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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체체체외외외형형형 비비비침침침습습습 심심심박박박조조조절절절장장장치치치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최최최적적적 전전전기기기자자자극극극 패패패턴턴턴 추추추출출출

현대 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으며,서구화된 식생활과 환
경오염,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관상동맥질환이 증가되고 있다.이중 빈맥성 부정맥
뿐만 아니라 서맥성 부정맥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서맥성 부정맥환자의 경우 뇌
나 세포에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뇌손상이나,폐에 지나친 양
의 체액이 쌓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폐부종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정지 상태까지
도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불안정한 서맥성 부정맥 환자의 응급치료로 가장 안전
하고 효과적인 방법인 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절장치를 이용하는 것이다.이 방법은
짧은 셋업 시간과 전문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사,응급 구조사 등 기본적인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으며,위험성도 낮고 치료에 따른 부
작용도 적은 것이 특징이다.그러나 가장 큰 단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전기 자극에 따른 통증과 불쾌함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절장치의 개발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자극
의 세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전기 자극 Duration변화에 따른 최적값과 Pacing
waveform을 Monophasic과 Biphasic으로 변화하여로 심장의 전기 자극하고 그 특
성을 분석하였다.

유효성에 대한 평가 방법은 견(犬)을 통한 동물임상 실험을 하였으며,실험 대상
견(犬)의 서맥 상황 구현 방법은 고혈압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칼슘 채널 차단제
로 딜티아젬(Diltiazem)을 사용하였다.

실험으로 도출된 결과는 패드를 이용한 전기 자극을 통하여 심장을 수축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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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정전류 방식으로 적어도 30㎳의 Duration으로 자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30㎳이상으로 설정하였을 경우에도 요구되는 전류량은
확연하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Pacing waveform의 변화에 대한 실험결과는 Defibrillation과는 다르게
Monophasicwaveform 방식과 Biphasicwaveform 방식이 특별이 효과적 차이가
없었지만, Biphasicwaveform으로 생체 조직을 자극하는 것이 보다 안전함은 이
미 여러 연구를 통하여 검증된바있다.

본 연구 개발의 성과로서 국내에선 전무후무했던 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절장치에
대한 개발 및 상용화를 성공시켰으며,동물 임상실험을 통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그로인하여 심장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수요확대 및 보건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절장치,서맥(Bradycardia),심전도(ECG),전
기자극(Electrostimulation), 모노페이직 페이싱(Monophasicwaveform),바이페이
직 페이싱(Biphasicwaveform),페이싱 지속시간(Pacing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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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본 논문은 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절장치를 개발하고,인체에 자극인가 시 고통
을 줄이기 위해 자극의 Duration과 Pacingwaveform을 변화시킴에 따른 심장의
전기자극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효과적인 최적자극패턴을 추출하는 연구이다.

서맥성 부정맥환자의 경우 뇌나 세포에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뇌손상이나,폐에 지나친 양의 체액이 쌓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폐부종을 초
래할 수 있으며 심정지 상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불안정한 서맥성 부정
맥환자의 응급치료 중 약물투여 또는 수술을 통한 이식형 인공심박조형 장치의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부작용과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므로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흉부외각에 전극을 부착하여 이
를 통하여 전기 자극을 인가하여 심장의 활동을 제어하는 방법인 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절장치를 활용하는 것이다.
경피 인공심박조절장치는 1952년 Zoll에 의해 고안 되어 졌으며1),초기에 고안

된 경피 인공심박조절장치는 높은 전류를 작은 전극을 통하여 전기 자극을 인가
하기 때문에 피부 화상 등의 피부손상과 심한 통증 등으로 인하여 실용화 되지
못하였다.그 이후 1980년대에 들어와서 전류제어의 개선과 표면적이 넓은 전극의
개량으로 기존의 실용화 되지 못했던 점들을 보완하여 실용화 되기 시작하였다.2)

심박동 조절장치는 적용형태에 따라 크게 두가지 형태로 분류되며,한가지 형태는
환자의 몸속에 이식하여 혈관을 통하여 전극을 심장에 위치시켜 자극을 하는 이
식형과 다른 형태는 심박동 조절장치에 접착성 전극을 연결하여 이 전극을 환자
의 가슴 피부에 부착하여 전기 자극을 인가하는 비침습 체외형 형태이다.
두가지 형태의 동맥 혈압(MAP;Meanarterialpressure)과 심장 출력(CO;Cardiac
output)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이식형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관찰 된다.3)

그러나 이식형은 수술이 필요한 형태로 전문적인 기술과 그에 따른 위험도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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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됨으로 전문 의료인에 의해서만 시술이 가능하며 수술이후 부작용이나 감염,
출혈 등의 위험이 우려될 수 있다.
반면 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절장치는 짧은 셋업 시간과 내과 또는 심장의학과의
의료인 뿐만 아니라 간호사,응급 구조사 등 기본적인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
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으며,위험성도 훨씬 낮고 치료에 따른 부작용도 적은 것
이 특징이다.그러나 가장 큰 단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전기 자극에 따른 통증과
불쾌함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절장치는 서맥성(bradycardia)징후의 응급상황에서의 치

료로 가장 먼저 사용되며,4)심실정지(Ventrivularstandstill)상태에 대한 소생 또
는 서맥에 따른 미주신경의 자극,약물중독,심정지에 중요하게 사용된다.5)6)7)

장비로부터 발생되는 정전류 형태의 펄스 신호는 케이블을 통하여 심장외부의 흉
부에 부착된 접착성 패드를 통하여 전달되고 피부와 흉강을 통하여 심근을 자극
하게 된다.그러나 서맥성 부정맥환자에게 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절장치를 사용함
에 있어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 자극으로 인한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8)이러한 통증은 환자에게 치료에 따른 제2의 고통을 야기 시킨다.
보통 서맥성 부정맥환자처럼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에서의 체외형 비침

습 심박조절장치의 전기자극 강도는 78mA의 전류 세기가 평균역치(Capture
Threshold)라고 보고되고 있다.9)여기서 전류의 세기는 고통의 강도에 영향을 주
는 이러한 전기 자극으로부터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낮은 전기자극의
세기로 심장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이에 대한 실험으로 전기자
극 파형의 펄스폭(Duration)을 변화시켜 원하는 자극의 효과가 유지되면서 전류를
최소화하여 환자의 통증을 최소화 하고,전기자극을 모노페이직 파형(Monophasic
waveform)형태와 바이페이직 파형(Biphasicwaveform)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절장치를 개발하고 동물임상시험을 통하여 시스템의 유효성
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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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222...111심심심전전전도도도

