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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맥요법은 정맥에 관(catheter)을 삽입하여 수액

이나 약물의 공급, 영양분 공급, 혈액이나 혈액산물

의 수혈, 그리고 혈역학적 상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매우 흔하고 중요한 의료 행위이다. 침윤은 

유출된 수액이 생리식염수와 같은 비발포성 수액인 

경우이며, 일혈은 유출된 수액이 혈액, 도파민, 카페

인, 기타 항암제 등 발포성 수액인 경우로, 둘 다 수액

이 혈관 밖으로 혈관 밖으로 유출되어 발생하는 부작

용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1].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침윤의 발생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1 차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에 

감지하여 이차적인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본 논문은 정맥요법을 실시하는 인체 피부 부위에 

광을 조사(illuminate)한 후 반사 및 분산되는 광의 

세기는 침윤 발생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한 침윤감지기를 

기술한다. 본 논문의 침윤감지기가 피부에 조사하는 

광은 660nm, 740nm, 850nm, 그리고 940nm의 4 종류 

파장 대역을 사용한다. 각 파장 대역은 각각 혈액의 

파장 대역(660nm), 항암제 등 약물의 파장 대역(740

nm), 수액의 파장 대역(850nm), 그리고 근적외선 및 

SpO2 파장 대역(940 nm)의 분석을 위해 선정하였다.

Fig. 2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정맥요법에 본 논

문의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부위를 나타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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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맥 요법 시행은 주사 바늘을 정맥에 삽입한 후 

바늘이 움직이지 않도록 투명 멸균 테이프로 고정한

다. 따라서 본 논문의 침윤감지기가 측정하는 부위는 

Fig. 2의 검은색 원으로 나타낸 투명 테이프 위이다.

반사광을 사용하는 측정에서는 피부에 직접 조사하

는 것과 투명 테이프 위에 조사하는 것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5]가 있고, 본 연구에

서도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오히려 피검자

의 성별, 연령, 피부색, 정맥 주사 부위 등 피검자 개

인적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논문에

서는 개인별 보정 과정을 거친다. 보정 과정은 3 장에

서 자세히 기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과 

관련성이 있는 기존 연구들을 분석한 다음, 3장에서

는 본 논문의 계측기 하드웨어 구조, 피검자의 신체

적 특성에 따른 LED 출력 조정 과정에 대해 기술한

다. 4 장에서는 임상 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본 논문의 

침윤감지가 침윤을 조기 감지할 수 있음을 보이고,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계획을 다룬다.

2. 기존 연구 분석

정맥 요법의 시행에서 침윤을 조기 감지하고자 하

는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Chou외 4인[2]은 광을 이용하여 침윤을 조기 

감지하고자 하였다. 광을 사용하여 침윤을 조기 감지

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연구와 가장 유사하다. 그

러나 Chou외 4인의 연구에서는 한 가지 파장 대역의 

광을 사용하며, 기기를 정맥 요법 부위에 부착하기 

때문에 휴대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연구와 차별된다. 둘째, Kim외 3 인[3]은 정맥 요법

을 시행하는 부위에 전극을 부착하고 다양한 주파수 

별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침윤을 조기 감지하고 있다. Kim외 3 인의 연구는 

침윤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

나, 별도의 전극 및 임피던스 측정기를 항시 부착하

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임피던스를 측정 파라미터로 

사용한다는 점이 본 논문의 연구와 구분된다.

본 논문의 장치는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별로 하나씩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과 기존 연구처럼 

환자가 장치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을 제거

함으로써 환자의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3. 광 센서 기반 휴대 침윤감지기 프로토타입

본 논문의 침윤감지기의 외양은 Fig. 3과 같다.

Fig. 3의 (a)가 앞면이며, (b)가 뒷면이고, 원형의 크

기는 70×46×190mm로 휴대 가능하다. 앞면에는 광

을 주사하고 반사광을 수광하는 광 헤드, 그리고 환

자의 정보를 입력받기 위해 사용되는 2차원 바코드 

리더가 위치한다. 뒷면은 측정 진행 과정 및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LCD 및 측정 과정에 사용되는 버턴들

Fig. 1. Skin damage caused by IV extravasation.

