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A61M 25/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5-0062404
2005년06월23일

(21) 출원번호 10-2004-0107467
(22) 출원일자 2004년12월17일

(30) 우선권주장 JP-P-2003-00421659
JP-P-2004-00011185
JP-P-2004-00024573

2003년12월18일
2004년01월19일
2004년01월30일

일본(JP)
일본(JP)
일본(JP)

(71) 출원인 테루모 가부시키가이샤
일본국 도쿄 시부야쿠 하타가야 2죠우메 44-1

(72) 발명자 미시마가쯔로오
일본 시즈오까껭 후지노미야시 마이마이기쪼 150반지 테루모 가부시키
가이샤 내
이또오유따까
일본 시즈오까껭 후지노미야시 마이마이기쪼 150반지 테루모 가부시키
가이샤 내
무라야마히라꾸
일본 시즈오까껭 후지노미야시 마이마이기쪼 150반지 테루모 가부시키
가이샤 내
사또오히데오
일본 시즈오까껭 후지노미야시 마이마이기쪼 150반지 테루모 가부시키
가이샤 내

(74) 대리인 주성민
성재동

심사청구 : 없음

(54) 가이드 와이어

요약

  본 발명의 과제는 유연성 및 조작성이 우수하고, 제1 와이어와 제2 와이어와의 접합 강도가 높은 가이드 와이어를 제공하
는 것이다.

  가이드 와이어(1)는 선단부측에 배치된 선형의 제1 와이어(2)와, 그 기단부측에 접합된 선형의 제2 와이어(3)로 구성되
는 와이어 본체(10)를 구비한다. 제1 와이어(2)의 선단부 외주에는 X선 조영성을 갖는 코일(4)이 설치되어 있다. 제1 와이
어(2)와 제2 와이어(3)는, 바람직하게는 용접에 의해 접합되고, 층형의 접합부(14)를 형성하고 있다. 이 접합부(14)는 곡
면형, 특히 와이어 본체(10)의 기단부 방향을 향해 볼록해지는 볼록면 형상을 이루고 있다. 접합부(14)에 있어서는, 제1 와
이어(2)의 구성 재료 중 제1 성분(예를 들어 Ti)이 기단부 방향을 향해 감소하고, 제2 와이어(3)의 구성 재료 중 제2 성분
(예를 들어 Fe)이 선단부 방향을 향해 감소하고 있다. 와이어 본체(10)의 접합부(14)를 포함하는 부위에 인장 시험을 행하
였을 때, 인장 하중 - 신장선도에 있어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대략 직선형으로 연장되는 탄성 영역과, 상기 탄성 영역으로
이어지는 수평 또는 우측으로 올라가는 항복 영역과, 상기 항복 영역으로 이어지는 우측으로 올라가는 대략 직선형의 직선
영역을 갖고, 상기 직선 영역의 종단부 부근에서 파단되고, 또한 그 파단 위치가 접합부(14) 이외의 부위인 특성을 나타낸
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가이드 와이어, 접합부, 와이어 본체, 코일, 피복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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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가이드 와이어의 실시 형태를 도시한 종단면도.

  도2는 본 발명의 가이드 와이어에 있어서의 와이어 본체의 접합부 부근을 확대하여 도시한 종단면도.

  도3은 본 발명의 가이드 와이어에 있어서의 와이어 본체의 종단면에 대해 오우거 전자 분광 분석에 의해 조성 분석을 행
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도4는 와이어 본체에 인장 시험을 행하였을 때의 인장 하중 - 신장선도(개략도).

  도5는 와이어 본체에 인장 시험을 행하였을 때의 인장 하중 - 신장선도(개략도).

  도6은 와이어 본체에 인장 시험을 행하였을 때의 인장 하중 - 신장선도.

  도7은 본 발명의 가이드 와이어의 사용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도8은 본 발명의 가이드 와이어의 사용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가이드 와이어

  2 : 제1 와이어

  3 : 제2 와이어

  4 : 코일

  5 : 피복층

  10 : 와이어 본체

  11, 12, 13 : 고정 재료

  14 : 접합부(용접부)

  15, 16, 18 : 외경 점감부

  17 : 돌출부

  20 : 벌룬 카테테르

  30 : 가이딩 카테테르

  40 : 대동맥활

  50 : 우측 관상 동맥

  60 : 우측 관상 동맥 개구부

  70 : 혈관 협착부

  201 : 벌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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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가이드 와이어, 특히 혈관과 같은 체강 내에 카테테르를 도입할 때에 이용되는 가이드 와이어에 관한 것이다.

  가이드 와이어는, 예를 들어 PTCA(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 경피적 관상 동맥 혈관 형성
술)와 같은 외과적 수술이 곤란한 부위의 치료, 또는 인체로의 저침습을 목적으로 한 치료나, 심장 혈관 조영 등의 검사에
이용되는 카테테르를 유도하는 데 사용된다. PTCA에 이용되는 가이드 와이어는, 가이드 와이어의 선단부를 벌룬 카테테
르의 선단부보다 돌출시킨 상태에서, 벌룬 카테테르와 함께 목적 부위인 혈관 협착 부근까지 삽입되어, 벌룬 카테테르의
선단부를 혈관 협착부 부근까지 유도한다.

  혈관은 복잡하게 만곡되어 있고, 벌룬 카테테르를 혈관에 삽입할 때에 이용하는 가이드 와이어에는 적절한 굽힘에 대한
유연성과 복원성, 기단부에 있어서의 조작을 선단부측으로 전달하기 위한 압입성 및 토크 전달성(이들을 총칭하여「조작
성」이라 함), 또한 내킹크성(내절곡성) 등이 요구된다. 그들 특성 중, 적절한 유연성을 얻기 위한 구조로서, 가이드 와이어
의 가는 선단부 코어재의 주위에 굽힘에 대한 유연성을 갖는 금속 코일을 구비한 것이나, 유연성과 복원성을 부여하기 위
해 가이드 와이어의 코어재에 Ni-Ti 등의 초탄성선을 이용한 것이 있다.

  종래의 가이드 와이어는 코어재가 실질적으로 1 종류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이드 와이어의 조작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탄성율이 높은 재료가 이용되어, 그 영향으로서 가이드 와이어 선단부의 유연성을 잃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가이드 와이어의 선단부의 유연성을 얻기 위해 비교적 탄성율이 낮은 재료를 이용하면, 가이드 와이어의 기단부측에 있어
서의 조작성을 잃게 된다. 이와 같이, 필요해지는 유연성 및 조작성을 1 종류의 코어재로 충족시키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점을 개량하기 위해, 예를 들어 USP 5171383에는 코어재에 Ni-Ti 합금선을 이용하여 그 선단부측과 기단부
측에 다른 조건으로 열처리를 실시하고, 선단부의 유연성을 높여 기단부측의 강성을 높인 가이드 와이어가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처리에 의한 유연성의 제어에는 한계가 있어, 선단부에서는 충분한 유연성을 얻을 수 있어도 기단부측
에서는 반드시 만족하는 강성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미국특허 제6,001,068호에는 선단부측에 배치된 가요성을 갖는 제1 와이어와, 기단부측에 배치된 강성이 높은 제
2 와이어와, 제1 와이어와 제2 와이어를 접속하여 홈 및 슬릿을 갖는 관형의 접속 부재로 이루어지고, 접속 부재는 선단부
측으로부터 기단부측을 향해 서서히 강성이 높아지도록 구성된 가이드 와이어가 제안되어 있다.

  이러한 가이드 와이어는 선단부측과 기단부측에 각각 원하는 특성을 갖는 와이어를 배치할 수 있지만, 양 와이어를 관형
의 접속 부재를 거쳐서 접속하기 때문에 양 와이어의 접합 강도를 높게 할 수 없어, 토크 전달성을 충분히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와이어의 접속 작업에 수고를 요한다고 하는 제조상의 문제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유연성 및 조작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제1 와이어와 제2 와이어와의 접합 강도가 높은 가이드 와이어
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은 선단부측에 배치된 제1 와이어와, 상기 제1 와이어의 기단부에 접합되고 상기 제1 와이어의 구성 재료보
다 탄성율이 큰 재료로 구성된 제2 와이어를 구비하는 와이어 본체를 갖고, 상기 제1 와이어와 상기 제2 와이어의 접합부
가 곡면형을 이루고, 또한 상기 와이어 본체의 중심축에 대해 대략 대칭인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이드 와이어에 의
해 달성된다.