심장의 활동은 심장내부의 전기적 전도 시스템으로 전문적인 세포의 네트워크
에 따라 심장활동주기 동안 심근에서 보이는 전기적인 변화로 대변할 수 있다.심
장의 전기적 신호(ECG)는 흉각에 부착한 전극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심장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고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222...111...111심심심장장장의의의 전전전기기기전전전도도도 특특특성성성

심장의 전기적 신호는 그림 2.1과 같이 심근섬유 탈분극(Depolarization)과 재
분극(Repolarization)을 통하여 신호가 전달되다.이렁게 전달되는 심전도 신호는
정상적으로 P파와 QRS복합파,T파로 크게 구성되어진다.

그림 2.1심근섬유에서 탈분극파와 재분극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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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내 우심방에 위치한 페이스메이커인 SA노드(Sino-atrialnode)에서 최초로 신
호가 발생되어 심방의 벽을 따라 전도되며 심전도에서 P파로 확인되어 진다.
전기적 신호가 우심방을 먼저 탈분극(Depolarization)시키고 좌심방을 탈분극시켜
전도되고 심방을 차례로 수축하게 되며 우심방의 혈액은 우심실로 좌심방의 혈액
은 좌심실로 이동시킨다.

그림 2.2정상 심장의 신호 전달 경로

심방의 전기적 활성은 그림 2.2와 같이 심전도에서 P파로 표현된다.심방을 탈분
극 시킨 신호는 AV노드(Atrioventricularnode)로 전도되게 된다.AV노드는 심방
에서 심실로 전기신호를 전달시켜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며 힛스번들(Bundleof
his)을 통하여 좌번들 브랜치(Left bundle branches)와 우번들 브랜치(Right
bundlebranches)를 탈분극(Depolarization)시키게 되고 심실근육의 퍼킨지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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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kinjefibers)를 탈분극(Depolarization)시키게 된다.이 때 심전도에서는 QRS
복합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이후 심실의 수축이 이루어지게 되고,우심실에 고
여 있던 혈액은 폐를 거쳐 좌심방으로 다시 고이게 된다.좌심실의 혈액은 대동맥
을 통해 각 모세혈관으로 공급 되며 모세혈관에 있던 혈액은 정맥을 통해 우심방
으로 모이게 된다.수축된 심실은 다시 재분극(Repolarization)되며 심전도에서는
T파로 확인 된다. 심장근육은 이렇게 탈분극(Depolarization)과 재분극
(Repolarization)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축과 이완 운동을 반복하게 되고,
혈액 순환이 이루어진다.전기적 전도에 따라 운동하는 심장의 다른 특징은 한번
전기적으로 흥분된 심장조직은 240ms-340ms동안은 전기적 신호에 대하여 반응
하지 않는다.심장의 불응기는 QRS복합파와 T파가 끝날 때까지이며 이때에는 다
른 전기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심장의 특정 섬유조직에서는 자동적으로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각 신호 발생 시스템은 고유의
펄스 발생 속도를 가지고 있다.대체로 SA노드에서는 분당 60~100회의 속도록 신
호가 발생되며,AV노드에서는 분당 40~60회,심실 번들 브랜치에서는 분당 20~40
회의 속도로 신호를 발생 시킨다.이러한 심장 내의 생체시스템은 특정부위의 손
상에서도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상호 보완하게 된다.

표 2.1 심장내 각 Pacemaker 조직의 Pacing 주기

Pacemaker Pacemaker Pacemaker Pacemaker CellsCellsCellsCells Beat Beat Beat Beat per per per per Minute Minute Minute Minute (BPM)(BPM)(BPM)(BPM)

SA Node 60 - 100

Atrial 55 - 60

AV Node 45 - 50

His Bundle 40 - 45

Bundle Branch 40 - 45

Purkinje Cells 35 - 40

Myocardial Cells 30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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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222서서서맥맥맥(((BBBrrraaadddyyycccaaarrrdddiiiaaa)))

현대사회에서는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한 심박수가 높아지는 빈맥과 그 반대의
경우인 서맥의 증상이 증가 하고 있다.서맥(Bradycardia)은 보통 심장이 분당 60
회 이하로 느리게 뛰는 것을 의미한다.평균적으로 안정 상태에서 성인의 맥박수
는 분당 보통 60회에서 80회 정도이며,운동 등을 할 경우에는 분당 180회 정도까
지 증가한다.그러나 활동 시에도 맥박수가 50회 미만의 경우에는 서맥성 부정맥
을 의심해야 한다.서맥이 발생되는 이유는 심장내 중추의 자극,마비,교감신경의
마비상태,미주신경의 자극상태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서맥은 실신을 유발시
키기도 하며,만성 증후성 서맥은 고령환자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가장 효
과적인 치료 방법은 심박조절기의 사용이며 아드로핀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치료
를 할 수 있다.

222...222체체체외외외형형형 비비비침침침습습습 심심심박박박조조조절절절장장장치치치

심장 내부의 페이스메이커의 문제로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공 심박동조율기가 필요하게 된다.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는 그림 2.3와
같이 체내 이식형 심박조절장치와 체외형 비침습 심박동조율장치의 두 가지 형태
로 나눌 수 있다.
체내 이식형 심박조절장치의 경우에는 반영구적이며,안정적으로 심장활동을 보조
할 수 있다.그러나 심장내부에 전극을 삽입해야 함으로 심장관련 전문의의 수술
이 필요하게 되며,그로인한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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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체내 이식형 Pacemaker (b)체외형 Pacemaker

그림 2.3인공 심장박동조율 장치의 예

반면 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절창치는 서맥성 징후의 응급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게 되며,다른 방법에 비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최소의 훈련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또한 적은 준비 시간과 수술 등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감염이나 출혈 등의 위험이 적으며,부작용도 적은 것이 특징이다.그러나 흉부 표
피에 전기 자극을 하게 됨으로 통증과 불쾌감이 동반하게 된다.

