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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셰리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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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34366하이파텔메인스트리트56

(74) 대리인 유미특허법인

(56) 선행기술조사문헌

US05833603 A1 US05819736 A1

심사관 : 김태훈

전체 청구항 수 : 총 32 항

(54) 고정 가능한 체내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

(57) 요약

체내에 고정되도록 배치되는 하우징, 상기 하우징에 연결되며, 체내 부위의 데이터를 얻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감지 장치;

상기 감지 장치에 의해 얻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송신기; 및 센서에 의해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 시스템.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체내 부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체내에 고정되도록 배치되는 하우징(housing);

상기 하우징에 연결되어 상기 체내 부위의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감지 장치(sensing device); 및

상기 감지 장치에 의해 획득된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송신기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장치 및 상기 송신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터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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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장치가 광학 스캐너, pH 미터, 온도계, 조직의 전기 전도도 센서, 및 이미지 센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장치가 이미지 센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가 무선 송신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이 체내 부위에 봉합되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이 그 외주계(perimeter) 상에 봉합사가 통과하는 하나 이상의 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이 그 외주계의 둘레로 오목부(indentation)를 포함하며, 상기 오목부이 봉합사를 수용하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이, 상기 하우징을 신체 조직에 고정하기 위한 수단을 수용하도록 배치되는 함요(nich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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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이, 상기 하우징을 신체 조직에 고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을 신체 조직에 고정하기 위한 수단이 핀, 클래스프(clasp), 실, 고정체, 및 석션(suction) 수단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위장관(GI tract) 내 부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상기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 시스템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장치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 유니트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장치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상기 감지 장치로부터 얻은 데이터에 따라 상기 감지 장치를 제어하기 위

한 처리 유니트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시스템이, 전송된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장치(display)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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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외부에서 유도 가능한 전원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수술 후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체내 수술 부위 부근에 고정되도록 배치되는 하우징;

상기 하우징에 연결되어 상기 체내 수술 부위의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감지 장치; 및

상기 감지 장치에 의해 획득된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송신기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장치가 이미지 센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에 의해 송신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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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부위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체내 부위 부근에 감지 장치를 고정하는 단계; 및

상기 체내 부위를 감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감지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장치가 촬상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체내 부위가 위장관 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체내 부위가 소장 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체내 부위에서 감지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된 데이터의 수신이 외부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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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체내 부위의 수술 후 모니터링 방법으로서,

수술 중, 또는 수술 직후에, 수술 중인, 또는 수술된 체내 부위 부근에 감지 장치를 고정하는 단계; 및

상기 체내 부위를 감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감지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3.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체내 부위가 위장관 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체내 부위가 소장 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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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5.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단계가 촬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체내 감지 장치(sensing device)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이를테면 수술 후 모니터링용과 같

이 감지 장치를 체내에 고정화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생체 시스템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는데는 온도계, pH 미터, 광학 스캐너, 이미지 센서 등과 같은 체내 감지 장치가 사용

될 수 있다. 어떤 체내 센서는 신체의 내강(body lumen)을 통해 이동하며 원격 조정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종종 체내

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지를 위하여, 예를 들어 수술 후 모니터링을 위한 경우에는 체내에 감지 장치를 고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최근 들어, 환자들이 수술 직후에 종종 기관의 기능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위장관 수술 중 수술 부위 부근의 혈

압이 감소하고 연동 운동(peristalsis)이 정지된다. 그러다가 수술 이후에는 혈압이 증가하고, 연동 운동이 재개되어 종종

수술 부위로부터 장강(intestine lumen)으로의 출혈이 유발된다.

또한, 관상 동맥 질환을 치료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종종 혈관 이식, 즉 외과 수술을 통해 심장에 관상 동맥을 부착하여, 폐

색 관상 동맥을 우회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수술 이후, 협착성 병변(stenotic lesion)의 악화 또는 이식된 조직을 통한 혈

류 폐쇄로 인한 심장의 기능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상기한 위장관 수술 후의 모니터링은 이런 장으로의 혈액 손실을 오래지 않은 시간 내에 발견하는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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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술 후 혈관 이식 조직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협착성 병변의 악화 또는 이식된 조직을 통한 혈류의 폐쇄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혈관 또는 혈관 이식 조직의 흐름 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다양한 카테터 삽입(catheterization) 과정이 공지되

