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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양방향 안정형 유니트 셀과, 이를 특히 스텐트, 클램프, 밸브 등의 의료용 장치 등의 장치에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복수개의 양방향 안정형 셀로 형성된 확장형 스텐트가 개시되어 있다. 상기 스텐트는 제 1 직경을 갖는 제 1 안정

형상과, 제 1 직경 보다 더 큰 제 2 직경을 갖는 제 2 안정 형상을 포함하는 둘 이상의 안정 형상을 갖는다. 실금을 제거에

사용되는 양방향 안정형 셀을 포함하는 밸브도 개시되어 있다.

대표도

색인어

유니트 셀, 양방향 안정, 스텐트, 밸브, 클램프

명세서

배경기술

벌룬(balloon) 팽창 또는 자체 팽창 기능(self expanding function)을 가진 몇몇 종류의 스텐트(stents)가 판매되고 있다.

벌룬 팽창 스텐트는 일반적으로 두 방향으로 용이하게 소성변형될 수 있는(plastically deformed) 재료로 제조된다. 삽입

이전에, 상기 스텐트는 카테테르의 말단부(distal end)의 벌룬 섹션 둘레에 배치되어 함께 가압됨으로써, 외부 치수가 감소

된다.

상기 스텐트가 신체내의 적절한 축방향 위치에 도달하자 마자, 상기 벌룬에 공기를 주입하여 부풀림으로써 상기 스텐트는

팽창되어 소성변형될 수 있다. 이 최종 위치에서, 상기 스텐트는 그 직경이 최대가 된 상태에 있게되며, 주변의 신체조직을

지지하기 위한 기능을 가져야 하고, 적어도 국부적으로 보다 작은 직경인 바람직하지 못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방지한

다.

삭제

따라서, 상기 스텐트는 반경방향으로 충분한 강성을 가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최종 위치에 있을때에 축방향

으로 소정의 가요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 재료의 양은 가능한 작아야 하고, 스텐트의 내면에서는 채널을 통한

유동(예로서, 혈액 등)을 방해하지 않거나, 또는 너무 많은 난류(turbulence)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이들 스텐트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하기와 같다. 상기 벌룬 둘레에서 상기 스텐트를 그 최소 직경으로 압축한

이후에는, 상기 스텐트는 약간 큰 직경으로 복귀하려는 몇몇의 탄성 스프링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상기 카테테르를

환자의 체내로 삽입할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상기 벌룬과 스텐트 사이의 축방향 마찰은 스텐트가 카테테

르 외부로 미끌어질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질 수 있다. 부가적으로, 스텐트의 크기가 크다는 것도 통상 단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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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점은 이들 스텐트의 위축(recoil)이다. 이는 벌룬 압력에 의해 팽창된 이후에, 벌룬에서 바람이 빠지자 마자 상

기 스텐트의 외부 직경이 항상 조금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축의 정도는 10%에 달할 수 있어서, 스텐트의 이동

(migration)을 유발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스텐트는 다소(more or less) 탄성적인 팽창 구조로 제조되며, 이는 소정의 외부 수단에 의해 카테테르상에

유지되어야만 한다. 이런 형태의 예는 전달 외피(delivery sheath)에 의해 압축된 상태로 유지되는 스텐트이며, 상기 전달

외피는 상기 스텐트가 그 원래의 형태로 전개되어야만 할때 제거된다.

이들 스텐트 중 몇몇은 초탄성 거동(superelastic behavior) 팽창 기능 또는 온도 감지 트리거링(temperature sensitive

triggering) 팽창 기능 중 하나를 가진 형상 기억 재료로 제조된다.

이들 자체 팽창 스텐트의 단점은 전달 외피가 필요한 것이며, 삽입 직경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외피의 제거시에 기단부

(proximal end)에서 작동되는 외피 배출 기구(retraction mechanism)가 필요하다.

양자 모두의 형태의 대부분의 스텐트는 팽창 동안 길이가 비교적 많이 변화된다는 것과, 금속 와이어 또는 스트러트

(struts)의 형상으로 인하여 유체역학적 거동(hydrodynamic behavior)이 열악하다는 단점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다.