222...222...111CCCaaappptttuuurrreee

Capture는 인공적인 전기 자극에 대하여 심장이 감극되는 현상을 말하며,전
기 자극에 의한 심장의 수축이후 심장이 이완될 때 ECG신호 중 T파형을 확인할
수 있다.수축에 대한 역치를 CaptureThreshold라고 하며,실제로 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절장치를 사용 시에 CaptureThreshold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Capture
Threshold를 찾으면 이보다 약간 높여 전기 자극을 유지시킨다.그 이유는
CaptureThreshold와 같게 전기 자극을 할 경우 전극과 피부간의 접촉저항이 땀
으로 인하여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 심장에 전달되는 전기 자극의 세기가 Capture
Threshold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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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체체체외외외형형형 비비비침침침습습습 심심심박박박조조조절절절장장장치치치의의의 전전전류류류 제제제어어어

전기자극에 대한 전류는 0㎃부터 증가시켜 심장의 Capture가 확인될 때까지
상승 조절해야 한다.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심장이 Capture될 때까지 전
류를 천천히 올려야 한다.심장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전류를 빠르게 올렸다가
CaptureThreshold까지 내린다.전기자극에 대한 속도는 성인의 경우에는 대체로
분당 60회에서 90회의 속도로 제어 한다.
전류 제어는 환자에게 정확한 자극을 인가하는 데에 중요한 사항으로 설정된 전
류를 정전류 형태로 유지시켜야 한다.인가되는 전류의 세기는 5㎃에서 200㎃까지
제어 되어야 하며,제어 회로의 오동작에 대한 보완회로가 부가적으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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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체체체외외외형형형 비비비침침침습습습 심심심박박박조조조절절절장장장치치치 설설설계계계
333...111하하하드드드웨웨웨어어어 구구구성성성 및및및 설설설계계계

전체적인 하드웨어 시스템은 심전도 신호 입력부,심전도 신호 처리부,전기자
극 전원 발생부,전기자극 제어부,디지털 회로부,전원공급부로 구성되어 진다.

그림 3.1체외형 비침식 심박조절장치 블록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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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111심심심전전전도도도 신신신호호호 입입입력력력부부부

심전도 신호는 심장으로부터 발생되는 환자의 생체신호를 입력받는 부분으로
전극의 접촉상태는 물론 심장충격기나 전기수술칼,정전기(ESD)등 과도한 입력
으로 부터 보호되도록 입력부를 설계하였다.기본적으로 ECG케이블의 내부에 심
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보호로 1차적 댐핑 저항을 삽입하여 회로단으로 넘어오는
고전압 및 전류를 제한하였다.이후 2차 댐핑 저항과 TVS다이오드를 이용하여
보호회로를 구성하였다.다음으로 저역통과필터를 설계하여 전원잡음에 의한 포화
현상을 방지하고,신호의 입력을 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버퍼를 설계하여 안정적
인 심전도 신호가 검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2심전도 입력부 블록도

333...111...222심심심전전전도도도 신신신호호호 처처처리리리부부부

전 처리된 신호를 최대한 잡음을 제거하고 증폭하여 A/D변환하는 부분이다.
심전도 신호 입력부로 부터 넘어온 신호는 전원 노이즈 등의 공통 잡음이 포함되
어 있을 뿐 아니라 수 mV의 작은 신호이므로 신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신호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먼저 동상신호 제거비(CMRR :Common-mode rejection ratio)를 통하여 각
ECGLead로 유입된 공통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차동 증폭회로를 사용하였으며 놓



- 11 -

은 정밀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OP-AMP(Operationalamplifier)의 동상신호 제거비
(CMRR)가 큰 것을 선택하고,정밀도가 높은 저항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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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MP

+

-

OUT

V1

ECG

R5

U1C

OPAMP

+

-

OUT
R2

R1

V2

R7R6

R4

R3
Io

U1B

OPAMP

+

-

OUT

Vo1

Vo2

Io

0

그림 3.3차동 증폭회로

그림 3.3에서와 같이 차동 증폭회로는 두 신호의 차이를 증폭하는데 그 때의 증폭
률은 의 값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출력 전류 는

 

  과 같이 구해진다.

두 신호의 출력 과 는

    

로 표현될 수 있으며 위의 를 치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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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된다.

또한 는

     이고 마찬가지로 를 치환하면

   


   가 된다.

따라서 이 회로에서 출력되는 최종 ECG는

 



   이 된다.

설계된 CMRR(Common-moderejectionratio)은 100dB로 Texasinstruments사
의 TL082OP-AMP를 이용하였다.
공통 노이즈가 제거된 심전도 신호는 2차 저역통과 필터로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 하였다.필터형식은 버터워스(Butterworth)필터로 주파수 통과 대역은 40Hz
로 설계 하였다.또한 2차 고역통과 필터를 통하여 DC Offset이나 Moving
artifact를 제거 시켰다.필터형식은 버터워스 필터로 주파수 통과 대역은 0.5Hz로
설계 하였다.
필터의 -3dB차단 주파수  는

 
 


 × × ×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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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가 제거된 심전도 신호는 다시 증폭하여 ADC(Analogtodigitalconverter)
를 거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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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polelow passfiltercircuit (b)2-polehighpassfiltercircuit

(c)2-polelow passfiltersimulation (d)2-polehighpassfiltersimulation

그림 3.4아날로그 필터 회로 및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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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333전전전기기기자자자극극극(((PPPaaaccciiinnnggg)))용용용 전전전원원원 발발발생생생부부부

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절장치의 전기자극 방식은 정전류 방식으로 수십 ms동안
설정된 전류를 환자의 흉부에 인가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극 전류의
가변범위는 0㎃-200㎃로 설계하였다.정전류로 인가되는 전기자극은 환자의 흉부
임피던스에 따라 전압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50Ω의 흉각 임피던스를 가지는 환자에 200㎃의 정전류를 인가하기 위
해서는 200V의 전압이 필요하다.하지만 100Ω의 흉각 임피던스를 가지는 환자는
100V의 전압이 필요하다.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보정을 위하여 플라이백 컨버터
(Flybackconverter)방식의 전원 스위칭 방식을 이용하여 에너지 저장용 콘덴서에
전압을 저장한 후 인가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우선 트랜스포머 설계에 있어 1차측 인덕터스 값을 먼저 설계하여야 한다.