  상기 접합부는 상기 와이어 본체의 기단부 방향을 향해 볼록해지는 볼록면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
1 와이어와 상기 제2 와이어의 접합은, 용접에 의해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접합부는 층형을 이루고 있는 것
이 바람직하다. 상기 층형을 이루는 접합부의 두께는, 0.001 내지 100 ㎛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와이어 본체의 상기 접
합부에 있어서의 외경은, 상기 접합부의 기단부측 부위의 외경보다 큰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와이어 본체의 상기 접합부
에 있어서의 외경은, 상기 접합부의 기단부측 및 선단부측 부위의 외경보다 큰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와이어 본체의 외주
에 적어도 상기 접합부를 피복하도록 설치된 피복층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피복층은 마찰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재
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피복층은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실리콘 수지 또는 불소계 수지로 구성되어 있
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피복층의 평균 두께는, 1 내지 30 ㎛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와이어 본체는 그 외경이 선단부
방향을 향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외경 점감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와이어 중 적어도 선단부측 부분을 덮는
나선형의 코일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와이어 및 상기 제2 와이어의 각각의 구성 재료 중에, 공통된 금속 원소
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와이어는 초탄성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와이어
는, 스테인레스강 또는 Co기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Co기 합금은 Co-Ni-Cr계 합금인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상기 목적은 선단부측에 배치된 제1 와이어와, 상기 제1 와이어의 기단부측에 배치되고 상기 제1 와이어와는 다른
재료로 구성된 제2 와이어가 접합부를 거쳐서 접합된 와이어 본체를 갖고, 상기 접합부에 있어서 상기 제1 와이어의 구성
재료 중 제1 성분이 기단부 방향을 향해 감소하고, 상기 제2 와이어의 구성 재료 중의 제2 성분이 선단부 방향을 향해 감소
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이드 와이어에 의해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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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2 와이어는, 상기 제1 와이어의 재료보다 탄성율이 큰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와이어
및 상기 제2 와이어의 각각의 구성 재료 중에, 공통된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와이어는 Ni-
Ti계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와이어는 스테인레스강 또는 Co기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Co기 합금은, Co-Ni-Cr계 합금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접합부는 곡면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람
직하다. 상기 접합부는 상기 와이어 본체의 중심축에 대해 대칭인 형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접합부는 상기 와이어 본
체의 기단부 방향을 향해 볼록해지는 볼록면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와이어와 상기 제2 와이어의
접합은, 용접에 의해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층형을 이루는 접합부의 두께는, 0.001 내지 100 ㎛인 것이 바
람직하다. 상기 와이어 본체의 상기 접합부에 있어서의 외경은, 상기 접합부의 기단부측 및 선단부측 부위의 외경보다 큰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와이어 본체의 외주에 적어도 상기 접합부를 피복하도록 설치된 피복층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피복층은 마찰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피복층은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실
리콘 수지 또는 불소계 수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피복층의 평균 두께는 1 내지 30 ㎛인 것이 바람직하
다. 상기 와이어 본체는, 그 외경이 선단부 방향을 향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외경 점감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와이어 중 적어도 선단부측의 부분을 덮는 나선형의 코일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접합부에 있어서, 상기 제1 성분
및/또는 상기 제2 성분은 와이어 본체의 길이 방향으로 복수의 다른 농도 구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복수의
농도 구배는 비교적 완만한 제1 농도 구배 및 제2 농도 구배와, 그들 사이에 위치하고 보다 급한 제3 농도 구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목적은, 선단부측에 배치되고 의탄성을 나타내는 재료로 구성된 제1 와이어와, 상기 제1 와이어의 기단부에 용
접에 의해 접합되고 상기 제1 와이어의 구성 재료보다 탄성율이 큰 재료로 구성된 제2 와이어를 구비하는 와이어 본체를
갖고, 상기 와이어 본체의 접합부를 포함하는 부위는 인장 하중 - 신장선도에 있어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대략 직선 형상
으로 연장되는 탄성 영역과, 상기 탄성 영역으로 이어지는 대략 수평 또는 우측으로 올라가는 항복 영역을 갖고, 상기 항복
영역의 종단부보다 더욱 높은 하중으로 파단하는 특성을 갖고, 또한 그 파단 위치가 상기 접합부 이외의 부위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가이드 와이어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선단부측에 배치되고 의탄성을 나타내는 재료로 구성된 제1 와이어와, 상기 제1 와이어의 기단부에 용
접에 의해 접합되고 상기 제1 와이어의 구성 재료보다 탄성율이 큰 재료로 구성된 제2 와이어를 구비하는 와이어 본체를
갖고, 상기 와이어 본체의 접합부를 포함하는 부위에 인장 시험을 행하였을 때, 인장 하중 - 신장선도에 있어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대략 직선형으로 연장되는 탄성 영역과, 상기 탄성 영역에 이어지는 대략 수평 또는 우측으로 올라가는 항복 영
역과, 상기 항복 영역에 이어지는 우측으로 올라가는 대략 직선형의 직선 영역을 갖고, 상기 직선 영역의 종단부 부근에서
파단하는 특성을 갖고, 또한 상기 접합부는 상기 제2 와이어의 선단부보다도 파단 강도가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이드
와이어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선단부측에 배치되고 의탄성을 나타내는 재료로 구성된 제1 와이어와, 상기 제1 와이어의 구성 재료보
다 탄성율이 큰 재료로 구성된 제2 와이어와, 상기 제1 와이어의 기단부와 상기 제2 와이어의 선단부를 용접에 의해 접합
한 접합부를 구비하는 와이어 본체를 갖고, 상기 접합부는 상기 제2 와이어의 선단부보다도 파단 강도가 높은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가이드 와이어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인장 하중 - 신장선도에 있어서, 파단이 근접하였을 때 넥킹에 의해 인장 하중 - 신장선이 하방을 향해 만곡하는 현
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와이어 본체의 파단 강도가 4 kg중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와이어는 초
탄성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와이어는 스테인레스강 또는 Co기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와이어와 상기 제2 와이어의 접합부가 곡면 형상을 이루고, 또한 상기 와이어 본체의 중심축에 대해
대략 대칭인 형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접합부는 상기 와이어 본체의 기단부 방향을 향해 볼록해지는 볼록면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접합부는 층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층형을 이루는 접합부의 두께는,
0.001 내지 100 ㎛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피복층은 마찰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피복층은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실리콘 수지 또는 불소계 수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피복층의 평
균 두께는 1 내지 30 ㎛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와이어 본체는, 그 외경이 선단부 방향을 향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외경
점감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와이어 중 적어도 선단부측의 부분을 덮는 나선형의 코일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
다. 상기 제1 와이어 및 상기 제2 와이어의 각각의 구성 재료 중에 공통된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제1 와이어와 제2 와이어와의 접합 강도가 높은 가이드 와이어를 제공할 수 있다. 물리적 특성이 다른
제1 와이어와 제2 와이어를 접합하여 이용함으로써 유연성 및 조작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가이드 와이어에 굽힘이
나 인장 등의 응력이 작용한 경우라도 제1 와이어와 제2 와이어와의 접합부가 이탈하는 일 없이, 또한 기단부측으로부터
선단부측으로의 비틀림 토크나 압입력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가이드 와이어에 대해 첨부 도면에 도시한 적합 실시 형태를 기초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1은 본 발명의 가이드 와이어의 실시 형태를 도시한 종단면도, 도2는 본 발명의 가이드 와이어에 있어서의 와이어 본체
의 접합부 부근을 확대하여 도시한 종단면도이다. 또한, 설명의 편의상 도1 및 도2 중 우측을「기단부」, 좌측을「선단
부」라 한다. 또한, 도1 중에서는 보기 쉽게 하기 위해 가이드 와이어의 길이 방향을 단축하고, 가이드 와이어의 굵기 방향
을 과장하여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으며, 길이 방향과 굵기 방향의 비율은 실제와는 다르다.

  도1에 도시한 가이드 와이어(1)는, 카테테르에 삽입하여 이용되는 카테테르용 가이드 와이어이며, 선단부측에 배치된 제
1 와이어(2)와 제1 와이어(2)의 기단부측에 배치된 제2 와이어(3)를 접합(연결)하여 이루어지는 와이어 본체(10)와, 나선
형의 코일(4)을 갖고 있다. 가이드 와이어(1)의 전체 길이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200 내지 5000 mm 정도인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와이어 본체(10)의 외경(외경이 일정한 부분의 외경)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통상, 0.2 내지 1.4 mm
정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제1 와이어(2)는 탄성을 갖는 선재로 구성되어 있다. 제1 와이어(2)의 길이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20 내지 1000
mm 정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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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시 형태에서는, 제1 와이어(2)는 그 외경이 일정한 부분과 외경이 선단부 방향을 향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부분(외
경 점감부)을 갖는다. 후자는, 1군데라도 좋고 2군데 이상이라도 좋으며, 도시한 실시 형태에서는 2군데의 외경 점감부
(15, 16)를 갖고 있다.