일부 스텐트의 다른 단점은 양의 탄성율(positive spring rate)며, 이는 벌룬 압력을 증가시켜야만 추가적인 팽창이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래의 스텐트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스텐트상에 반경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을 이용하며, 이는 상기 구조의 와이어와 스

트러트상에 굽힘력(bending force)을 유발한다.

예로서, 프로그래시브 앤지오플래스티 시스템즈 인코포레이티드(Progressive Angioplasty Systems, Inc.)에서 생산된

ACT 원 코러네리 스텐트(ACT One Coronary stent)나 존슨 앤드 존슨 인터벤쇼널 시스템즈(Johnson & Johnson

Interventional Systems)에서 생산된 팔마쯔-샤쯔 스텐트(Palmaz-Schatz stent)의 유니트 셀은, 접혀진 상태에서 평탄

한 직사각형 형상을 가지며, 팽창된 상태에서는 거의 직선 스트러트(플라쯔-샤쯔)나 보다 굴곡된 스트러트(ACT 원)를 가

지는 개략적인 다이아몬드 형상을 갖는다.

이런 스텐트의 유니트 셀의 형상은 일반적으로 각각 동일한 단면을 갖는 4개의 스트러트에 대해 대칭이다. 부가적으로, 셀

의 축방향 하중은 일반적으로 모든 스트러트의 탄성 또는 소성 변형을 유발하여 축방향으로 유니트 셀을 신장시킨다. 이들

유니트 셀은 양의 탄성율을 갖는다. 이들 유니트 셀에 기초한 스텐트에 있어서는, 반경방향 압력에 대한 안정성은 단지 스

트러트 및 그 연결부의 굽힙 강도에 의존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서, 음의 탄성율과 양방향 안정 기능(bistable function)을 가진 유니트 셀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스텐트를 개시

하고 있다. 이런 유니트 셀은 다른 의료용 작업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두가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상기

형상에서는 외력을 작용하지 않고도 이를 그 형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유니트 셀은 둘 이상의 상이

한 섹션을 사용하여 형성되어 있다. 하나의 섹셕은 다른 섹션보다 덜 유연하며(less pliable), 더 유연한 섹션의 형상이 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상대적인 강성 지지부로서 작용한다. 다른 방향에서는, 상기 유연한 섹션은 변형될 수

있으나, 상기 강성부로부터의 대향력으로 인해서, 상기 유연 또는 가요성 섹션의 안정성은 현저히 증가된다.

대부분의 유연한 섹션에 수직인 방향의 외력은 강성 섹션으로 분산되고, 상기 유연한 섹션의 단면은 단지 압축된 상태에서

만 하중을 받는다. 이것은 종래의 스텐트보다 더 강한 구조가 되게 한다. 종래의 스텐트에 있어서, 모든 스트러트는 일반적

으로 동일한 단면 및 기계적 특성을 가지며, 단지 굽혀진 상태에서만 사용된다.

상기 유니트 셀에 기초한 스텐트의 구성은, 장치가 손가락의 압력에 의해 벌룬 둘레에서 탄성적으로 용이하게 압축될 수

있도록 해준다.

소정의 임계 직경 미만에서, 본 발명의 스텐트는 안정된 가장 작은 직경으로 부가로 스냅(snap)되고, 따라서 상기 팽창된

발룬을 가능한 작은 삽입 직경을 가지고 상기 카테테르의 표면상에 견고하게 유지한다. 부가적인 외피는 필요하지 않지만,

부가의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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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텐트가 환자의 체내에 적절한 축방향 위치로 삽입된 이후에, 상기 벌룬은 상기 스텐트가 그 임계 탄성 평형 직경

(critical elastic equilibrium diameter)에 도달할때 까지 팽창될 수 있다. 상기 임계 탄성 평형 직경보다 조금 더 큰 상태