  


≃

 의 관계식으로부터 을 유도하면

0

C

1
2

0

Vds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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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플라이백 컨버터(Flybackconverter)기본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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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고,여기에서 는 아래와 같이 구해진다.

   



   




여기에서 는 입력 전류의 평균치이며,는 최대 피크치,는 컨버터의 효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권선수의 결정은 먼저 1차측 권선수 은 아래의 식에 의해서
구해진다.

  ∙

∙ 

여기서 은 최대 자속 밀도,는 코어의 유효 단면적,는 최대 피크치,은
인덕던스 값이다.
또한 2차측 권선수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의 관계식에서

   

′ 으로 구해진다.

출력단의 콘덴서 는 FET가 On되는 동안()의 방전 전류가 흐르므로

  

의 관계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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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에 흐르는 전류의 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


플라이백 컨버터(Flybackconverter)방식의 장점은 회로가 간단하고 제어가 간편
하며,노이즈에 대하여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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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444전전전기기기자자자극극극(((PPPaaaccciiinnnggg)))제제제어어어부부부

심박조절을 위한 전기자극은 0㎃-200㎃까지 가변되는 정전류 방식으로 5㎃단
위로 설정 및 제어되도록 설계하였다.이를 위해서는 각 단계별 정밀 제어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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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Pacing제어의 기본 회로도

전기자극에 필요한 전원은 그림 3.6과 같이 트래스퍼머(Transformer)를 이용한 플
라이백회로로 150V의 전압을 콘덴서에 저장하였다가 그림 3.7의 제어방법으로 환
자에게 공급하게 된다.이때 인가되는 전류는 이중의 보호회로를 구성하여 오동작
발생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실제 인가되는 전류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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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페이싱 제어 블록다이어그램(Pacingcontrolblockdiagram)

우선 제어장치의 1차적인 보호회로는 그림3.8과 같은 간단한 전류 리미터(Current
limiter)회로를 통하여 최대로 인가되는 전류가 230mA 이상 인가되지 못하도록
설계하였다.회로동작의 원리는 D1의 ShuntRegulator의 1번핀 Reference와 2번
핀 Anode사이에 전류 측정용 저항을 삽입하여 설정 전류 이상이 흐를 경우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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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스터의 Gate를 닫게 된다.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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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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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최대인가 전류 제한 회로

여기서 제어 전류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와같이,의료기기에서의 단일 고장 상태에 대해서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전류제어에 대한 방법은 개발된 회로에서는 16bitDAC(DigitalAnalog
Convertor)를 사용하여 설정에 따라 정밀도를 최대로 높여 인가 전류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D/A변환으로부터 전류제어 기준레벨과 환자에게 인가되는 전류를 감지하여 두 값
을 비교기를 이용하여 비교하며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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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Pacingpulsewaveshaperblockdiagram

전류감지 방법은 고정 정밀 저항을 이용하여 저항을 통하여 검출된 전류량을 이
용하여 귀환(Feed-back)회로로 설계하였으며,정밀저항은 잡음이 낮고,내열성이
우수하며 고정밀 안정성이 보장되는 저항을 사용하였다.(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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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소소소프프프트트트웨웨웨어어어 구구구성성성 및및및 설설설계계계

333...222...111심심심전전전도도도 신신신호호호 처처처리리리

실시간 R파 검출은 짧은 연산 시간과 시간지연을 보장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요구된다.그러기 위해서는 HilbertFilter만을 거친 ECG Raw 데이터를 통해 실
시간 R파를 검출하였다.(그림 3.10)

그림 3.10R파 검출(R-wavedetect)

ADC를 통해 얻어진 환자 ECG 데이터는 그림 3.11-(a)와 같으며,여기에 Hilbert
Filter를 통과한 후 그림 3.11-(b)와 같이 기울기가 변화하는 값에 따라 왜곡이 이
루어진다.왜곡된 신호를 통해 환자 심전도의 R파 성분을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일정 레벨 이상의 신호를 R파로 판정한다.그러나 지나치게 짧은 간격의 임펄스
성분은 환자 노이즈로 판정하여 연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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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ADC를 통한 ECG(a)및 HilbertFilter처리 후의 ECGData(b)

심전도 신호를 화면에 표시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체에서 측정된 신호를 1mV
로 가정했을 때 신호를 증폭하고,잡음을 제거하여 10mm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체의 신호가 과도하게 커서 화면에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1mV 신호 입력에 대하여 5mm로 표현하면 판별이 용이하게 된다.마찬
가지로 화면이 표시 파형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동일 입력에 대해서 20mm로 표
시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한다.
정상적인 심전도 파형을 주파수 분석해 보면 그림 3.12와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분석한 결과에서 심전도 신호는 100Hz이내에 대부분의 신호 성분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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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정상적인 ECG신호의 주파수 특성

심전도 신호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아날로그필터(AnalogFilter)와는 별개로
디지털필터(DigitalFilter)가 병행 설계되어야 한다.설계된 필터는 FIR(Finite
ImpulseResponse)Filter이며,유한 임펄스 응답의 미분방정식과 전달함수는 아래
와 같다.(그림 3.13)

  
  



 

      
 

      
 

설계한 디지털필터의 메틀랩으로 시뮬레이션하면 그림 3.1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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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Order가 30개인 FIRfilter의 블록도

그림 3.14저역통과 디지털 필터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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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222전전전기기기자자자극극극(((PPPaaaccciiinnnggg)))제제제어어어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개개개발발발

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절장치는 펼스성의 정전류 인가를 통해 심박동을 조절한
다.심박동 조절 펄스는 그림 3.15와 같이 세가지 구성요소를 가진다.

그림 3.15Pacingpulse의 구성요소

(1)PulseAmplitude:환자 임피던스에 관계없이 설정된 전류를 인가하기 위하여
Pacing전류을 조절한다.단.환자의 임피던스가 낮을 경우 지나치게 높은 전류가
인가될 수 있으므로 200mA를 초과하지 않도록 회로적 한계를 설정한다.

(2)PulseWidth:심장에 자극을 주기 위한 전류가 인가되는 시간을 제어한다.