  이러한 외경 점감부(15, 16)를 가짐으로써, 제1 와이어(2)의 강성(굽힘 강성, 비틀림 강성)을 선단부 방향을 향해 서서히
감소시킬 수 있고, 그 결과 가이드 와이어(1)는 선단부에 양호한 유연성을 얻어 혈관으로의 추종성 및 안전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절곡 등도 방지할 수 있다.

  도시한 구성에서는, 외경 점감부(15, 16)는 각각 제1 와이어(2)의 길이 방향의 일부에 형성되어 있지만, 제1 와이어(2)의
전체가 외경 점감부를 구성하고 있어도 좋다. 또한, 외경 점감부(15, 16)의 테이퍼 각도(외경의 감소율)는 와이어 길이 방
향에 따라 일정해도 좋고, 길이 방향에 따라 변화하는 부위가 있어도 좋다. 예를 들어, 테이퍼 각도(외경의 감소율)가 비교
적 큰 부위와 비교적 작은 부위가 복수회 번갈아 반복하여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도 좋다.

  또한, 도시한 구성과 달리, 외경 점감부(16)의 기단부가 제2 와이어(3)의 도중에 위치하는, 즉 외경 점감부(16)가 제1 와
이어(2)와 제2 와이어(3)의 접합부(용접부)(14)를 걸쳐 형성된 구성이라도 좋다.

  제1 와이어(2)의 구성 재료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스테인레스강 등의 각종 금속 재료를 사용할 수 있지
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의탄성을 나타내는 합금(초탄성 합금을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초탄성 합금이다.
초탄성 합금은 비교적 유연한 동시에 복원성이 있어 구부러지는 성질이 생기기 어려우므로, 제1 와이어(2)를 초탄성 합금
으로 구성함으로써, 가이드 와이어(1)는 그 선단부측의 부분에 충분한 유연성과 굽힘에 대한 복원성을 얻을 수 있어, 복잡
하게 만곡 및 굴곡하는 혈관에 대한 추종성이 향상되어, 보다 우수한 조작성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제1 와이어(2)가 만곡
및 굴곡 변형을 반복해도 제1 와이어(2)에 구비되는 복원성에 의해 구부러지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지 않으므로, 가이드 와
이어(1)의 사용 중에 제1 와이어(2)에 구부러지려는 성질이 생김에 따른 조작성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의탄성 합금에는 인장에 의한 응력 - 왜곡 곡선 중 어느 하나의 형상도 포함하고, As, Af, Ms, Mf 등의 변태점을 현저하
게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측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하여 응력에 따라 크게 변형(왜곡)되고 응력의 제거에 의해 원래의 형상
으로 거의 복귀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

  초탄성 합금의 바람직한 조성으로서는, 49 내지 52 원자 ％ Ni의 Ni-Ti 합금 등의 Ni-Ti계 합금, 38.5 내지 41.5 중량 ％
Zn의 Cu-Zn 합금, 1 내지 10 중량 ％ X의 Cu-Zn-X 합금(X는 Be, Si, Sn, Al, Ga 중 적어도 1 종류), 36 내지 38 원자 ％
Al의 Ni-Al 합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바람직한 것은, 상기한 Ni-Ti계 합금이다. 또한, Ni-Ti계 합금에
대표되는 초탄성 합금은, 후술하는 피복층(5)의 밀착성도 우수하다.

  제1 와이어(2)의 기단부에는 제2 와이어(3)의 선단부가 예를 들어 용접에 의해 접속(연결)되어 있다. 제2 와이어(3)는 탄
성을 갖는 선재로 구성되어 있다. 제2 와이어(3)의 길이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20 내지 4800 mm 정도인 것이 바람직
하다.

  제2 와이어(3)는, 통상 제1 와이어(2)와는 다른 탄성율[영율(종탄성 계수), 강성율(횡탄성 계수), 부피 탄성율]을 갖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제1 와이어(2)보다 탄성율이 큰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에 의해, 제2 와이어(3)에 적절한 강성(굽힘 강성, 비틀림 강성)을 얻을 수 있고, 가이드 와이어(1)가 이른바 탄성이 강한
것으로 되어 압입성 및 토크 전달성이 향상되어, 보다 우수한 삽입 조작성을 얻을 수 있다.

  제2 와이어(3)의 구성 재료(소재)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스테인레스강(예를 들어, SUS304, SUS303, SUS316,
SUS316L, SUS316J1, SUS316J1L, SUS405, SUS430, SUS434, SUS444, SUS429, SUS430F, SUS302 등 SUS의 전
품종), 피아노선, 코발트계 합금, 의탄성 합금 등 각종 금속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코발트계 합금은 와이어로 하였을 때의 탄성율이 높고, 또한 적절한 탄성 한도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코발
트계 합금으로 구성된 제2 와이어(3)는, 특히 우수한 토크 전달성을 가져, 좌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매우 어렵다. 코발
트계 합금으로서는, 구성 원소로서 Co를 포함하는 것이면 어떠한 것을 이용해도 좋지만, Co를 주성분으로서 포함하는 것
(Co기 합금 : 합금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Co의 함유율이 중량비로 가장 많은 합금)이 바람직하고, Co-Ni-Cr계 합금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성의 합금을 제2 와이어(3)의 구성 재료로서 이용함으로써, 전술한 효과가 더욱
현저한 것이 된다. 또한, 이러한 조성의 합금은 상온에 있어서의 변형에 있어서도 가소성을 가지므로, 예를 들어 사용시 등
에 원하는 형상으로 용이하게 변형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성의 합금은 탄성 계수가 높고 또한 고탄성 한도로서도 냉
간 성형 가능해, 고탄성 한도임으로써 좌굴의 발생을 충분히 방지하면서 소직경화할 수 있어, 소정 부위에 삽입하는 데 충
분한 유연성과 강성을 구비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Co-Ni-Cr계 합금으로서는, 예를 들어 28 내지 50 wt ％ Co - 10 내지 30 wt ％ Ni - 10 내지 30 wt ％ Cr - 잔량부 Fe
의 조성으로 이루어지는 합금이나, 그 일부가 다른 원소(치환 원소)로 치환된 합금 등이 바람직하다. 치환 원소의 함유는,
그 종류에 따른 고유의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어, 치환 원소로서 Ti, Nb, Ta, Be, Mo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 종류를
포함함으로써, 제2 와이어(3)의 강도 향상 등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다. 또한, Co, Ni, Cr 이외의 원소를 포함하는 경우,
그(치환 원소 전체의) 함유량은 30 wt ％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Co, Ni, Cr의 일부는 다른 원소로 치환해도 좋다. 예를 들어, Ni의 일부를 Mn으로 치환해도 좋다. 이에 의해, 예를 들어
가공성의 개선 등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다. Cr의 일부를 Mo 및/또는 W로 치환해도 좋다. 이에 의해, 탄성 한도의 개선 등
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다. Co-Ni-Cr계 합금 중에서도, Mo를 포함하는 Co-Ni-Cr-Mo계 합금이 특히 바람직하다.

  Co-Ni-Cr계 합금의 구체적인 조성으로서는, 예를 들어 [1] 40 wt ％ Co - 22 wt ％ Ni - 25 wt ％ Cr - 2 wt ％ Mn -
0.17 wt ％ C - 0.03 wt ％ Be - 잔량부 Fe, [2] 40 wt ％ Co - 15 wt ％ Ni - 20 wt ％ Cr - 2 wt ％ Mn - 7 wt ％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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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5 wt ％ C - 0.03 wt ％ Be - 잔량부 Fe, [3] 42 wt ％ Co - 13 wt ％ Ni - 20 wt ％ Cr - 1.6 wt ％ Mn - 2 wt ％
Mo - 2.8 wt ％ W - 0.2 wt ％ C - 0.04 wt ％ Be - 잔량부 Fe, [4] 45 wt ％ Co - 21 wt ％ Ni - 18 wt ％ Cr - 1
wt ％ Mn - 4 wt ％ Mo - 1 wt ％ Ti - 0.02 wt ％ C - 0.3 wt ％ Be - 잔량부 Fe, [5] 34 wt ％ Co - 21 wt ％ Ni - 14
wt ％ Cr - 0.5 wt ％ Mn - 6 wt ％ Mo - 2.5 wt ％ Nb - 0.5 wt ％ Ta - 잔량부 Fe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에서 말하
는 Co-Ni-Cr계 합금이라 함은 이들의 합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제2 와이어(3)의 구성 재료로서, 스테인레스강을 이용한 경우, 가이드 와이어(1)는 보다 우수한 압입성 및 토크 전달성을
얻을 수 있다.

