는 분석들 중의 각각을 위한 분석 벡터들을 계산하고, 그

리고

- 복소평면에서 각각의 분석 벡터들의 길이와 샘플에서 각각의 분석의 농도가 관련되는 조정 정보 그리고 상기 분석 

벡터들에 기초하는 상기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파형은 이론적 그리고/또는 경험적 요소들에 기초하여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이 때 사기 요소들은 반응 운동들, 반응 기계, 상기 선택 그리고/또는 간섭하는 분석의 전송 특징

들의 하나 이상을 반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3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파형은 상기 선택 그리고/또는 간섭하는 분석이 산화되거나 또는 환원되는 곳에서 전

압을 결정하기 위한 순환 볼트미트리에 기초하여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

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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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파형은 50mV 변화보다 더 큰 값을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3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파형 또는 상기 파형의 일부 부분은 하나 이상의 반응 운동, 반응 기계 그리고 상기 선

택 그리고/또는 간섭 분해에 기초한 변화의 선택된 변화를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3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파형은 상기 선택 그리고/또는 간섭하는 분석의 전기 화학적 반응으로부터 일어나는 

패러데이(Faradaic) 전류를 생성하기 위해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20.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

법은,

- 상기 샘플에 적용될 때 비선형 전류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큰 진폭 전압 자극 파형을 선택하고,

- 변수들로서 이용하기 위한 상기 전류 신호의 신호 특징들을 선택하며,

- 상기 선택 그리고 간섭하는 분석들 모두의 다른 농도들을 포함하는 샘플들로 상기 파형을 적용하고 그리고 상기 결

과적인 기준 전류 신호들을 측정하며,

- 각 기준 신호를 위한 각 변수의 값들을 계산하고,

- 선형 평가기로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고, 상기 샘플들에서 상기 선택 분해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충분한 정확성

을 지니고 그리고 상기 계산된 값들로부터 상기 변수들의 선택 숫자를 지니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변수들은 하나 이상의 다음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 상기 전류 신호의 하나 이상의 부분들 또는 전체를 위해, 하나 이상의 주파수들에서 푸리에 계수의 하나 이상의 실

수 또는 허수 부분들,

- 상기 전류 신호의 경사,

- 상기 전류 신호의 일부 부분의 상승 또는 침식 비율

- 상기 전류 신호에서 피크가 발생하는 곳에서의 전압, 그리고,

- 상기 전류 신호에서 피크의 값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

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이 때 선형 평가기를 구성하는 것은 상기 변수들의 선택 숫자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그리고

그 후 특정된 수행의 레벨을 보이는 변수들의 선택 숫자를 지닌 선형 평가기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

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선형 평가기를 구성하는 것은 랜덤화 된 크로스 유효화 과정의 이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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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20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선형 평가기를 구성하는 것은 평균 제곱근 과정을 지닌 충분한 정확성을 결정하는 것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

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20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선형 평가기를 구성하는 것은 원하는 수행을 표시하는 상기 평가기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20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선형 평가기를 구성하는 것은 가장 낮은 평가기 에러에 기초한 상기 변수들의 최적 숫

자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27.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한 전기 화학적 방법은,

- 비선형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상기 샘플로 자극 파형을 적용하고,

- 상기 발생된 신호를 측정하며,

- 상기 발생된 신호의 전부 또는 일부 부분의 하나 이상의 변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 상기 선택 그리고 간섭하는 분석들 그리고 하나 이상의 변수들의 각각을 위한 분석 벡터들에 기초한 평가 방정식을

분석함으로써 상기 혼합된 샘플에서 상기 선택 분석의 농도를 결정하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 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이 때 하나 이상의 변수는 주파수-영역 변수 그리고/또는 시간-영역 변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이 때 하나 이상의 변수 그리고/또는 분석 벡터들은 가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

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 27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자극 파형은 전압 또는 전류 파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 27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분석 벡터들 그리고 하나 이상의 변수들은 상기 생성된 신호 그리고/또는 자극 파형의 

다른 부분에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

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 27 항에 있어서, 이 때 하나 이상의 변수는 하나 이상의

- 시간에서 일부 지점에서 상기 생성된 신호 그리고/또는 자극 파형(이후 ' 신호')의 값들,

- 상기 신호의 전체 또는 일부 부분의 계산된 기능들을

포함하고, 이는,

- 상기 신호의 일부 경사 또는 지점에서 신호의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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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신호의 일부 부분에 대한 침식 비율,

- 상기 신호의 일부 부분에 대한 상승 비율,

- 상기 신호의 일부 부분의 평균 값,

- 상기 신호의 일부 또는 전체 부분의 주파수 변환,

- 상기 신호의 일부 부분의 로가리듬,

- 상기 신호의 일부 부분의 일부 루트,

- 일부 전력으로 올려진 신호의 일부 부분,

- 상기 신호 내의 두 개의 구체화된 지점들 간의 경과된 시간 들을 포함하고,

상기 변수들의 결합들은,

- 이 구간동안 상기 신호의 평균값에 의해 분배되는 시간의 일부 구간동안 신호의 침식 비율,

- 두 개의 특정된 지점 간의 상기 신호의 값에서 차이, 그리고,

- 상기 신호의 두 개의 다른 부분들 간의 상기 신호의 경사에서 차이

중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 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 27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분석들은 글루코오스, 효소, 수소 과산화물, 조정자, 페리시아나이드(ferricyanide), 페

로신(ferrocene), 페로시아나이드, 아스코르브산, 요산, 아세트아미노펜 그리고 도파민 중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27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방법은 다수의 분석들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 27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적용된 파형 그리고 생성된 신호는 갈바노스테트(galvanostat) 회로 또는 포텐시오스

테트(potentiostat) 회로 와 함께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 27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하나 이상의 변수는

- 상기 분석 벡터들의 분리,

- 상기 생성된 신호에서 잡음, 그리고,

- 상기 분석 농도에서 상기 생성된 신호의 민감도

중의 하나 이상에 기초하여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

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 27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평가 방정식은 또한 조정 정보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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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제 27 항에 있어서, 이 때 하나 이상의 변수들은,

- 순환 볼트미트리,

- 선형 스윕 볼트미트리,

- 스퀘어 볼트미트리,

- AC 폴라로그래피, 그리고,

- AC 임피던스 분광학

중의 하나 이상에 기초하여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

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 27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자극 파형은 전류이고 그리고 상기 생성된 신호는 전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

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 27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평가 방정식은 선형 평가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

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 27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평가 방정식은 하나 이상의 평균 제곱근(RMS), 조정된 RMS,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에

의해 결정되는 평가 에러에 기초하여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

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 27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간섭하는 분석은 상기 생성된 신호로의 용량성 전류를 기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43.
제 27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자극 파형은 하나 또는 다중 전극에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

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44.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분석들의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 비선형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상기 샘플로 자극 파형을 적용하고,

- 상기 생성된 신호를 측정하며,

- 상기 생성된 신호의 전부 또는 일부 부분의 하나 이상의 변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 상기 분석들 그리고 하나 이상의 변수들의 각각을 위한 분석 벡터들에 기초한 평가 방정식을 분석함으로써 상기 혼

합된 샘플에서 상기 분석들의 농도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섭하는 분석을 지닌 혼합된 샘플에서 선택 분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방

정식을 구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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