어 있다. 그러나, 혈관계에 카테터를 삽입하면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

홀먼(Holman)의 US 4,915,113에는 외과적인 이식 조직을 통해 혈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삽입 가능한(implantable) 시

스템에 관해 기재되어 있다. 상기한 시스템은 도플러 액정 변환기를 포함하며, 피하에 삽입되며 삽입 부위에서의 절개를

통해 사용 가능한 전기 플러그 형태의 커넥터 및 상기 도플러 액정 변환기에 상기 플러그 상의 터미널들을 연결하기 위한

전도체를 사용한다.

환자의 심장을 영상화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심초음파 이미징(ultrasound echo imaging)이 공지되어 있다. 그러나, 심

장 수술 후 심초음파를 이용한 상기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영상의 질이 항상 양호한 것은 아니다.

또한, 체내 처리(process)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수술 후의 사정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진단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세포가 자궁 외부가 아닌 자궁 내부에서 성장하는 자궁내막증(endometriosis)을 예로 들 수

있다. 자궁내막증이 있는 세포주(cell line)에서는 보통 매 달 월경 기간 중 자궁 출혈이 일어난다. 이러한 자궁내막증 세포

는 자궁 외부에서 성장할 때 그 세포들이 이식된다. 이런 이식은 가장 보편적으로 난관 내, 난관 및 동맥 외부에서, 자궁 및

장의 외부 표면 및 골반강의 표면 어디에서든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종종이기는 하지만, 간 표면, 오래된 수술 흉

터 내에서 발견될 수 있고, 매우 드물게는 폐나 뇌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식은 내출혈을 유발하여, 조직의 염증,

반흔 형성, 심지어는 불임증도 유발할 수 있다. 자궁내막증은 그 증상인 골반통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있고, 의사의 물리적

검진 중에 확인될 수 있지만, 상기한 증상이나 물리적 검진 모두 자궁내막증 진단을 확증하는데는 신뢰할 수 없다. 초음파

와 같은 영상 연구가 골반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여전히 자궁내막증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부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영상에 의한 정밀 검사 및 이식 조직의 생체 검사가 필요하다. 현재, 자궁내막증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개복술(open standard laparotomy)이나 복강경 검사(laparoscopy) 어느 하나에

의한) 수술 시에 하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감지 장치를 체내에 고정화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체내 부위에서의 환경 조

건과 관련된 데이터, 또는 체내 부위의 촬상(image)을 특정 주기에 걸쳐 획득함으로써, 체내 부위의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본 발명에 따라 외과 수술의 수술 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수술 후의 결정적인 시간 동안 수술 부위에

대한 카메라 또는 비디오 촬상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외부의 시술자(operator)가 직접적으로 체내 부위

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하므로, 병리 현상이 개시될 때 발견하여 즉각 치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임의의 적절한 감지 장치(pH 미터, 혈액 검출기, 촬상 장치(imaging device) 등)를 사용하여 체내 모니터

링에 사용할 수 있는 고정 가능한 체내 감지 장치를 제공한다. 위장관 내에서, 본 발명의 장치는 위장관 내 부위를 모니터

링하기 위해서 고정되나, 모니터링 말기에 체내 장치를 회수하기 위해서 환자를 개복 상태로 두거나 두 번 절개하지 않는

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체내 고정되도록 배치되는 하우징(housing), 상기 하우징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감지 장치, 및 상

기 감지 장치로부터의 결과를 수신하는 수신 시스템(reception system)을 포함한다. 상기 하우징은 체내에서 일시적으로

고정되도록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구현예에서, 상기 하우징은 신체 내강 내 하우징을 고정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H 미터, 온도계, 광학 스캐너, 촬상 장치 등과 같은 체내 감지 장치로 알려진 감지 장치는 상기 하우징에 포함되거나, 또는

하우징에 연결될 수 있다. 상기 감지 장치는 장치의 일부로서 무선으로 외부 수신 유니트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송신

기(transmitter), 조명원(illumination source), 전력원(power source) 등과 같은 추가의 기능 유니트를 포함할 수 있고,

또는 상기 기능 유니트는 상기 하우징 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감지 장치 및 그의 기능 유니트들은 무선으로 작