설계된 전류인가 시간은 5ms~60ms로 펄스폭을 가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한번
전기자극에 설정된 펄스폭이 인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3)PulseRate:환자의 심박동 조절을 위해 펄스 주기를 조절한다.

펄스의 주기는 30ppm - 180ppm 사이에서 10ppm 단위로 조절하며,고정모드
(Fixedmode)와 수요모드(Demandmode)의 두 가지로 동작한다.

고정모드(Fixedmode)는 그림 3.16과 같이 환자의 심박에 관계없이 설정에 따라
일정 간격으로 전기자극을 인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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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모드는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여 심장활동이 설정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만 전기 자극을 인가한다.

그림 3.16고정모드 페이싱

수요모드로 설정한 경우에는 그림 3.17과 같이 환자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분석
하여 페이싱(Pacing)여부를 결정한다.환자 심전도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시술자
가 설정한 시간 이내에 R파가 없을 경우 페이싱하며 설정된 시간 이내에 R파를
찾을 경우 페이싱하지 않고 다음 R파까지의 시간을 계산한다.또한 페이싱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성의 펄스 신호에 대해서는 분석 시 대한 불응기 시간을
두어 분석의 오류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림 3.17수요모드 페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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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분석 불응기 시간은 설정된 페이싱 속도에 따라 변화되며,30-80ppm 사
이에서는 340ms로 설계하였으며 90-180ppm 사이에서는 240ms로 설계되었다.
그림 3.18은 페이싱 동작 제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흐름도이다.제어에 대한 설명
은 대기상태에서는 전기자극에 필요한 전압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준비상태
를 유지하고 있다가 환자의 심전도 분석에 따른 전기자극이 요구되면 페이싱 트
리거 신호에 맞춰 전기자극을 인가한다.

그림 3.18페이싱 소프트웨어 제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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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동동동물물물 임임임상상상실실실험험험 및및및 결결결과과과고고고찰찰찰
444...111개개개발발발기기기술술술 평평평가가가

그림 4.1은 기본 저항부하 50Ω 시뮬레이터에 Duration은 10㎳부터 60㎳까지
Monophasicwaveform으로 pacing한 파형을 전류프로브를 이용한 측정 결과다.

(a)10ms (b)15ms (c)20ms

(d)25ms (e)30ms (f)25ms

(g)40ms (h)45ms (i)5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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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55ms (k)60ms
그림 4.1Duration변화에 따른 Monophasicwaveform pacing파형 측정

측정결과 설계된 의도대로 10%의 오차 범위 내에서 Duration이 제어됨을 확인하
였다.그림 4.2는 Biphasicwaveform으로 Pacing한 파형을 전류프로브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확인결과 정확히 제어됨이 확인되었다.

Biphasic의 Secondphasic의 경우는 순간적인 전위 변화에 따른 환자의 자극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완만한 곡선이 형성되도록 설계하였다.

(a)10ms (b)20ms (c)30ms

(a)40ms (b)50ms c)60ms

그림 4.2Duration변화에 따른 Biphasicwaveform pacing파형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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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은 Pacingrate별 인가되는 전류의 정확도를 측정한 것이다.
표 4.1각 Load별 Pacing정확도 측정

PR
mA

Pulse Rate
비고

30 60 90 120 150 180

C

U

R

R

E

N

T

10 10.2/+0.2 10.1/+0.1 10.2/+0.2 10.2/+0.2 10.1/+0.1 10.1/+0.1
20 20.3/+0.3 20.1/+0.1 20.2/+0.2 20.0 20.1/+0.2 20.3/+0.3
30 30.2/+0.2 30.0 30.2/+0.2 29.9/-0.1 30.2/+0.2 30.2/+0.2
40 40.1/+0.1 40.0 40.1/+0.1 40.0 39.9/-0.1 40.1/+0.1
50 50.2/+0.2 50.0 50.2/+0.2 50.2/+0.2 50.3/+0.3 50.1/+0.1
60 60.2/+0.2 60.0 60.3/+0.3 60.3/+0.3 60.3/+0.3 60.2/+0.2
70 70.1/+0.1 70.0 70.2 70.0 69.8 70.0
80 80.1/+0.1 80.1/+0.1 80.1/+0.1 80.0 80.3/+0.3 80.1/+0.1
90 90.0 90.1/+0.1 90.1/+0.1 90.0 90.2/+0.2 90.1/+0.1
100 100.1/+0.1 100.0 100.0 100.1/+0.1 100.0 100.0
110 110.2/+0.2 110.0 110.1/+0.1110.1/+0.1110.2/+0.2110.3/+0.3
120 120.1/+0.1120.1/+0.1120.2/+0.2120.1/+0.1120.2/+0.2120.1/+0.1
130 129.8/-0.2 130.0 130.1/+0.1130.1/+0.1130.1/+0.1129.9/-0.1
140 140.0 140.1/+0.1 140.0 140.1/+0.1140.2/+0.2140.2/+0.2
150 150.1/+0.1150.1/+0.1150.1/+0.1150.1/+0.1150.1/+0.1150.2/+0.2
160 160.1/+0.1 160.0 160.2/+0.2160.1/+0.1 160.0 160.1/+0.1
170 170.3/+0.3170.1/+0.1170.3/+0.3170.2/+0.2170.3/+0.3170.3/+0.3
180 180.2/+0.2180.1/+0.1180.3/+0.3180.3/+0.3180.1/+0.1180.2/+0.2
190 190.2/+0.2190.1/+0.1190.2/+0.2190.1/+0.1190.1/+0.1190.2/+0.2

200 200.2/+0.2200.2/+0.2200.1/+0.1200.1/+0.1200.2/+0.2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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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동동동물물물 임임임상상상실실실험험험

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절장치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동물임상시
험을 실시하였다.실험실은 강원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실시하였다.
임상시험 동물은 견(犬)으로 하였으며,품종은 동물임상시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
하고 있는 비글을 사용하였다.성별은 고려하지 않았으며,임상시험용으로 모든 검
사가 완료된 것으로 성별은 고려하지 않았으며,체중은 8㎏-9㎏ 정도로 실험하였
다.총 실험 시료는 5개체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한 개체당 전체 실험을 완
료하고 30분 Pacing을 유지 후 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4.3측정 장비 Set-up및 동물 임상실험 준비 장면

견(犬)의 경우 평균 심박수(HR)은 120bpm 정도이고 혈압은 수축기에 80mmHg이
고 이완기에 50mmHg정도로 확인되었다.실험 종료 후에는 모든 개체를 소생 시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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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111임임임상상상실실실험험험 방방방법법법

임상실험 견(犬)을 실험 전 혈액을 췌치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으며,마취를
시킨 후 인공호흡기(Vantilator)를 연결하여 호흡을 유지시켜 주었다.실험 중 혈
액의 순환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동맥에 IBP전극 삽입 수술과 정수압을 보기위한
수술을 한 다음 일률적인 실험을 위하여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하여 정확한 견(犬)
의 심장 위치를 확인하였다.(그림 4.4)
심장을 중심으로 몸통 좌.우에 페이싱용 전극을 부착하고 면도 후에도 남아있는
털로 인한 전극의 이탈을 막기 위해 붕대를 이용하여 전극을 고정시켰다.