  제1 와이어(2)와 제2 와이어(3)를 이종(異種) 합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제1 와이어(2)가 제2 와이어(3)의 구
성 재료보다 탄성율이 작은 재료로 구성된 것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가이드 와이어(1)는 선단부측의 부분이 우수
한 유연성을 갖는 동시에, 기단부측의 부분이 강성(굽힘 강성, 비틀림 강성)이 풍부한 것이 된다. 그 결과, 가이드 와이어
(1)는 우수한 압입성이나 토크 전달성을 얻어 양호한 조작성을 확보하면서, 선단부측에 있어서는 양호한 유연성 및 복원성
을 얻어 혈관으로의 추종성 및 안전성이 향상된다.

  제1 와이어(2)와 제2 와이어(3)의 구체적인 조합으로서는, 제1 와이어(2)를 초탄성 합금(특히 Ni-Ti계 합금)으로 구성하
고, 제2 와이어(3)를 Co기 합금(특히 Co-Ni-Cr계 합금) 또는 스테인레스강(Fe-Cr-Ni계 합금)으로 구성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전술한 효과는 더욱 현저한 것이 된다. 또한, 이러한 조합이 바람직한 다른 이유로서는, 제1 와이어
(2) 및 제2 와이어(3)의 각각의 구성 재료 중에 공통된 금속 원소(예를 들어 Ni)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양 와이어를 후술
하는 바와 같이 용접한 경우, 공통된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접합부(14)의 접합 강도가 더욱 높은 것이 된다. 그로 인
해, 후술하는 인장 시험에 제공되었을 때, 접합부(14)에서의 파단이 회피되어 생체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신뢰성 및 안전
성이 높은 가이드 와이어(1)를 얻을 수 있다.

  제2 와이어(3)는 대개 그 외경은 일정하지만, 제2 와이어(3)의 선단부 부근[접합부(14)의 기단부측 근방]에 외경이 선단
부 방향을 향해 점차 감소하는 외경 점감부(18)를 갖고 있다. 이 외경 점감부(18)의 존재에 의해, 제2 와이어(3)로부터 제1
와이어(2)로의 물리적 특성, 특히 탄성이 원활하게 변화되고, 접합부(14)의 전후에 있어서 우수한 압입성이나 토크 전달성
이 발휘되어 내킹크성도 향상된다. 상기 유연한 부위의 다른 예로서는, 제2 와이어(3)의 선단부 부근에 항복 응력 혹은 탄
성율이 다른 부분보다도 낮은 부위를 갖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제2 와이어(3)의 선단부 부근은 상기 선단부 부근
이외의 부분보다도 유연하고, 제1 와이어(2)는 제2 와이어(3)의 선단부 부근보다도 유연하게 구성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유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압입성이나 토크 전달성 및 내킹크성이 우수하다.

  코일(4)은 선재(가는 선)를 나선형으로 권취하여 이루어지는 부재로, 제1 와이어(2)의 선단부측의 부분을 덮도록 설치되
어 있다. 도시한 구성에서는, 제1 와이어(2)의 선단부측의 부분은 코일(4) 내측의 대략 중심부에 삽입 관통되어 있다. 또
한, 제1 와이어(2)의 선단부측의 부분은 코일(4)의 내면과 비접촉으로 삽입 관통되어 있다. 접합 경계부(14)는 코일(4)의
기단부보다 기단부측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도시한 구성에서는 코일(4)은 외력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선형으로 권취된 선재끼리의 사이에 약간 간극이
비어 있지만, 도시와 달리 외력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선 형상으로 권취된 선재끼리가 간극 없이 밀하게 배치되어
있어도 좋다.

  코일(4)은 금속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일(4)을 구성하는 금속 재료로서는, 예를 들어 스테인레스강,
초탄성 합금, 코발트계 합금이나 금, 백금, 텅스텐 등의 귀금속 또는 이들을 포함하는 합금(예를 들어 백금 - 이리듐 합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귀금속과 같은 X선 불투과 재료로 구성한 경우에는 가이드 와이어(1)에 X선 조영성을 얻을 수 있
고, X선 투시 하에서 선단부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생체 내에 삽입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코일(4)은 그 선단부측과 기단부
측을 다른 재료로 구성해도 된다. 예를 들어, 선단부측을 X선 불투과 재료의 코일, 기단부측을 X선을 비교적 투과하는 재
료(스테인레스강 등)의 코일로 각각 구성해도 좋다. 코일(4)의 전체 길이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5 내지 500 mm 정도
인 것이 바람직하다.

  코일(4)의 기단부 및 선단부는, 각각 고정 재료(11 및 12)에 의해 제1 와이어(2)에 고정되어 있다. 코일(4)의 중간부(선단
부측의 위치)는 고정 재료(13)에 의해 제1 와이어(2)에 고정되어 있다. 고정 재료(11, 12 및 13)는 땜납(납재)으로 구성되
어 있다. 고정 재료(11, 12 및 13)는 땜납에 한정되지 않고, 접착제라도 좋다. 코일(4)의 고정 방법은 고정 재료에 의한 것
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어 용접이라도 좋다. 혈관 내벽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 재료(12)의 선단부면은 라운딩을
띠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이러한 코일(4)이 설치되어 있음으로써 제1 와이어(2)는 코일(4)에 덮여 접촉 면적이 적기 때문에
미끄럼 이동 저항을 저감할 수 있고, 따라서 가이드 와이어(1)의 조작성이 보다 향상된다.

  본 실시 형태의 경우, 코일(4)은 선재의 횡단면이 원형인 것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선재의 단면이 예를
들어 타원형, 사각형(특히 직사각형) 등의 것이라도 좋다.

  가이드 와이어 본체(10)를 구성하는 제1 와이어(2)와 제2 와이어(3)는, 용접에 의해 접속 및 고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에 의해, 간단한 방법으로 제1 와이어(2)와 제2 와이어(3)의 접합부(용접부)(14)에 높은 접합 강도를 얻을 수 있
고, 따라서 가이드 와이어(1)는 제2 와이어(3)로부터의 비틀림 토크나 압입력이 확실하게 제1 와이어(2)에 전달된다.

  이러한 접합부(14)는, 도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층형을 이루고 있다. 「층형」이라 함은, 시각상의 층형에 한정
되지 않고 개념적으로 층형을 형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함유 성분의 변화가 현저한 경우도 포함된다. 층형의 접합부(14)
는 가이드 와이어 본체(10)의 축선에 대해 직교하는 방향으로 신장되어 있다. 층형의 접합부(14)는 볼록면 형상이 바람직
하다. 이 층의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0.001 내지 100 ㎛ 정도, 보다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15 ㎛ 정도, 보다 바람직하게는
0.3 내지 2 ㎛ 정도이다. 또한, 이 층의 두께는 부분적으로 두꺼운 부분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거의 동일한 두께인 것이 바
람직하다. 접합부(14)가 이러한 두께의 층형을 이룸으로써, 한층 더 높은 접합 강도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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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2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층형을 이루는 접합부(14)와 제1 와이어(2)의 재료나 제2 와이어(3)의 재료의 계면은
명확하게 도시되어 있지만, 이들은 모두 명확한 경계면이 존재하지 않아도 좋다.

  용접에 의해 접합된 접합부(14)는, 그 층 중에 제1 와이어(2)를 구성하는 금속 재료 중의 성분(금속 원소)과, 제2 와이어
(3)를 구성하는 금속 재료 중의 성분(금속 원소)이 혼재되어 있다. 환언하면, 제1 와이어(2), 접합부(14) 및 제2 와이어(3)
와, 부위가 변화됨에 따라서 그를 구성하는 재료의 조성이 서서히(연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접합부(14)에 있어서는 제1 와이어(2)의 구성 재료 중 적어도 1개의 성분이 기단부 방향[제2 와이어(3)의 방향]을 향해
감소하고, 제2 와이어(3)의 구성 재료 중 적어도 1개의 성분이 선단부 방향[제1 와이어(2)의 방향]을 향해 감소하고 있다.