동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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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한 구현예에서, 상기 시스템은 광학 창(optical window)을 포함하며 수술 부위와 같은 체내 부위 부근에 고정되

도록 배치되는 하우징, 전하 결합 소자(CCD: charged couple device) 또는 상보형 금속 산화막 반도체(CMOS: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이미징 센서와 같이 상기 하우징 내에 포함되는 적어도 하나의 촬상 장치,

상기 촬상 장치의 결과를 전송하는 송신기 및 전송된 결과를 수신하는 수신 시스템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체내 부위 부근에 감지 장치를 바람직하게는 일시적으로 고정하는 단계; 체내 부위에서 감지하는 단계;

및 감지한 체내 부위의 데이터를 수술 부위 외부에서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한 구현예에서, 상기 방법은 위장관 내 부위 부근에 촬상 장치를 일시적으로 고정화하는 단계; 상기 부위에서 촬

상하는 단계; 상기 부위의 촬상을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부위의 촬상을 위장관의 외부에서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로써, 본 발명의 구현예에 따라 체내 수술 부위의 수술 후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은 체내 부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간 동안 체내 부위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상기 시스템은 감지 장치(sensing device), 상기 감지 장치의 결과를 전송하는 송신기, 전송한 결과를 수신하

는 수신 시스템 및 상기 시스템 소자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원을 포함한다. 상기 감지 장치는 적어도 하우징에 연결되며,

수술 부위에 일시적으로 고정되도록 배치된다(도면에 더욱 상세하게 묘사됨). 상기 감지 장치는 조직의 혈액, pH, 온도, 전

기 임피던스 등과 같은 환경 조건을 감지할 수 있고 체내(예를 들면, 위장관을 통해)에 배치되도록 적용되는 임의의 장치일

수 있으며, 상기 환경 조건상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결과를 (라디오 같은 것에 의해)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하기에 예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신체 시스템의 체내 부위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구현예에서, 본 발명은 위장관 내 부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며, 상기 시스템의 감지 장치는 촬상 시스템

이다. 상기 촬상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백색 LED(light emitting device: 발광 소자)와 같은 적어도 하나의 조명원 및 CCD

또는 CMOS 이미지 센서와 같은 촬상 장치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촬상 시스템은 그 시스템 상에 관심이 있는 영역을 촬상

하기 위한 광학 시스템을 추가로 포함한다. 상기 광학 시스템은 조명원으로부터의 빛을 조준하기 위한 거울 및/또는 렌즈

를 포함할 수 있다. 본 구현예에 따라, 상기 수신 시스템은 전송된 비디오 출력물(output)을 수신하며, a) 전송한 비디오 출

력물의 수신 및 복수의 수신호 생성을 위해 신체를 둘러쌀 수 있는 안테나 배열(antenna array) 및 b) 수신된 복수의 비디

오 신호를 단일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data stream)으로 변환할 수 있는 복조기(demodulator)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수

신 시스템은 LCD와 같이 전송된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장치(display)를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본 발명에서는 US 5,604,531 또는 US 특허 출원번호 09/800,470에 기재된 바와 같이, 카메라 시스템, 송신기 및

수신 시스템을 포함하는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US 5,604,531 및 US 특허 출원번호 09/800,470은 본 발명의 공

동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참고 문헌으로서 본 발명에 병합되어 있다.

상기 촬상 시스템은 체내(예를 들면, 수술 부위)의 직접적인 시각 정보를 제공하여, 상기 부위에서의 출혈, 팽창(swelling)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검출 가능한 변화를 외부 시술자에게 가시화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촬상 시스템은 환경 조건상의 변

화에 대응하여 선택적으로 변화되는 촬상 장치에 연결되는 검출기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검출기 내 광

학적 변화는 영상화되고 수신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수신 유니트의 표시장치 상에 나타나고, 변화 조건들을 외부 시술자에

게 환기시킨다. 예를 들어, 이런 촬상 시스템은 이 시스템 근처에서의 pH 변화에 대응하여 색 변화를 나타내는 pH 미터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촬상 시스템은 혈액 인자와 같은 화학 물질 검출기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화학 물질들의

존재 시 나타나는 색의 변화를 나타낸다. 상기 두 경우 모두, 촬상 장치에 의해 색상의 변화가 확인되어 전송될 수 있으며,

외부 시술자의 검진을 위한 수신 시스템에 의해 수신된다.