그림 4.4엑스레이를 이용한 심장의 위치 파악

실험의 준비 작업이 완료되면 약물을 이용하여 서맥을 발생시켰다.사용한 약물은
고혈압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딜티아젬(Diltiazem)을 사용하였고,틸티아젬은 칼슘
채널을 차단하는 약물로 저혈압,심부전증,오심,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는데
이점을 이용하여 심장의 서맥 상황을 발생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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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실험 준비 프로세서

실험용 견(犬)이 60bpm이하의 서맥이나 Asystole이 발생하면 Pacing rate는
120bpm으로 설정하고 전류를 서서히 올려 CaptureThreshold를 찾아낸다.심장의
수축이 확인되면 IBP로 측정된 혈압을 확인하고,초음파장치를 이용하여 심장의
수축상황을 확인한다.

그림 4.6Pacing시 IBP로 측정한 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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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실의 수축으로 판막이 닫힘 상태>

<심실의 이완으로 판막이 열린 상태>
그림 4.7심장의 수축과 이완 시의 초음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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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222임임임상상상실실실험험험 내내내용용용

Pacing은 Monophasicwaveform pacing과 Biphasicwaveform pacing두가지
형태의 파형을 이용하였으며,Monophasicwaveform pacing은 Duration을 10㎳에
서 60㎳까지 5㎳ 단위로 가변하며 CaptureThreshold를 측정하였다.Biphasic
waveform pacing은 First와 Second-phasic을 각각 5㎳설정하여 Duration이 10㎳
에서 5㎳씩 증가시켜가면서 60㎳까지 여섯 단계로 변경하며 CaptureThreshold를
측정하였다.설정된 각 파형의 CaptureThreshold전류와 그때의 혈압 및 정수압
을 측정하였다.실험 데이터는 표 4.2의 임상실험 체크 Sheet에 의거하여 실시하
였고 한 개체에 대하여 1회 실험 후 30분간 Pacing을 유지시킨 후 재 실험을 하
였다.

표 4.2임상 실험 체크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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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333임임임상상상시시시험험험 진진진행행행

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절장치는 환자의 흉부에 부착한 패드를 통하여 전기자극
이 인가되어 생체조직을 통해 심장으로 전달된다.그러나 전달도중 생체조직의 임
피던스에 의해 심장에까지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하면 심장은 반응하지 못한다.

임상시험에서는 이러한 전기자극의 전달에 있어 PacingDuration의 변화에 따라
CaptureThreshold를 측정함으로 가장 낮은 에너지로 자극할 수 있는 Pacing
Duration을 찾는다.또한 Monophasic waveform pacing과 Biphasic waveform
pacing으로 CaptureThreshold를 측정하여 파형 형태에 따른 효용성을 평가하였
다.Pacing에 따른 Capture의 형태는 그림 4.8에서와 같이 전기 자극에 따른 심장
의 수축 이후 T-wave의 관찰로 식별이 가능 하였다.정상적으로 심장 자극이 이
루어지면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될 때 T-wave가 확인 되었지만,자극이 심장에
전달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T-wave가 발생하지 않았다.

Pacing에 대한 Capture상황은 ECG 파형은 분석함으로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짐
을 확인 하였다.

그림 4.8Paing에 따른 Capture파형과 Noncapture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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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444MMMooonnnoooppphhhaaasssiiicccwwwaaavvveeefffooorrrmmm pppaaaccciiinnnggg

표 4.3은 Monophasicwaveform pacing으로 전기 자극을 하였을 경우의
CaptureThreshold및 그때의 혈압에 대한 평균값을 정리하였다.
Duration이 제일 짧은 10㎳에서는 심장이 자극을 받는데 필요한 전류량이 56.36㎃
가 요구되었지만 Duration이 길어질수록 점점 작아지다가 30㎳ 이상부터는 큰 차
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4.3모노 페이직 파형에서 Capture역치 및 혈압(Monophasicwaveform
pacingCapturethresholdcurrent& BP)

Duration Capture threshold Systolic BP Diastolic BP

10㎳ 56.36 ㎃ 49.36 mmHg 32.73 mmHg

15㎳ 51.92 ㎃ 53.18 mmHg 35.27 mmHg

20㎳ 50.20 ㎃ 55.36 mmHg 37.91 mmHg

25㎳ 47.92 ㎃ 57.36 mmHg 38.82 mmHg

30303030㎳㎳㎳ 46.54 46.54 46.54 46.54 ㎃㎃㎃㎃ 58.82 58.82 58.82 58.82 mmHgmmHgmmHgmmHg 39.36 39.36 39.36 39.36 mmHgmmHgmmHgmmHg

35㎳ 46.40 ㎃ 60.55 mmHg 39.91 mmHg

40㎳ 46.30 ㎃ 60.27 mmHg 40.45 mmHg

45㎳ 45.70 ㎃ 60.00 mmHg 39.64 mmHg

50㎳ 45.50 ㎃ 61.09 mmHg 40.45 mmHg

55㎳ 45.85 ㎃ 60.45 mmHg 40.00 mmHg

60㎳ 45.94 ㎃ 63.18 mmHg 41.45 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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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모노 페이직 파형에서 Capture역치(Monophasicwaveform pacing
capturethreshold)