  이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제1 와이어(2)를 Ni-Ti계 합금으로 구성하고, 제2 와이어(3)를 스테인레스강(Fe-
Cr-Ni계 합금)으로 구성한 경우, 접합부(14) 중에서는 제2 와이어(3)측으로부터 제1 와이어(2)측을 향해, Fe 및 Cr이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제1 와이어(2)측으로부터 제2 와이어(3)측을 향해 Ni 및 Ti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도3은 Ni 55.91 wt ％ - 잔량부 Ti 및 C, O 등의 불가피적 불순물로 이루어지는 제1 와이어(2)와, Cr 18.19 wt ％ - Ni
8.03 wt ％ - 잔량부 Fe 및 Mn 등의 불가피적 불순물(SUS302)로 이루어지는 제2 와이어(3)를 맞대어 저항 용접에 의해
용접한 와이어 본체의 종단면의 중심축에 따라, 오우거 전자 분광 분석에 의해 조성 분석을 행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도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와이어(2) 중에서는 제1 와이어(2)의 성분인 Ni 및 Ti의 농도는 거의 일정하지만, 접합부
(14) 중에서는 Ni 및 Ti의 농도는 각각 제2 와이어(3)를 향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제2 와이어(3) 중에서는 Ni의 농도는
거의 일정해지고, Ti의 농도는 거의 0이 된다. 또한, 제2 와이어(3) 중에서는 제2 와이어(3)의 성분인 Fe 및 Cr의 농도는
거의 일정하고, 제1 와이어(2) 중에서는 Fe 및 Cr의 농도는 각각 거의 0이다. 접합부(14) 중에서는, Fe 및 Cr의 농도는 각
각 제2 와이어(3)를 향해 증가하고 있다.

  더욱 상세하게 살펴 보면, 도3에 있어서 접합부(14)에 있어서의 Ni 및 Ti의 농도는, 제1 와이어(2)측에서는 제2 와이어
(3)를 향해 서서히 감소하고, 어떤 부분을 경계로 급격히 감소하고, 또한 제2 와이어(3)측에서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즉, 접합부(14)를 포함하는 그 부근에서는 제1 와이어(2)의 재료 중 적어도 1개의 성분은 제2 와이어(3)의 방향을 향하고,
적어도 2개의 다른 농도 구배로 감소하고 있다. 접합부(14)에 있어서의 Ni 및 Ti의 농도는, 제1 와이어(2)측에 있어서 기
단부측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제1 농도 구배와, 제2 와이어(3)측에 있어서 기단부측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제2 농도 구
배와, 상기 제1 및 제2 농도 구배의 중간에 위치하여 상기 제1 및 제2 농도 구배보다도 급한 제3 농도 구배를 갖고 있다.
또한, 접합부(14)에 있어서의 Fe의 농도는, 제2 와이어(3)측에서는 선단부 방향을 향해 서서히 감소하고, 어떤 부분을 경
계로 급격히 감소하고, 또한 제1 와이어(2)측에서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즉, 접합부(14)를 포함하는 그 부근에서는 제2
와이어(3)의 재료 중 적어도 1개의 성분은, 제1 와이어(2)의 방향을 향해 적어도 2개가 다른 농도 구배로 감소하고 있다.
접합부(14)에 있어서의 Fe의 농도는, 제2 와이어(3)측에 있어서 선단부측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제1 농도 구배와, 제1
와이어(2)측에 있어서 선단부측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제2 농도 구배와, 상기 제1 및 제2 농도 구배의 중간에 위치하여
상기 제1 및 제2 농도 구배보다도 급한 제3 농도 구배를 갖고 있다.

  상술한 제1 및 제2 농도 구배나 제3 농도 구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용접에 의해 제1 와이어의
Ni, Ti와 제2 와이어의 Fe, Cr, Ni에 대표되는 조성 성분이 혼합되는 것이지만, 통상 Fe와 Ti가 혼합되면 취약한 금속간
화합물이 형성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Fe와 Ti의 혼합 부분을 매우 얇게 함으로써, 금속간 화합물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해도 그 취약성을 발현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혼합 부분은 상술한 제3 농도 구배에 해당한다. 또한, 그
양측의 제1 및 제2 농도 구배에 대해서는 확산에 의해 Fe나 Ti 등의 성분이 서서히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하고 있다고 생
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제1 및 제2 농도 구배의 부분이 제3 농도 구배의 양측에 연속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원자 배열의 연
속성을 유지하여 급격한 물성 변화를 완화하고, 금속간 화합물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해도 그 취약성을 발현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3 농도 구배보다도 완만한 제1 및 제2 농도 구배의 부분이 제3 농도 구배의 부분의 양측에 존
재함으로써, 인장뿐만 아니라 굽힘이나 비틀림에 대해서도 강한 접합 강도를 유지한다.

  원소 분석의 방법은 상기 오우거 전자 분광 분석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어 X선 광전자 분광 분석(XPS), 전자선 마이크
로애널라이저(EPMA), 형광 X선 분석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도 좋다.

  접합부(14) 및 그 전후에 있어서의 조성(함유 성분)의 변화를 가짐으로써, 한층 더 높은 접합 강도를 얻을 수 있다.

  제1 와이어(2)와 제2 와이어(3)의 용접 방법으로서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마찰 압접 및 레이저를 이용한
스폿 용접, 배트 시임 용접 등의 맞댐 저항 용접 등을 들 수 있지만, 비교적 간단하고 높은 접합 강도를 얻을 수 있으므로,
맞댐 저항 용접이 특히 바람직하다. 맞댐 저항 용접으로 용접하는 경우, 용접하는 와이어의 재료나 외경에도 의하지만 이
하의 조건이 바람직하다. 양 와이어의 가압은 30 내지 400 kgf/㎟가 바람직하다. 가압이 30 kgf/㎟보다도 낮으면 스파크
불량이 되고, 400 kgf/㎟보다도 높으면 장치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200 kgf/㎟이다. 양 와
이어에 통전하는 전류치는, 40 내지 1000 A가 바람직하다. 40 A보다도 낮으면 접합 강도가 낮고, 1000 A보다도 높으면
강도가 현저하게 저하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60 내지 700 A이다. 통전 시간은 5 내지 100 ms가 바람직하다. 5 ms보다
짧으면 원하는 전류치에 도달하지 않고, 100 ms보다 길게 해도 강도는 향상되지 않는다.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60 ms이
다.

  접합부(14)의 형상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평면형이라도 좋지만, 도1 및 도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곡면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와이어 본체(10)의 기단부 방향을 향해 볼록해지는 볼록면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와이어 본체(10)의 선단부 방향을 향해 볼록해지는 볼록면 형상을 이루고 있어도 좋다. 접합부(14)의 곡면은, 와이어
본체(10)의 중심축에 대해 거의 대칭인 형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접합부(14)의 곡면은 와이어 본체(10)의 중심축을 중
심으로 하는 회전체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합부(14)의 회전체 형상으로서는 접시형 외에, 예를 들어 구면
형, 포물면형, 혹은 이들에 근사한 형상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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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합부(14)가 이러한 형상임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접합부(14)가 곡면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평면
과 비교하여 접합 면적이 커지는 동시에, 굽힘에 대해 응력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높은 접합 강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접
합부(14)의 곡면이 와이어 본체(10)의 중심축에 대해 대칭인 형상이므로, 와이어 본체(10)에 비틀림이 가해졌을 때에 제2
와이어(3)로부터 제1 와이어(2)로 토크를 균일하게(치우침을 발생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조작성
의 향상에 기여한다.

  와이어 본체(10)의 접합부(14)에 있어서의 외경은, 접합부(14)의 기단부측 부위의 외경보다 큰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도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와이어 본체(10)의 접합부(14)에 있어서의 외경은 접합부(14)의 기단부측 및 선단
부측 부위의 외경보다 큰 것으로 되어 있다. 와이어 본체(10)의 접합부(14)를 포함하는 소정 영역은, 외주 방향으로 약간
돌출(융기)된 돌출부(17)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함으로써, 접합부(14)의 접합 면적을 보다 크게 할 수 있으므로 접
합 강도가 향상되어, 제2 와이어(3)로부터의 비틀림 토크나 압입력을 보다 확실하게 제1 와이어(2)에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돌출부(17)를 가짐으로써, 예를 들어 X선 투시 하에서 접합부(14)가 존재하는 부위를 보다 용이하게 시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결과, X선 투시상을 확인함으로써, 혈관 내 등에 있어서의 가이드 와이어(1)나 카테테르의 진행 상황을 용
이하고 또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 시술 시간의 단축 및 안전성의 향상에 기여한다.