촬상 장치와 같은 감지 장치는 검출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처리기/제어기와 추가로 통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술

부위의 촬상이 처리기로 전송되어, 상기 처리기에서 혈액의 존재나 혈액의 농도를 (색상에서 나타나는 특정 변화를 확인하

여)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다음, 상기 촬상은 수술 부위에서의 출혈에 따라 처리기에 의해 생성된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외

부의 시술자가 수신할 수 있다. 아울러, 상기 시스템은 외부 시술자를 환기시키는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외부 시술자를

환기시키는 수단은 상기 처리기와 통신한다. 따라서, 혈액의 존재가 처리기에 의해 검출되는 경우, 섬광(flashing light) 또

는 알람(alarm)과 같은 신호를 활성화하여 외부 시술자를 환기시킨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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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하우징은 체내 부위에 고정되도록 배치된다. 본 발명에 따른 몇몇 구현예를 예시하면 도 1 내지 4에 나타낸

도면을 들 수 있다.

도 1에 나타낸 하우징은 수동적으로 위장관을 횡단하도록 고안된 캡슐(10)이다. 상기 캡슐(10)은 캡슐체(17)를 포함하며,

조명원(12) 및 촬상 장치(16)의 뒤쪽에 있는 광학 창(14)을 포함하는 캡슐체(17)를 포함한다. 상기 캡슐체(17)는 촬상 장

치(16)를 통해 획득한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고, 촬상 장치(16)를 제어하기 위한 처리기/제어기, 수술 부위의 촬상을 외부

수신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송신기 및 배터리와 같은 전력원을 포함한다. 상기 캡슐(10)은 그 외주계(perimeter) 상에 각각

거의 동일한 거리에 있는 2종의 링(13)을 포함한다. 상기 링(13)은 상기 캡슐체(17)의 외주계에 안으로 들어가서 고정되

어, 캡슐(10)의 외주계로부터 튀어나와 있지 않아 위장관을 통한 캡슐의 통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링(13)은 캡슐(10)

을 체내 소기의 위치, 예를 들면 위장 관 내 수술 부위 부근과 같은 위치에 봉합하기 위해 사용된다. 위장관 내 수술 조작 이

후, 외과의가 수술 부위를 비추는 광학 창을 이용하여 수술 부위 부근의 위치에 캡슐(10)을 둘 수 있다. 이런 다음, 외과의

는 링(13) 및 상기 위치의 조직을 통해 봉합술을 행하여 수술 부위 부근의 위치에 캡슐을 고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캡슐

(10)은 캡슐(10)의 양면으로부터 조직에 고정된다. 특히, 본 발명에서는 하우징의 형태 및 체내 부위의 해부 구조

(anatomy)에 따라 하나 이상의 링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촬상 장치(16)는 통상 상기 캡슐(10)이 고정되는 경우 활성화되거나, 혹은 고정되기에 앞서 활동화되며, 임의의 소기

속도로 수술 부위를 촬상하도록 사전에 프로그램된다. 획득한 영상의 속도는 상술한 바와 같이 외부 시술자 또는 전술한

처리/제어 유니트(processing/controlling unit)에 의해 선택적으로 제어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혈액 검출로 인해 영상

인식 속도가 증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촬상 장치(16), 조명원(12) 및 송신기와 같은 시스템의 요소들은 배터리로 전력

공급된다. 배터리의 수명은 거의 촬상 속도에 의존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요구되는 촬상 속도는 (통상적으로 수 초 당 하나

의 영상으로) 낮아, 배터리로 몇 일, 심지어는 몇 주 주기로 시스템 조작을 유지할 수 있다.

캡슐(10)을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봉합사(suture)는 하기한 바와 같이 분해가 가능한 것일 수 있으며, 상기 캡슐(10)이 모

니터링 기간 이후 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외과의에 의해 제거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며, 위장관에서의 경

우에는 캡슐(10)이 위장관을 통해 수동적으로 이동하여, 개체로부터 자연스럽게 방출될 수 있다.