위 표 4.3의 결과로 Monophasicwaveform pacing의 경우에는 30㎳이상의 Pacing
duration에서는 전류량에 변화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림 4.9에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각 Duration변화에 따른 Capturethreshold되는 점에서의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Duration이 늘어나면 환자에게 인가되는 에너지의 양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율장치의 경우에는 수 십분에서 수 시간의
긴 시간 동안 환자의 흉부에 전기 자극을 하는 기기이므로 에너지의 증가는 장시
간 사용 시에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Monophasicwaveform pacing에 따른 Capture상황에서 관성동맥에 삽입한 IBP
로 혈압을 측정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Pacing에 따라 심장의 수축이 발생했을 경
우를 보면 Duration에 큰 영향 없이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10)

혈압을 측정하면서 병행 측정한 정수압(靜水壓)은 정상적인 심장의 수축 상태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 없이 일정함을 확인하였다.이 점은 Pacing에 따라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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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순환이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들로 볼 때에는 Monophasicwaveform pacing의 경우 자극에 대한 심장
의 수축 및 혈액의 순환에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확인 하였으며,그
중에서 Duration이 30㎳로 환자를 자극하는 것이 가장 유효함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M onophas ic waveform pacing BPM onophas ic waveform pacing BPM onophas ic waveform pacing BPM onophas ic waveform pacing BP

20.0020.0020.0020.00

25.0025.0025.0025.00

30.0030.0030.0030.00

35.0035.0035.0035.00

40.0040.0040.0040.00

45.0045.0045.0045.00

50.0050.0050.0050.00

55.0055.0055.0055.00

60.0060.0060.0060.00

65.0065.0065.0065.00

70.0070.0070.0070.00

10ms10ms10ms10ms 15ms15ms15ms15ms 20ms20ms20ms20ms 25ms25ms25ms25ms 30ms30ms30ms30ms 35ms35ms35ms35ms 40ms40ms40ms40ms 45ms45ms45ms45ms 50ms50ms50ms50ms 55ms55ms55ms55ms 60ms60ms60ms6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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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Monophasicwaveform pacingcapture상황에서의 혈압



- 40 -

444...222...555BBBiiippphhhaaasssiiicccwwwaaavvveeefffooorrrmmm pppaaaccciiinnnggg

Biphasicwaveform pacing으로 전기 자극에 대한 체크 결과는 표 4.4과 같이
정리 되었다.

표 4.4바이 페이직 파형에서 Capture역치 및 혈압(Biphasicwaveform pacing
Capturethresholdcurrent& BP)

그림 4.11모노 페이직 파형에서 Capture역치(Biphasicwaveform pacingcapture
threshold)

Duration Capture threshold Systolic BP Diastolic BP

5㎳/5㎳ 65.40 ㎃ 62.45 mmHg 39.36 mmHg

10㎳/10㎳ 53.10 ㎃ 58.27 mmHg 37.64 mmHg

15㎳/15㎳ 48.80 ㎃ 58.64 mmHg 38.73 mmHg

20㎳/20㎳ 47.70 ㎃ 61.00 mmHg 38.73 mmHg

25㎳/25㎳ 45.90 ㎃ 60.91 mmHg 40.00 mmHg

30㎳/30㎳ 45.70 ㎃ 61.82 mmHg 39.91 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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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hasic의 경우에도 Monophasic의 경우와 동일하게 Pacingduration이 길어짐에
따라 심장이 Capture되는 전류가 낮아짐이 확인 되었고,전체 자극의 길이가 40㎳
이상부터는 Capture전류의 양이 일정해 짐을 확일 할 수 있다.

IBP로 측정한 혈압도 그림 4.12에서와 같이 심장이 Capture되면 정상상태와 비슷
한 값을 유지하였다.정수압 또한 정상상태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 없이 일
정함을 확인하였고,Biphasicwaveform Pacing에서도 혈액 순환이 문제없이 이루
어지고 있었다.

Biphasic  waveform pac ing BPBiphasic  waveform pac ing BPBiphasic  waveform pac ing BPBiphasic  waveform pac ing BP

20.0020.0020.0020.00

25.0025.0025.0025.00

30.0030.0030.0030.00

35.0035.0035.0035.00

40.0040.0040.0040.00

45.0045.0045.0045.00

50.0050.0050.0050.00

55.0055.0055.0055.00

60.0060.0060.0060.00

65.0065.0065.0065.00

70.0070.0070.0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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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Biphasicwaveform pacingcapture상황에서의 혈압

Biphasicwaveform pacing의 경우 자극에 대한 심장의 수축 및 혈액 순환에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확인 하였다.Duration도 monophasic과 유사 하게
First-phasic과 Second-phasic의 duration시간을 합하여 40㎳로 환자를 자극하는
것이 가장 유효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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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666임임임상상상시시시험험험 결결결과과과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개발 제품의 신뢰성 시험을 통하여 입증된 제품의 성능을 통하여 임상시험 결
과 그림 4.13의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전기 자극에 대한 Duration변화 실험에서 확인결과 10㎳~60㎳까지 가변했
을 경우 10㎳에서는 심장의 자극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류가 요구되어
지다가 전기 자극 Duration이 길어 지면서 전류도 낮아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4.13에서와 같이 30㎳이상부터는 Duration이 길어져도 전류의 요구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그러나 장시간 전기 자극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작은 에
너지로 Paing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30㎳의 Duration이 가장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그림 4.13Monophasic과 Biphasicpacing에 대한 Capturethreshold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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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Monophasicwaveform과 Biphasicwaveform에 대한 Pacing유효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두 파형 모두 심장을 자극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그림 4.14에서
와 같이 Shortduration에서는 Monophasicwaveform보다 Biphasicwaveform이
더 높은 전류가 요구되어 졌으며 그로인한 자극 시의 근육에 대한 수축이 더 컸
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통증도 더 클 것으로 추축된다.
그러나 그림 4.14에서와 같이 40㎳ 이상에서는 서로 비슷한 세기의 전류가 요구되
어 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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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Monophasic과 Biphasicpacing에 대한 Capturethresholdvariation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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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임상실험 시 전기 자극에 대한 심장의 수축에 대한 지표로 삼았던 사항으로
경동맥에서 측정한 혈압은 정상적으로 심장이 Capture되었을 때에는 명확히 수
축기(Systolic)혈압이 측정됨으로 심장의 수축을 예측할 수 있었다.실험하면서
측정한 혈압은 심장이 자가 수축했을 때의 혈압에 비해 평균 15mmhg정도 낮았
다.병행 측정한 정수압은 정상 상태와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하게 측정됨으로 혈
액의 순환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15Monophasic과 Biphasicpacing에 대한 BP및 Energy비교