Fig. 2. IV site for early infiltration detector.

(a) (b)

Fig. 3. Appearance of portable early infiltration detector. 

(a) front side  (b) rear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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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치한다.

3.1 하드웨어 구조

침윤감지기는 파장대역 별 광 필터를 사용하여 4

종류 파장 대역(660, 740, 850, 940 nm)의 광을 발광

하고 정맥요법을 시행 중인 부위에 인가한 후 반사된 

광은 광 검출기로 전달한다. 침윤감지기의 하드웨어 

구조는 Fig. 4와 같다. 라이트 헤드는 광을 조사하기 

위한 LED 모듈, 피부 조직으로부터 반사되는 광량을 

검출하기 위한 photo diode 모듈로 구성된다. LED

모듈에서 내보낸 과에 대한 반사광 신호는 증폭 모듈

(TI-Amp.)에서 증폭되어 ADC(Analog to Digital

Convert)를 통해 MPU 모듈로 입력된다. MPU 모듈

은 각 대역별 반사광 신호의 변화를 인지하여 침윤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바코드 리더 모듈은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사용되며, 환자 정보, 보정 계

수 그리고 시간에 따라 입력되는 반사광 신호를 저장

하기 위해 사용되는 탈부착 가능한 SD 카드 모듈을 

사용한다. 충전회로는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표시하

는 LED가 부착되어 충전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

며, 충전 전류를 제어하여 급속충전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는 보호회로가 포함된다. 침윤감지기를 PC에 

연결할 경우 SD 카드의 데이터는 PC에 자동 백업된

다. 또한 광 검침기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에도 시간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RTC 구동용 수정 

발진자, RTC 전용 IC 및 3V Coin 배터리 내장되어 

있다.

회로 소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1개의 DAC chip

(MPC4725)을 사용하여 4개의 LED를 구동한다. 광 

검출기에서 Photo Diode를 사용하여 광 신호를 검출

한다. 발광 및 수광을 위해 파장대역 별 4 개의 LED

를 사용하고 t1 시간 동안 발광한 후 t2/2 후 수광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3.2 피검자 신체 특성에 따른 보정

초기 버전의 제작 후 LED에서 조사된 후 반사되

는 광량은 성별, 측정 부위, 피부색, 연령 등 피검자의 

신체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의 침윤감지기는 정

맥요법을 시행된 직후에 피검자별 신체 특성을 잔영

하기 위한 회로를 추가하였다. Fig. 5에 LED 회로 

및 반사광의 결과에 따라 LED 전류 조정 회로를 나

타내었다.

보정은 피검자의 신체 특성에 따라 LED 광량을 

조정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다. 정

맥요법을 시행한 직후 투명 멸균 테이프 위에 광을 

주사했을 때, Fig. 5(d)와 같이 각 파장대역 별로 동일

한 레벨의 반사광을 얻을 수 있도록 LED 구동 전류

를 조정한다. 즉 입력되는 반사광을 일정하게 유지토

록 출력 광의 세기를 반복적으로 조정한다. 구동 전

류의 조정에 따라 얻어지는 수광의 광도가 선형적이

지 않기 때문에 이진 탐색 기법을 사용하여 보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구현하였다. 보정 과

정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개인별로 저장되며, 동일한 

정맥요법이 시행되는 부위를 측정하는 동안 1 번만 

수행한다.

3.3 측정 절차

바코드 리더는 피검자의 ID가 입력하기 위해 사용

되며, 침윤감지기 내부에서는 피검자 ID로 구별하여 

데이터를 관리한다. 간호사가 정맥요법을 시행한 직

후 주사 바늘의 끝이 위치한 부위에 보정 버턴을 누

르고 대기하면, LCD 패널에 보정 종료 신호가 디스

플레이된다. 이후 일정한 시간마다 간호사가 침윤감

지기를 사용하여 정맥요법을 실시한 부위를 측정한

다. 측정된 값들은 측정 시간과 함께 저장되며, 마이

크로 USB를 통해 PC에 별도로 저장할 수 있다. Fig.

6은 측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기기의 화면

을 나타낸다.