도 2는 캡슐(10)과 유사한 캡슐(20)의 탄젠트 섹션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조명원(22) 및 촬상 장치(26) 뒤에 위치

한 광학 창(24)을 포함하는 캡슐체(27)를 포함한다. 처리기/제어기, 송신기 및 전력원과 같은 상기 시스템의 기타 요소들

은 상기 캡슐체(27) 내에 포함된다. 상기 캡슐(20)은 거의 캡슐(20)의 중심에 근접한 전체 캡슐(20)의 외주계 둘레로 오목

부(indentation, 23)를 갖는 타원형이다. 상기 오목부(23)는 시술자의 실(25)을 조절하기에 적합한 홈(groove) 형태이다.

따라서, 캡슐(20)은 캡슐(20)을 둘러싸는 실(25)에 의해 수술 부위에 고정되고 환자의 몸에 고정된다.

일반적으로, 캡슐(10 또는 20)을 체내 수술 부위에 봉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분해된다. 따라서, 위

장관을 시술하는 의사는 캡슐(10 또는 20) 내 시스템(촬상을 초기화함)을 활성화할 수 있고, 절개부를 봉합하기에 앞서 위

장관 내 수술 부위에서 캡슐(10 또는 20)을 봉합할 수 있다. 상기 촬상은 연속적이거나 주기적일 수 있고, 수술 후 중요한

시기(시술 후 24 시간 미만) 내내 지속된다. 이 시간 동안, 이런 수술 부위는 촬상되고, 이 촬상은 외부의 워크스테이션

(workstation)과 같은 수신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영상을 외부 시술자에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 촬상 처리 중 또는 촬상 종

료 후의 어느 때에, 링(13)을 통해 또는 오목부(23) 내 캡슐(20) 주위에서 봉합하여 수술 부위에 캡슐을 고정해 온 봉합사

는 분해되고, 캡슐(10 또는 20)은 위장관으로 방출된다. 상기 캡슐(10 또는 20)은 연동 운동에 의해 조정되는 위장관을 통

해 일주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신체로부터 배출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회수하기 위해 환자의 신체를 절개하거나, 환자를 다시 절개하지

않고도, 수술 후 위장관 내의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들에서, 상술한 영상 시스템을 포함하는 하우징은 폐 또는 혈관과 같은 위장관 이외의 기타 수술 부

위용으로 고안될 수 있다. 이들 구현예에서, 하우징은 광학 창을 포함하며, 상기 하우징은 클립(clip) 또는 수술 시 하우징

을 관심 있는 부위에 고정하고 이후에 제거하기 위한 임의의 수단, 이를테면 절개, 또는 경흉 또는 경식도 절개법

(transthoracic or transesophageal opening)과 같은 기타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도 3A 및 3B를 참고하여, 본 발명의 구현예에 따른 체내 감지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도 3A에서, 체내 검출

장치(300)는 센서(303)에 연결된 하우징(301)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하우징(301)은 상기 센서(303)에 의해 획득한 데이

터를 전송하기 위한 송신기에 연결되며, 선택적으로는 배터리 또는 외부에서 전력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전력원 등의 전

력원에 연결될 수 있다. 상기 하우징(301)은 신체 내부 조직에 상기 장치(300)를 고정시키기 위한 수단을 얻도록 배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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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요(niche, 302)를 포함한다. 상기 고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는 봉합사 또는 봉합 수단을 포함할 수 있고, 함요(302) 및

신체 내부 조직을 통해 봉합이 이루어진다. 선택적으로 상기 봉합사는 생분해성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에서, 상

기 봉합사는 형상 기억 합금 또는 형상 기억 폴리머로 제조된 매듭(knot) 형태일 수 있고, 종래 기술에 공지된 바와 같이 온

도의 변화에 따라 형상이 변화할 수 있다. 상기 형상 기억 물질 매듭은 그 형상을 변화시키거나 매듭을 조이도록 유도될 수

있어, 상기 장치(300)가 근위의(proximal) 조직에 고정되거나 매듭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상기 장치(300)가 근위의 조직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같은 형상의 변화는 예를 들면, 신체의 내강 내에 분포된 온에 의해, 또는 상기 장치(300) 내

배터리에 의해 생산되는 전기 도구와 같은 전기 도구를 이용한 가열이나 냉각에 의해 유도될 수 있다.