  돌출부(17)의 높이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1 ㎛ 내지 0.4 mm 정도인 것이 바람직하고, 5 내지 50 ㎛ 정도인 것이 보
다 바람직하다. 돌출부(17)의 높이가 상기 하한치 미만이면, 제1 와이어(2), 제2 와이어(3)의 구성 재료 등에 따라서는 돌
출부(17)를 설치함에 따른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돌출부(17)의 높이가 상기 상한치를 넘으면,
벌룬 카테테르에 삽입하는 루멘의 내경이 정해져 있으므로, 돌출부(17)의 높이와 비교하여 기단부측의 제2 와이어(3)의
외경을 가늘게 해야만 해, 제2 와이어(3)의 물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돌출부(17)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하여 형성된다. 제1 와이어(2)와 제2 와이어(3)는, 예를 들어 배트 용접기에
의해 소정의 전압을 인가하면서 제1 와이어(2)의 기단부와 제2 와이어(3)의 선단부가 가압 접촉된다. 이 가압 접촉에 의
해, 접촉 부분에는 용융층이 형성되고, 이 용융층이 냉각 고화되면 접합부(14)가 형성되어 제1 와이어(2)와 제2 와이어(3)
가 견고하게 접합된다. 이 용접시에, 접합부(14)를 포함하는 소정의 영역[예를 들어, 접합부(14)로부터 전후 0.1 내지 5
mm 정도의 범위]에 외경이 큰 융기 부분이 형성된다. 이 융기 부분을 적절하게 제거(삭제)하여 형상을 조정함으로써 돌출
부(17)를 형성한다. 돌출부(17)의 외주면은 실질적으로 평활한 면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 융기 부분의 제거(정형) 방법
은, 예를 들어 연삭, 연마, 에칭 등의 화학 처리를 들 수 있다.

  와이어 본체(10)는 이하에 서술하는 기계적 특성을 갖고 있다. 도3 및 도4는, 각각 와이어 본체에 대해 인장 시험을 행하
였을 때의 인장 하중 - 신장선도(개략도)이다. 이하, 도4 및 도5를 참조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와이어 본체(10)의 접합부(14)를 포함하는 소정 길이[예를 들어, 접합부(14)를 중심으로 하는 20 내지 60 mm 정도의 길
이]의 부위에 대해 인장 시험을 행하였을 때, 도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장 하중 - 신장선도에 있어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대략 직선 형상으로 연장되는 탄성 영역(A)과, 상기 탄성 영역(A)에 이어지는 대략 수평(또는 우측으로 올라감)의 항복 영
역(B)과, 상기 항복 영역(B)에 이어지는 우측으로 올라가는 대략 직선형의 직선 영역(C)을 갖고 직선 영역(C)의 종단부 부
근[항복 영역(B)의 종단부보다 더욱 높은 하중]으로 파단한다. 게다가, 와이어 본체(10)의 파단 위치는 접합부(14) 이외의
부위, 즉 제1 와이어(2)의 도중 또는 제2 와이어(3)의 도중이다.

  인장을 개시하면, 인장 하중 - 신장선도에서는 우선 대략 직선 형상으로 연장된 탄성 영역(A)이 나타난다. 탄성 영역(A)
으로부터 더욱 하중을 부가하면 상기 탄성 영역(A)보다도 기울기가 적은 항복 영역(B)이 나타난다.

  제1 와이어(2)가 제2 와이어(3)보다도 탄성율이 낮은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탄성 영역(A)은 제1 와이어(2)의 구성
재료의 물리적 특성이 보다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제1 와이어(2) 자체가 대략 수평의 하중 - 신장선을 나타내면,
항복 영역(B)은 대략 직선형이고 또한 수평(평탄)인 선을 나타낸다(도4 참조). 항복 영역(B)의 종단부(도4 중 우단부)에서
도, 접합부(14)의 파단은 발생되지 않는다. 즉, 접합부(14)를 구성하는 층 자체(층의 내부), 상기 층과 제1 와이어(2)와의
경계부 부근 및 상기 층과 제2 와이어(3)와의 경계부 부근 모두가 파단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에, 항복 영역(B)을 넘어 우측으로 올라가는 대략 직선형의 직선 영역(C)이 나타난다. 이 직선 영역(C)은 제1 와이어
(2)의 구성 재료와 제2 와이어(3)의 구성 재료 양쪽의 물리적 특성이 거듭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접합부
(14)가 항복 영역(B)를 넘는 파단 강도를 가짐으로써, 제2 와이어(3)보다도 유연성이 풍부한 제1 와이어(2)가, 가령 접합
부(14) 부근에서 항복 영역(B)의 종단부 근방에 상당하는 힘으로 강하게 인장되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리거나 해도, 접합
부(14)의 접합 상태는 유지되게 된다. 그로 인해, 가이드 와이어(1)는 높은 신뢰성 및 안전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하중을 부가하면 머지않아 직선 영역(C) 내에서 파단되지만, 인장 하중 - 신장선도에서는, 파단점(D)으로부터 수직
으로 내려가는 선으로서 도시된다. 직선 영역(C)의 종단부는 파단점(D)이지만, 이 부근을 확대하면 인장 하중 - 신장선이
끝이 뾰족한 형상이 되는 경우 외에, 인장 하중 - 신장선이 하방을 향해 만곡하는 만곡부(E)를 갖는 현상이 나타난다(도4
중에 확대하여 도시함).

  이 만곡부(E)는 파단이 근접하였을 때에, 예를 들어 제2 와이어(3)의 선단부가 넥킹(외경의 감소에 의한 잘록해짐 : 네크
다운이라고도 함)을 발생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넥킹의 정도가 작을수록 만곡부(E)의 곡률 반경은 작아져, 끝이 뾰
족한 형상에 근접한다. 이러한 넥킹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와이어 재료에 끈기가 있어, 와이어에 지나친 응력이 부하되어도
갑자기 파단되는 일은 없다.

  와이어 본체(10)에 있어서의 파단 위치는 대개 넥킹을 발생시킨 부위인 것이 많지만, 제2 와이어(3)의 선단부(넥킹을 발
생시킨 부위)가 파단된다고 하는 것은, 접합부(14)를 구성하는 층 자체(층의 내부), 상기 층과 제1 와이어(2)와의 경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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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기 층과 제2 와이어(3)와의 경계부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파단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접합부(14)
는 제2 와이어(3)의 선단부보다도 파단 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가이드 와이어(1)는 높은 신뢰성 및 안
전성을 얻을 수 있다.

  와이어 본체(10)의 파단 강도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4 kg중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5 kg중 이상인 것이 보다 바람
직하고, 8 kg중 이상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도5의 (a) 및 도5의 (b)는 인장 하중 - 신장선도의 다른 패턴을 나타낸다. 도5의 (a)에 나타낸 인장 하중 - 신장선은, 탄
성 영역(A) 및 항복 영역(B)은 도4와 거의 동일하지만, 직선 영역(C)의 기울기가 도3의 것과 비교하여 크게(급준한 상승으
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2 와이어(3)의 구성 재료로서 보다 탄성율이 큰(강성이 높은) 재료를 이용한 경우나 제2 와이
어(3)의 외경을 보다 크게 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도5의 (b)에 도시한 인장 하중 - 신장선은, 탄성 영역(A) 및 직선 영역(C)은 도4와 거의 동일하지만 항복 영역(B)는 우측
으로 올라가는 대략 직선형을 이루고 있다. 이 경우, 항복 영역(B)에 있어서의 기울기는 탄성 영역(A)의 기울기보다도 작
고, 또한 직선 영역(C)의 기울기보다도 작다. 예를 들어, 제1 와이어(2) 자체는 의탄성을 나타내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지
만, 항복점 이후도 우측으로 올라가는 인장 하중 - 신장선(응력 - 변형 곡선)을 나타내는 재료인 경우라 생각된다. 또한,
제1 와이어(2)가 접합부(14) 부근에 있어서 선단부를 향해 외경이 점차 감소하는 테이퍼형이며, 탄성 영역(A)을 넘은 하중
으로 그 테이퍼형의 부분에 하중이 걸리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제1 와이어(2)의 재료 자체가 평탄한 항복을 나타내는
것이라도 와이어 형상에 의해 인장 하중 - 신장선에 영향을 미쳐 항복 영역(B)이 기울기를 갖는다.