에서는, 상기 스텐트는 자동으로 그 최종의 최대 직경으로 추가적으로 팽창하게되며, 상기 최종 최대 직경에서는 반경 방

향 압력에 대해 최대의 안정성을 갖게 된다. 상기 형태는 균일한 길이의 큰 팽창비를 가능하게 하며, 신뢰성있는 팽창성 및

/또는 작은 표면비(surface ratio)를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의 부가적인 실시예는, 안정한 직경의 범위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팽창하는 종류의 스텐트를 실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일부는, 스텐트가 배치되게 되는 체내 캐비티(cavity)의 형상에 가능한 양호하게 적용하도록 그 길이 방향

을 따라서 몇몇의 외경을 가지는 스텐트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일부는, 상기 유니트 셀의 힘 변위 특성(force displacement characteristic)이 비대칭적이 되거나 심지어

양방향 안정 기능 대신 단일 안정(monostable) 기능을 나타내도록 팽창된 직경 또는 접혀진 직경 중 어느 하나가 가장 안

정한 상태가 되도록 열처리에 의해서 유니트 셀 내의 응력(stress) 및 변형(strain)패턴을 변형시킨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유니트 셀의 변위 특성에 대해 대칭 또는 비대칭의 양방향 안정이나 단일 안정력을 달성하도록

몇몇 스트러트의 단면의 기하학적 형상을 변형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일부는, 하나 이상의 유니트 셀을 체내 캐비티 개구를 확장하거나 신체의 일부 또는 몇몇 신체 조직을 클램

핑 또는 유지하는 예로서, 확장 장치(expander) 또는 클립(clip)으로써 다른 의료용 작업에 사용하는 사용법에 관한 것이

다.

또한, 본 발명은 두 혈관(vessel)을 함께 결합하도록 본 발명의 확장 링과 함께 본 발명의 스텐트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

이다.

또한, 본 발명은 양방향으로 위치되는 스냅 작용 유니트 셀을 가진 양방향 안정형 밸브와, 특히, 실금(incontinence)을 방

지하도록 상기 양방향 안정형 밸브를 사용하는 사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다중 안정형 셀과 이를 의료용 장치에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구조에 대한 설명)

본 발명 스텐트의 구성은 특정 방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유니트 셀의 배열을 가진 일련의 소자를 포함한다. 각각의 유

니트 셀은 상이한 기계적 거동을 가지는 둘 이상의 별개의 기계적으로 연결된 섹션의 외부에 존재한다. 하나의 섹션은 보

다 가요성을 가지는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섹션을 위한 상대적인 강성 지지부로서 작용한다. 상기 보다 가요성의 섹션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스텐트의 팽창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본 발명의 원리에 기초하여 스텐트를 제조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며, 상기 스텐트는 폴리머(polymer), 복합물(composite), 종래의 재료 또는 초탄성 거동이나 온도 감지

거동을 가지는 형상 기억 합금과 같은 몇몇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이는 특정 위치에서 서로 용접된 와이어 또는 스트립의 배열로 형성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서는, 기판상에 소정 패턴으

로 금속을 증착하거나, 미리 합금으로 조성된 파우더(prealloyed powder)를 소결(sintering)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다른 방법은 에칭, 그라인딩, 커팅(예로서, 레이저나 물 등을 이용하여), 스파크 침식(spark erosion)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벽상에 슬릿이나 슬롯(slot)의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관형 시작재료(tubular shaped starting material)로 스텐

트를 제조하는 것이다. 상기 패턴은 평탄한 플레이트(plate)상에 제조하고, 그후에, 용접, 납땜 또는 크림핑(crimping) 등

으로 어느 정도 원통형 형상 또는 큰 직경을 가지는 2개의 원추형 단부를 가지는 원통형 중앙 섹션으로 형성하여 제조될

수도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c는 양방향 안정형 기구의 원리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도 1의 기구의 힘-변위 특성을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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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비대칭 양방향 안정성을 가진 다른 양방향 안정형 기구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도 3의 기구의 힘-변위 특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5a는 안정하게 완전히 접혀진 형상의 본 발명의 관형 스텐트를 도시하는 도면.