도 3B에서, 체내 감지 장치(300)는 클래스프(clasp, 303 및 303')를 포함하는 하우징을 포함한다. 상기 클래스프(303 및

303')는 통상 하우징(301)에서부터 뻗어 나와, 신체 내부 조직을 잡고 있기 위한 고정체(fastener, 333 및 333')를 포함한

다. 상기 고정체(333, 333')는 흡인을 통한 조직 내로의 삽입에 의해, 또는 기타 임의의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체내 조직

에 부착될 수 있다. 클래스프 및/또는 고정체의 적절한 개수 및 형태는 임의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장치(300)는 통상 하우징(301) 내 pH 미터, 압력 검출기, 온도 감지기 또는 이미지 센서와 같은 광학 센서, 또는 상기

센서들의 임의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센서 또는 복수의 센서(도시하지 않음)를 포함한다. 대체로, 본 발명에 적합한 센서

는 외부에서 하우징(301)에 부착될 수 있었다. 상기 장치(300)는 종래 기술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위장관 내로 내

시경을 통하여 체내 부위에 전송될 수 있다. 체내 부위에서 상기 장치(300)는 소정 시간 동안 신체 내부 조직, 예를 들면 위

장관의 일부 또는 혈관 등의 내부에 고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고정된 장치(300)는 소정 기간 동안 체내에서 감지를 위

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장치(300)는 체내 부위를 곧바로 감지하고, 체내에서 수행되는 진단 및/또는 치료 과정과 같

은 과정을 체내에서 실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테면 위장병학 관련 과정, 혈관 관련 과정, 부인과학 관련 과정

및 복강경 시술 과정 중에 사용될 수 있으나, 상기한 바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체내 과정은 상기 장치로부터 파생된 도구를

전문화하여 실시되며, 알파노(Alfano)의 미국 특허 6,240,312에 기재된 것을 예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구현예에서, 상기 하우징은 촬상 유니트에 연결된다. 상기 촬상 유니트는 발광 다이오드(LED)와 같은 조명

원, CCD 또는 CMOS 이미지 센서와 같은 이미지 센서, 및 상기 이미지 센서 상에 체내 촬상을 위한 광학 시스템을 포함한

다. 또한, 하우징은 외부 수신 시스템에 무선으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송신기에 연결된다. 아울러, 본 구현예에서, 상

기 하우징은 영상 시스템 및 송신기의 모든 전기적 요소를 공급하는 배터리를 포함한다. 상기 촬상 유니트 및 송신기는 촬

상 시스템이라 칭할 수 있다. 본 구현예에 따른 촬상 시스템은 US 5,604,531 또는 US 특허 출원 09/800,470에 기재된 촬

상 시스템과 유사한 방법으로 조작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선택적 구현예에서, 감지 장치는 이미지 센서를 포함하고, 상기 클래스프는 초기에 신체 내부 조직을 잡아두기

위한 고정 수단 및 조직에 장치를 고정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이 구현예는 흡인 도구 및 식도 내부 조직을 석션(suction)에

의해 잡아두기 위한 핀을 포함한다.

도 4를 참고하면, 광학 창(406)을 포함하는 하우징(404)이 드레인 카테터(drain catheter, 42)의 원심말단(distal end, 43)

에 부착되어 있다. 상기 하우징(42)은 광학 창(406)을 통해 체내 부위를 촬상할 수 있는 촬상 시스템을 포함한다.

상기 드레인 카테터(42)는 측면의 개구부(41)를 포함하여, 상기 개구부(41)를 통해 배수가 수행될 수 있다. 상기 드레인 카

테터(42)는 체내 부위를 드레인하기 위해 농양 또는 수술 부위와 같은 환자의 신체 내로 삽입된다. 드레인 카테터(42)의 원

심말단(43)은 다른 쪽 끝이 환자 신체의 바깥쪽에 남아 있는 반면 환자의 신체 내로 삽입된다. 개구부(41), 가능하게는 상

기 원심말단(43)에서의 개구부를 통해 액체 및 찌꺼기가 드레인 카테터(42)를 통과하여 신체로부터 배출되고 제거될 수

있다. 드레인 카테터(42)는 수술 또는 최소의 침습적인(invasive) 방법, 예를 들면 체내 부위에 상기 카테터 원심말단(43)

을 가이드하기 위한 초음파의 사용 또는 CT 사용을 통해 환자의 신체 내에 삽입된다.