  와이어 본체(10)에 대해 인장 시험을 행하였을 때의 인장 속도가 비교적 느린 경우(예를 들어 O.5 mm/분 정도)에는, 인
장 하중 - 신장선에 있어서의 항복 영역(B)은 수평이 되거나 또는 비교적 기울기가 작게 우측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인장 속도가 비교적 빠른 경우(예를 들어 5 mm/분 정도)에는 인장 하중 - 신장선에 있어서의 항복 영역(B)은 비
교적 기울기가 크게 우측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다음에,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와이어 본체(10)의 접합부(14)를 포함하는 부위의 인장 시험을 다음과 같이 행하였다. 외경 0.335
mm의 Ni-Ti 합금선[제1 와이어(2)]과 외경 0.335 mm의 스테인레스강선(SUS302)[제2 와이어(3)]을 맞댐 저항 용접으
로 용접한 후, 접합부에 형성된 융기부(버어)를 기계 연마로 절제하여 실질적으로 균일한 외경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
한 시험 부재를, 상측이 Ni-Ti 합금선, 하측이 스테인레스강선, 중앙에 접합부가 위치하도록 인장 시험기의 척에 고정하였
다. 척간 거리는 40 mm이고, Ni-Ti 합금선 및 스테인레스강선의 길이가 각각 약 20 mm가 되었다. 인장 속도는 0.5 mm/
분으로 하였다. 이상의 조건으로 시험 부재를 파단할 때까지 인장하였다. 이 인장 하중 - 신장선도를 도6에 도시한다.

  도6에 있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접합부(14)를 포함하는 부위는 하중이 가해지면 우측으로 올라가는 대략 직선 형상
으로 연장되는 탄성 영역이 나타나 있다. 또한 하중이 가해지면 4 kg중을 넘는 하중으로 대략 수평인 항복 영역을 나타내
었다. 그에 이어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직선 영역이 나타나고, 신장으로서 6 ％, 하중 8 kg중을 지난 부근에서 넥킹을 발생
시켜 그 후에 파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의 시험 부재에 있어서는 접합부(14)에서 파단되지 않고, 스테인레스강
선의 접합부(14)에 가까운 부분에서 파단되어 있었다. 이는 본 발명의 가이드 와이어에 있어서, 접합부(14)는 제2 와이어
(3)의 선단부보다도 파단 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도4 및 도5의 인장 하중 - 신장선은 개략적으로 도시된 것으로, 직선 부분이 약간 만곡되어 있는 경우나 접힘선 부
분에 라운딩을 갖는 경우도, 본 발명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인장 하중 - 신장선은 각 도면에 나타낸
패턴에 한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도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와이어 본체(10)는 그 외주위면(외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덮는 피복층(5)을 갖고 있다(도2
중에서는 기재를 생략). 이 피복층(5)은 다양한 목적으로 형성할 수 있지만, 그 일예로서 가이드 와이어(1)의 마찰(미끄럼
이동 저항)을 저감시켜 미끄럼 이동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가이드 와이어(1)의 조작성을 향상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한 피복층(5)은, 적어도 접합부(14)의 외주를 덮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접합부(14) 부
근은 와이어 본체(10)의 외경 변화(단차)가 있으므로, 피복층(5)으로 덮음으로써 이 외경 변화를 상쇄 또는 완화하여, 접합
부(14) 부근에 있어서의 가이드 와이어(1)의 외경을 거의 균일하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가이드 와이어(1)의 길이 방향의
이동 조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피복층(5)은 마찰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해,
가이드 와이어(1)와 함께 이용되는 카테테르의 내벽과의 마찰 저항(미끄럼 이동 저항)이 저감되고 미끄럼 이동성이 향상
되어, 카테테르 내에서의 가이드 와이어(1)의 조작성이 보다 양호한 것이 된다. 또한, 가이드 와이어(1)의 미끄럼 이동 저
항이 낮아짐으로써 가이드 와이어(1)를 카테테르 내에서 이동 및/또는 회전하였을 때에, 가이드 와이어(1)의 킹크(절곡)나
비틀림, 특히 접합부(14) 부근에 있어서의 킹크나 비틀림을 보다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마찰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재료로서는,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등의 폴리올레핀, 폴리염화비닐, 폴
리에스테르(PET, PBT 등), 폴리아미드, 폴리이미드, 폴리우레탄, 폴리스티렌, 폴리카보네이트, 실리콘 수지, 불소계 수지
(PTFE, ETFE 등), 또는 이들의 복합 재료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소계 수지(또는 이를 포함하는 복합 재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가이드 와이어(1)와 카테테르의 내벽
과의 마찰 저항(미끄럼 이동 저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저감시켜 미끄럼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카테테르 내에서의 가
이드 와이어(1)의 조작성이 보다 양호한 것이 된다. 또한, 이에 의해 가이드 와이어(1)를 카테테르 내에서 이동 및/또는 회
전시켰을 때에, 가이드 와이어(1)의 킹크(절곡)나 비틀림, 특히 용접부 부근에 있어서의 킹크나 비틀림을 보다 확실하게 방
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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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불소계 수지(또는 이를 포함하는 복합 재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통상 베이킹 및 불어댐 등의 방법에 의해, 수지 재
료를 가열한 상태에서 와이어 본체(10)로의 피복을 행한다. 이에 의해, 와이어 본체(10)와 피복층(5)과의 밀착성은 특히
우수한 것이 된다.

  또한, 피복층(5)이 실리콘 수지(또는 이를 포함하는 복합 재료)로 구성된 것이면, 피복층(5)을 형성할[와이어 본체(10)에
피복함] 때에 가열하지 않아도 와이어 본체(10)에 확실하고 또한 견고하게 밀착한 피복층(5)을 형성할 수 있다. 즉, 피복층
(5)을 실리콘 수지(또는 이를 포함하는 복합 재료)로 구성된 것으로 하는 경우, 반응 경화형 재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피복층(5)의 형성을 실온에서 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온에서 피복층(5)을 형성함으로써 간편하게 코팅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용접부(14)에 있어서의 제1 와이어(2)와 제2 와이어(3)의 접합 강도를 충분히 유지한 상태에서 가이드 와이어의
조작을 할 수 있다.

  또한, 마찰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재료의 다른 바람직한 예로서는, 친수성 재료 또는 소수성 재료를 들 수 있다. 이들 중에서
도 특히, 친수성 재료가 바람직하다.

  이 친수성 재료로서는, 예를 들어 셀룰로오스계 고분자 물질, 폴리에틸렌옥사이드계 고분자 물질, 무수말레인산계 고분
자 물질(예를 들어, 메틸비닐에테르 무수말레인산 공중합체와 같은 무수말레인산 공중합체), 아크릴아미드계 고분자 물질
[예를 들어, 폴리아크릴아미드, 폴리글리시딜메타크릴레이트-디메틸아크릴아미드(PGMA-DMAA)의 블록 공중합체], 수
용성 나일론, 폴리비닐알코올, 폴리비닐피롤리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친수성 재료는, 대부분의 경우 습윤(흡수)에 의해 윤활성을 발휘하여, 가이드 와이어(1)와 함께 이용되는 카테테
르의 내벽과의 마찰 저항(미끄럼 이동 저항)을 저감시킨다. 이에 의해, 가이드 와이어(1)의 미끄럼 이동성이 향상되어, 카
테테르 내에서의 가이드 와이어(1)의 조작성이 보다 양호한 것이 된다.

  또한 피복층(5)은, 가이드 와이어(1)를 혈관에 삽입할 때의 안전성의 향상을 목적으로서 설치할 수도 있다. 이 목적을 위
해서는, 피복층(5)은 유연성이 풍부한 재료(연질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유연성이 풍부한 재료로서는,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폴리올레핀, 폴리염화비닐, 폴리에스테
르(PET, PBT 등), 폴리아미드, 폴리이미드, 폴리우레탄, 폴리스티렌, 실리콘 수지, 폴리우레탄 엘라스토머, 폴리에스테르
엘라스토머, 폴리아미드 엘라스토머 등의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라텍스 고무, 실리콘 고무 등의 각종 고무 재료, 또는 이들
중 2개 이상을 조합한 복합 재료를 들 수 있다.