임상시험으로 개발한 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절장치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하였다.특히 가장 큰 단점으로 대두되는 전기 자극에 따른 통증 및 불
쾌감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낮은 전류로 심장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 자극에 대한 파형 형태 즉 Monophasicwaveform pacing

과 Biphasicwameform pacing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또한 각
파형에 대하여 Durationtime을 가변하여 가장 효과적인 시간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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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의료기기의 발달과 진단의학의 발단은 인간의 사망률을 감소시켰고 그로인해
현대 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또한 서구화된 식생활로 고지방 음
식의 섭취는 늘어났지만 운동부족,환경오염,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심장질환은 계
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다.심장질환 중 서맥성 부정맥 환자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
용되는 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절장치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인
통증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인 숙제로 남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절장치의 개발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자
극의 세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⑴ 전기 자극 Duration변화에 따른 최적값과
⑵ Pacingwaveform의 변화로 심장의 전기 자극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효성에 대한 평가 방법은 견(犬)을 통한 동물임상 실험을 하였다.실험 대상 견
(犬)의 서맥 상황 구현 방법은 고혈압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칼슘 채널 차단제로
딜티아젬(Diltiazem)을 사용하였다.

실험으로 도출된 결과는 패드를 이용한 전기 자극을 통하여 심장을 수축 시키는
데에는 정전류 방식으로 적어도 30㎳의 Duration으로 자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30㎳이상으로 설정하였을 경우에도 요구되는 전류량은
확연하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Pacingwaveform의 변화에 대한 실험결과 Defibrillation과는 다르게 Monophasic
waveform 방식과 Biphasicwaveform 방식이 특별이 효과적 차이가 없었지만
Biphasicwaveform으로 생체 조직을 자극하는 것이 안전함은 이미 검증된바있다.

본 연구 개발의 성과로서 국내에선 전무후무했던 체외형 비침습 심박조절장치에
대한 개발 및 상용화를 성공시켰으며,동물 임상실험을 통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그로인하여 심장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수요확대 및 보건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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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k,BongKeun
Dept.ofBiomedical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Duetothedecreaseinthedeathratebythedevelopmentofthemedical
technology,themodernsocietyencounterstheagingsocietyrapidly.Because
ofthefact,thecoronaryarterydiseaseisincreasing nowadays.Among the
diseases,thepatientswhodieofthebradycardiaaswellastachycardiaare
increasingnowadays.
This thesis is the research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the external
noninvasive cardiac pacing system which can use with easy in the
bradycardia.
Theuseofexternalnoninvasivecardiacpacingdoesnothaveasideeffectfor
drugs,anddoesnothaveasequelaaftertreatment.
Also,itcanbeoperatednotonlybyspecialistorcareproviderwithhaving
thehigheducationalbackgroundasinternalcardiacpacing,butalsobythe
personwhohasbeeneducatedthebasiclevel.
Thepurposeofexternalnoninvasivecardiacpacingmakespatientwhogets
thearrhythmiawithconsciousmoresafeandgetmoreeffectivetreatmentwith
minimizingthepainfulelectro-stimulation.
Animaltestshavedonewithdogstoproveavailabilityandcalcium channel
blockers,Diltiazem,openusedtotreathypertension,haveappliedtodevelop
bradycardiaofthed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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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ultofthetestshowsthat30msisthemosteffectiveduration for
staticcurrentmethodandtherequiredcurrentisnotsignificantlyreducedeven
ifitsetsover30ms.

Thetestresultforthepacingwaveform provesthatthereisnomeaningful
differenceoftheeffectbetweenmonophasicwaveform andbiphasicwaveform,
yet the factthatthe stimulation with biphasic waveform is safer than
monophasicwaveform iswell-knownaccordingtopreviouspapers.

Tosum up,inthisstudy,thedevelopmentandthecommercializationofthe
veryfirstexternalnon-invasivepacemakerinKoreahavebeenachievedand
testsforsafetyandavailabilityhavedone.Itisexpectedthattheresultwill
contributetothedemandexpansionofmedicalservicesforpatientswhohave
aheartproblem andtotheimprovementofhealthandwelfa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 : External noninvasive cardiac pacing, Bradycardia, ECG,,
Electrostimulation,Monophasicwaveform,Biphasicwaveform,Pacing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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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스템템템 모모모든든든 식식식구구구들들들에에에게게게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특특특히히히 임임임상상상시시시험험험을을을 도도도와와와준준준 재재재영영영이이이,,,
태태태종종종이이이,,,희희희중중중이이이,,,남남남훈훈훈이이이,,,정정정성성성환환환이이이,,,욱욱욱빈빈빈이이이,,,종종종민민민이이이,,,슬슬슬기기기 그그그리리리고고고 연연연구구구소소소
모모모든든든 식식식구구구들들들에에에게게게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임임임상상상실실실험험험을을을 해해해주주주시시시고고고 많많많은은은 조조조언언언과과과 가가가르르르침침침을을을 주주주신신신 강강강원원원대대대학학학교교교 수수수의의의학학학과과과
현현현창창창백백백 교교교수수수님님님과과과 수수수의의의사사사 선선선생생생님님님들들들께께께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같같같은은은 배배배움움움의의의 길길길에에에서서서 고고고락락락을을을 나나나누누누며며며 힘힘힘이이이 되되되어어어준준준 의의의용용용 컴컴컴퓨퓨퓨터터터 연연연구구구실실실

의의의 태태태균균균이이이 균균균정정정이이이 입입입학학학동동동기기기인인인 진진진욱욱욱이이이와와와 선선선영영영이이이 그그그리리리고고고 후후후배배배 현현현학학학,,,용용용현현현,,,
은은은근근근 학학학우우우들들들에에에게게게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끝끝끝으으으로로로 제제제가가가 아아아는는는 사사사랑랑랑하하하는는는 모모모든든든 분분분들들들게게게 이이이 작작작은은은 노노노력력력의의의 결결결실실실을을을 바바바칩칩칩

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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