상기 하우징(404)은 드레인 카테터(42)의 원심말단에 부착되고 배수구 부위에 고정되어 촬상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며, 광

학 창(406)을 통해 촬상을 획득한다. 따라서, 촬상 시스템이 얻어질 수 있으며, 배수 처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배수 부위

에 부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촬상 속도는 소정의 속도로 이루어지거나 외부 시술자에 의해 또는 영상이 얻어지는 부위

에서 나타나는 조건에 대해 자동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

만약 CT와 같은 외적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본 발명의 구현예에 따라 배수 부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외부 시술자가

상기 부위가 배수되어 상기 부위 등에 출혈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다거나, 혈액의 누출이 있어서 누출 지

점을 확인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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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구현예에 따른 상기 영상 시스템은 체내 모니터링을 위해 체내에 고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고

정 가능한 영상 시스템이 자궁 내 태아의 발달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궁에 고정할 수 있다. 상기 형상 시스템은 배터리로

전력 공급되며, 외부 기록 시스템으로 영상을 무선 전송하며, 24시간에 1회와 같이 소정 간격으로 태아의 영상을 얻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태아의 발달을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지만, 일정하게 태아의 이미지

가 제공될 수 있고, 아울러 장기간(예를 들면, 임신 기간)에 걸쳐 영상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배터리의 긴 수명을 확보

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상기 영상 시스템은 종래 기술에 공지된 바와 같이, 외부에서 유도될 수 있다. 태아의 발달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 이외에도, 이를테면 환자가 의사를 방문할 때나 환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 같이 필요한 경우

실시간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태아를 볼 수 있는 범위는 어려움을 겪는데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고정 가능한 영상 시스템은 내시경과 같이 체내 과정을 진단 및/또는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본 구현예에 따른 고정 가능한 영상 시스템은 내시경 삽입 부위 또는 나팔관 내부와 같이 확인이 필요한 부위에 고정될

수 있으며, 내시경 합입물을 검사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위해 외부 수신 시스템에 부위의 이미지를 전송한다.

아울러, 본 발명의 구현예에 따른 고정 가능한 영상 시스템은 예를 들면 조직 이식 이후 레스티노시스(restinosis)를 모니

터링하기 위해 혈관 내 고정될 수 있다. 상기 영상 시스템은 조직 이식 부위에서 고정될 수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부

위의 영상을 일 주일에 1회와 같이, 소정의 간격으로 얻을 수 있다. 이식 조직 부위의 영상이 반드시 지속적일 필요는 없어

도 일관되게 물리학자가 레스티노시스 발생 또는 조직과 관련된 기타 임의의 병리적 현상을 경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구현예에서, 상기 하우징은 상기한 바와 같은 촬상 시스템을 포함하며, 혈액, 당분, 아미노산, 미생물 등

과 같은 체내 환경 물질 또는 pH, 온도 등과 같은 체내 환경 조건의 검출기를 추가로 포함한다. 상기 검출기는 촬상 시스템

의 시야각 내에 포함되는 식으로 하우징에 부착되며, 광학적 변화를 유발함으로써 존재하는 물질 또는 환경 조건에 반응한

다. 이러한 검출기의 일례로는 촬상 시스템의 광학 창에 부착되는 pH 민감성 물질의 스트립(strip)을 들 수 있다. 기타 구현

예로는 WO 01/53792에 기재된 것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본 발명의 공동 양수인에게 양도되어 본 발명의 참고 문헌으로 병

합되어 있다. 본 구현예에 따른 장치는 체내에 고정되며, 외부 시술자에게 체내 부위의 촬상 및 체내 부위의 환경 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이 상기에서 도시한 내용 및 상술한 내용에 특별히 제한되지 않음은 당업자라면 알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영역은

청구 범위에 의해 정의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도면과 관련이 있는 하기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다 완전하게 이해되고 평가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몇 요소의 개략도.

도 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몇 요소의 탄젠트 섹션 개략도.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체내 감지 장치의 개략도.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몇 요소의 개략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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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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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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