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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량 주사액의 주입 정도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고자 함. 이
를 위해, 본 발명은 주사액 검사튜브에 착탈식으로 설치되는 몸체부와, 상기 몸체부에
구비되며 검사튜브 내부 주사액 방울의 낙하 정도를 감지하는 감지부 및 상기 감지부
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주사액 방울의 감지 여부를 사용자에게 지시하는 지시부를
포함하는 주사액 주입 측정장치로 검사튜브에 용이하게 설치 가능한 색전증 방지용
주입 측정장치
※ 색전증이란 혈관 및 림프관 속으로 운반되어 온 떠다니는 물질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
혈관의 협착이나 폐색을 일으키는 증상을 뜻함

○ 개두술을 시행하지 않고 뇌동맥류, 혈관협착 등 뇌혈관 병변을 치료하는 뇌혈관내 수
술은 서혜부 동맥을 통해 뇌까지의 긴 경로를 도관(catheter)을 이용해 뇌혈관 병소
에 접근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음
○ 뇌혈관내 수술은 개두술을 하지 않으며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보인다는 장점이 있으
나, 수술 중 간혹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이 필수적임. 예방법으로 도관 내로
생리식염수(이하, "식염수" 라고도 함)가 지속적으로 주입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종래에는 식염수의 지속적인 주입 여부를 시술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시술이 시행되고 있음
○ 종래 색전증 감지장치는 감지부(optical sensor) 및 본체와 전원부 등 세 부분으로 구
성돼 있었으며, 감지부는 반원형으로 이루어진 감지부 본체 양측에 각각 구비된 광센
서를 이용 검사튜브에 부착한 후, 검사튜브를 통한 식염수의 지속적인 주입 여부를
감지하여 본체에 신호를 보내며, 상기본체는 감지부의 신호를 받아 식염수 주입이 3
초 이상 중단되면 알람음과 함께 적색 신호등이 켜져 도관 내로 식염수의 주입이 중
단됐음을 시술자에게 알리도록 구성되어, 이에 따라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종래 기술의 경우 반원형 두 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감지부가 서로 자석식으로 검
사튜브의 양측에 설치되는 방식을 이루는데, 상기 본체와의 연결선에 과도한 인장력
이 가하여지거나, 외부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두 개의 감지부가 서로 분리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었음. 이러한 경우에는 재빨리 두 개의 감지부 본체를 결합하여야 하
는데, 주사튜브에 올바른 위치로 신속하게 설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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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통계청에 발표한 ‘201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사
망한 사망자수는 24,486명으로 사망원인 3위에 해당하며, 인구 10만명 당 약 50명
이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 2013~2014년 뇌혈관 질환의 연령별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80대 이상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70대 이상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노령인구에 주로 발
생하는 질병으로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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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내수술은 혈관조영술을 이용하여 미세도관을 병변부위에 삽입하여 치료하는 방법.
혈관내수술은 관혈적인 수술이 아닌 첨단의학 영상술을 이용하여 혈관내에 미세도관
을 삽입하여 뇌혈관 동맥류, 동정맥기형, 경부 및 두개강내 동맥협착증, 척추 및 척수
의 혈관질환, 뇌 및 척추의 종양 등 중추신경계와 두경부의 각종 질환을 진단하고 치
료하는 새로운 전문분야 임
○ 뇌혈관내수술학회 인증의 대상으로 조사된 뇌혈관조영술과 뇌혈관내수술 통계를 살펴
보면 급성 기 뇌졸중의 혈전제거술, 파열뇌동맥류 코일색전술 그리고 뇌동정맥기형
색전술 등에서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http://www.sken.kr/web/event201512.php 대한 뇌혈관내수술학회회장 김범태,2015.11)

○ 2015.6.17. 현재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에서 인증을 받은 뇌혈관내 수술 인증기관은
63곳이며 인증의는 총 150명인 존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http://sken.kr/web/02web065.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