  특히, 피복층(5)이 폴리우레탄 엘라스토머 등의 열가소성 엘라스토머나 각종 고무 재료로 구성된 것인 경우에는. 가이드
와이어(1)의 선단부의 유연성이 보다 향상되기 때문에 혈관으로의 삽입시에 혈관 내벽 등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보다 확실
하게 방지할 수 있어, 안전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피복층(5)은 2층 이상의 적층체라도 좋고, 또한 와이어 본체(10)의 형성 부위에 의해 피복층(5)을 구성하는 재료
의 조성이 달라도 좋다. 예를 들어, 접합부(14)를 덮는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에서 피복층(5)의 구성 재료가 달라도 좋다.
또한, 가이드 와이어(1)의 선단부[예를 들어 외경 점감부(16)보다 선단부측의 부위]를 전술한 유연성이 풍부한 재료로 구
성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면서, 그 이외의 부위는 전술한 마찰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재료로 구성하여 조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피복층(5)의 두께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피복층(5)의 형성 목적이나 구성 재료, 형성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되
지만, 통상은 두께(평균)가 1 내지 30 ㎛ 정도인 것이 바람직하고, 2 내지 15 ㎛ 정도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피복층(5)
의 두께가 지나치게 얇으면 피복층(5)의 형성 목적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한 피복층(5)의 박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또한 피복층(5)의 두께가 지나치게 두꺼우면 와이어 본체(10)의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
한 피복층(5)의 박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와이어 본체(10)의 외주면(표면)에 피복층(5)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처리(화학 처리, 열처리
등)를 실시하거나, 피복층(5)의 밀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간층을 설치하거나 할 수도 있다.

  도7 및 도8은, 각각 본 발명의 가이드 와이어(1)를 PTCA에 이용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용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7 및 도8 중 부호 40은, 대동맥활, 부호 50은 심장의 우측 관상 동맥, 부호 60은 우측 관상 동맥 개구부, 부호 70은 혈
관 협착부(병변부)이다. 또한, 부호 30은 대퇴 동맥으로부터 가이드 와이어(1)를 확실하게 우측 관상 동맥으로 유도하기
위한 가이딩 카테테르, 부호 20은 그 선단부 부분에 확장 및 수축 가능한 벌룬(201)을 갖는 협착부 확장용 벌룬 카테테르
이다. 이하의 조작은, X선 투시 하에서 행해진다.

  도7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이드 와이어(1)의 선단부를 가이딩 카테테르(30)의 선단부로부터 돌출시켜, 우측 관상 동맥
개구부(60)로부터 우측 관상 동맥(50) 내로 삽입한다. 또한, 가이드 와이어(1)를 진행시켜 선단부로부터 우측 관상 동맥
(50) 내로 삽입하여, 선단부가 혈관 협착부(70)를 넘은 위치에서 정지한다. 이에 의해, 벌룬 카테테르(20)의 통로가 확보된
다. 또한, 이 때 가이드 와이어(1)의 접합부(14)는 대동맥활(40)의 하행 대동맥측(생체 내)에 위치하고 있다.

  다음에, 도8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이드 와이어(1)의 기단부측으로부터 삽입 관통된 벌룬 카테테르(20)의 선단부를 가이
딩 카테테르(30)의 선단부로부터 돌출시키고, 또한 가이드 와이어(1)에 따라 진행시켜 우측 관상 동맥 개구부(60)로부터
우측 관상 동맥(50) 내에 삽입하여, 벌룬(201)이 혈관 협착부(70)의 위치에 도달한 시점에서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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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벌룬 카테테르(20)의 기단부측으로부터 벌룬 확장용 유체를 주입하여 벌룬(201)을 확장시키고, 혈관 협착부(70)
를 확장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혈관 협착부(70)의 혈관에 부착 퇴적되어 있는 콜레스테롤 등의 퇴적물은 물리적으로
압박 확장되어 혈류 저해를 해소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가이드 와이어를 도시한 실시 형태를 기초로 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이드 와이어를 구성하는 각부는 동일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임의의 구성의 것으로 치환할 수 있다. 또한, 임의의 구성
물이 부가되어 있어도 좋다.

  또한, 본 발명의 가이드 와이어의 용도는 상술한 PTCA에 있어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가이드 와이어로서 설명하였지만, 상기 발명은 가이드 와이어 이외의 용도라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단부측 부재와 기단부측 부재를 용접한 부재를 배치한 카테테르 등의 중재성 장치(interventional device)로서 적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제1 와이어와 제2 와이어와의 접합 강도가 높은 가이드 와이어를 제공할 수 있다. 물리적 특성이 다른
제1 와이어와 제2 와이어를 접합하여 이용함으로써 유연성 및 조작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가이드 와이어에 굽힘이
나 인장 등의 응력이 작용한 경우라도 제1 와이어와 제2 와이어와의 접합부가 이탈하는 일 없이, 또한 기단부측으로부터
선단부측으로의 비틀림 토크나 압입력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선단부측에 배치된 제1 와이어와, 상기 제1 와이어의 기단부에 접합되고 상기 제1 와이어의 구성 재료보다 탄성율이 큰
재료로 구성된 제2 와이어를 구비하는 와이어 본체를 갖고,

  상기 제1 와이어와 상기 제2 와이어의 접합부가 곡면형을 이루고, 또한 상기 와이어 본체의 중심축에 대해 거의 대칭인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이드 와이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합부는 상기 와이어 본체의 기단부 방향을 향해 볼록해지는 볼록면 형상을 이루고 있는 가이드
와이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합부는 상기 와이어 본체의 선단부 방향을 향해 볼록해지는 볼록면 형상을 이루고 있는 가이드
와이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와이어와 상기 제2 와이어의 접합은 용접에 의해 이루어져 있는 가이드 와이어.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합부는 층형을 이루고 있는 가이드 와이어.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층형을 이루는 접합부의 두께는 0.001 내지 100 ㎛인 가이드 와이어.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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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 본체의 상기 접합부에 있어서의 외경은 상기 접합부의 기단부측 부위의 외경보다 큰 가이
드 와이어.

청구항 8.

  선단부측에 배치된 선형의 제1 와이어와, 상기 제1 와이어의 기단부측에 배치되고 상기 제1 와이어와는 다른 재료로 구
성된 제2 와이어가 접합부를 거쳐서 접합된 와이어 본체를 갖고,

  상기 접합부에 있어서, 상기 제1 와이어의 구성 재료 중 적어도 1개의 성분이 기단부 방향을 향해 감소하고, 상기 제2 와
이어의 구성 재료 중 적어도 1개의 성분이 선단부 방향을 향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이드 와이어.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와이어는 상기 제1 와이어의 재료보다 탄성율이 큰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가이드 와이어.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와이어 및 상기 제2 와이어의 각각의 재료에 공통된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가이드 와이
어.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와이어는, Ni-Ti계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이드 와이어.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와이어는 스테인레스강 또는 Co기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이드 와이어.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접합부는 곡면 형상을 이루고 있는 가이드 와이어.

청구항 14.

  선단부측에 배치되고 의탄성을 나타내는 재료로 구성된 제1 와이어와, 상기 제1 와이어의 기단부에 용접에 의해 접합되
고 상기 제1 와이어의 구성 재료보다 탄성율이 큰 재료로 구성된 제2 와이어를 구비하는 와이어 본체를 갖고,

  상기 와이어 본체의 접합부를 포함하는 부위는 인장 하중 - 신장선도에 있어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대략 직선 형상으로
연장되는 탄성 영역과, 상기 탄성 영역으로 이어지는 대략 수평 또는 우측으로 올라가는 항복 영역을 갖고, 상기 항복 영역
의 종단부보다 더욱 높은 하중으로 파단하는 특성을 갖고, 또한 그 파단 위치가 상기 접합부 이외의 부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이드 와이어.

청구항 15.

  선단부측에 배치되고 의탄성을 나타내는 재료로 구성된 제1 와이어와, 상기 제1 와이어의 기단부에 용접에 의해 접합되
고 상기 제1 와이어의 구성 재료보다 탄성율이 큰 재료로 구성된 제2 와이어를 구비하는 와이어 본체를 갖고,

  상기 와이어 본체의 접합부를 포함하는 부위에 인장 시험을 행하였을 때, 인장 하중 - 신장선도에 있어서, 우측으로 올라
가는 대략 직선 형상으로 연장되는 탄성 영역과, 상기 탄성 영역으로 이어지는 대략 수평 또는 우측으로 올라가는 항복 영
역과, 상기 항복 영역으로 이어지는 우측으로 올라가는 대략 직선형의 직선 영역을 갖고, 상기 직선 영역의 종단부 부근에
서 파단하는 특성을 갖고, 또한 상기 접합부는 상기 제2 와이어의 선단부보다도 파단 강도가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
이드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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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인장 하중 - 신장선도에 있어서 파단이 접근하였을 때 넥킹에 의해 인장 하중 - 신장
선이 하방을 향해 만곡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가이드 와이어.

청구항 17.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 본체의 파단 강도가 4 kg중 이상인 가이드 와이어.

청구항 18.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와이어는 초탄성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이드 와이어.

청구항 19.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와이어는 스테인레스강 또는 Co기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이드 와이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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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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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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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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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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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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