4. 시험 및 고찰

4.1 시험 환경

시험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Fig. 4. Block diagram of early IV infiltration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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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5. (a) LED Circuit, (b)  Circuit for calibration (c) Vmon waveform  before calibration (d) Waveform of reflected 

light after calibration.

(a) (b) (c)

(d) (e) (f)

Fig. 6. The instrument's screen at each stage of the measurement process: (a) reading bar code (b) performing 

calibration (c) completion of calibration (d) infiltration measurement (e) no infiltration (f) infil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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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승인번호: IRB No. 03-

2016-017). 피검자는 자원자들 중에서 선정하였으

며, 20대 초반의 여성 2명과 20대 중반의 남성 3인으

로 구성하였다. 모든 피검자들은 시험 참여 전에 본 

시험의 진행 방법과 목적에 대한 설명을 받았고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검자들은 시험 참여에 

앞서 일반혈액검사와 혈액응고검사를 받았으며, 전

원 정상 판정을 받았다. 시험은 연구에 참여하는 연

구자와 임상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1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다. 정맥 요법을 위한 용액은 100 cc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였다.

4.2 시험 방법 

시험은 상기 3.3에 기술한 측정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다. 침윤이 발생하였을 때를 확인하기 위하

여 정맥 주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고의로 침윤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맥 주사 후 침윤감

지기 측정은 침윤 전 3회, 침윤 직후, 침윤 후 1,3,5분

이 지난 후 측정하는 등 총 7번 실시되었다. 단 피검

자에 따라 침윤 발생으로 인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침윤 후 1분과 3 분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Fig. 7은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시험은 피

검자의 팔에 정맥관을 삽입한 후 삽입 부위에 투명 

멸균 테이프를 부착하고, 침윤 전후 침윤감지기를 이

용한 측정으로 진행되었다. 시험을 위한 측정은 3.3

의 측정 절차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행하였다.

4.3 결과 및 고찰

임상 시험 결과는 Fig. 8.과 같다. Fig. 8의 파란색 

그래프는 정맥 요법 실시 후 침윤이 발생하기 전의 

측정값을 사용한 것이며, 붉은 색 그래프는 침윤을 

만든 후 1분 후  측정한 값을 사용한 것이다. A, B,

C, D는 각각 4 종류 파장 대역(660, 740, 850, 940 nm)

을 나타낸다. A-D는 660nm 파장의 반사광의 평균값

에서 940nm 파장의 반사광의 평균값을 뺀 차이 값을 

의미한다.

Fig. 8에서 볼 수 있듯이 침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파장 대역별 차이 값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침윤이 발생한 경우 파장 대역별 차이 

값에 변화가 매우 큼을 볼 수 있다. 특히 5 명의 피검

자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은 A-D 값과 B-A

값이 침윤이 발생한 경우 차이 값이 교차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A의 파장인 660

nm 은 가시광선 중에서도 붉은 색에 해당하는 파장

이며, 740nm는 근 적외선에 해당된다. 침윤이 발생

하는 경우 수액이 혈관을 따라 흐르지 않고, 혈관 외

부로 빠져나오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두 가지 면

에서 반사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는 수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옴으로써 혈관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어 혈액의 색과 유사한 660nm의 반사광

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수액이 혈관을 

통해 이동하지 않고 피부에 침착됨으로써 부종이 발

생하고, 결과적으로 광 조사 후 반사되는 거리가 길

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현상에 의해 

침윤 발생 전과 발생 시의 변화가 감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향후 계획

정맥 요법 시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침윤은 심각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1 차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에 

이를 감지하여 이차적인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광을 사용하여 침윤을 조기 감지할 수 

있도록 개발된 휴대형 침윤감지기를 기술하였다. 5

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는 일관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침윤을 조기  감지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침윤감지기는 작은 크기의 침윤 상태에서

도 침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시험에

서는 피검자에 따라 침윤의 크기가 직경 2-3cm로 

다양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직경 1cm 수준에서

의 감지능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침윤 조기감지 알고Fig. 7. Measurement of a subject using IV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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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을 개발 탑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피검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자료를 수집하여 정밀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1cm 미만의 수준에서도 

조기감지가 가능한 지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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