도 5b는 안정하게 완전히 팽창된 형상의 본 발명의 관형 스텐트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안정하게 팽창된 형상으로 도시되어 있는 하나의 양방향 안정형 유니트 셀을 가진 스텐트의 일부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도 6의 스텐트의 일부를 그 탄성 양방향 안정 평형 위치 근방에 있는 상태로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안정하게 접혀진 형상의 도 6 및 도 7의 스텐트의 일부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몇몇 유니트 셀은 접혀져 있는 형상으로 있고 몇몇 유니트 셀은 팽창되어 있는 형상으로 도 6 및 도 8의 스텐트의

보다 큰 섹션을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가요성 연결부로 함께 결합된 복수개의 보다 작은 스텐트로 형성된 본 발명의 스텐트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하나 이상의 양방향 안정형 유니트 셀을 가지는 부분적으로 팽창되어 있는 본 발명의 스텐트를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그 길이 방향을 따라 소정 범위의 직경을 가지는 본 발명의 스텐트를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팽창된 상태로 있는 본 발명의 팽창 링을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수축된 상태로 있는 본 발명의 팽창 링을 도시하는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팽창 링과 부가적으로 결합되어 두개의 혈관을 혈관 외측에서 함께 결합하는 본 발명의 스텐트를 도시

하는 도면.

도 16은 도 15의 16-16선을 따라 취한 횡단면을 도시하는 도면.

도 17은 혈관 내측에서 두개의 혈관을 함께 결합하는 본 발명의 스텐트를 도시하는 도면.

도 18은 본 발명의 팽창 링과 클램프로 함께 결합된 두개의 혈관을 도시하는 도면.

도 19는 폐쇄 위치의 양방향 안정형 밸브를 도시하는 도면.

도 20은 개방 위치의 도 19의 양방향 안정형 밸브를 도시하는 도면.

도 21a는 완전히 수축된 상태의 다중 안정형 셀을 도시하는 도면.

도 21b는 완전히 팽창된 상태의 도 21a의 다중 안정형 셀을 도시하는 도면.

도 22a는 완전히 수축된 상태의 다른 다중 안정형 셀을 도시하는 도면.

도 22b는 완전히 팽창된 상태의 도 22a의 다중 안정형 셀을 도시하는 도면.

도 23은 도 21a 및 도 21b에 도시된 몇몇 유니트 셀이 서로 결합되어 완전히 팽창되어 있는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24a는 도 22a 및 22b에 도시된 몇몇 유니트 셀이 서로 결합되어 완전히 수축되어 있는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24b는 도 24a의 상호연결된 셀들을 완전히 팽창된 상태로 도시하는 도면.

등록특허 10-0573504

- 5 -



도 24c는 도 24a의 상호연결된 셀들을 팽창하는 도중의 상태로 도시하는 도면.

도 24d는 도 24a 및 24b의 함께 결합되어 있는 셀들이 상호연결된 셀의 스트립 몇개를 팽창하는 도중의 상태로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

도 1은 스텐트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도면으로서, 도 1a는 길이가 L인 로드(1)를 도시하고 있으며, 이는 축방향 유닛으

로 압축되어 좌굴 응력에 도달하게 된다. 그후에, 로드의 중앙부는 측방향으로 굴곡된 위치(2 또는 3; 도 1b에서 점선으로

도시되어 있음)로 굴곡되게 된다. 상기 로드 단부의 축방향 변위(ΔL)가 외부 클램프(4)에 의해 안정하게 유지되게 될 때,

로드의 중앙 섹션은 두개의 안정 위치(2, 3) 사이에서 이동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동은 로드의 원래 길이 축(A-A)에 수직

인 방향(X)이다. 안정 위치(2, 3) 사이의 모든 위치는 불안정하다. 도 1b에서, 상기 로드의 중앙 섹션은 로드가 X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기 이전에 각도(β)에 걸쳐서 회전되어야만 한다. 도 1c는 로드(1)의 두번째 굴곡 상태를 도시하고 있으며, 이

는 로드(1)의 중앙부를 클램핑하여 이 부분을 축(A-A)과 평행하게 유지시킴으로써 각도(β)에 걸친 회전이 대향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된다.

도 2는 수평 방향으로 도시되어 있는 변위(X)의 함수로써 힘(F)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로드는 도 1의 상부 안정 위치(2)로

부터 하부 안정 위치(3)로 이동된다. 힘은 0으로부터 FMAX까지 신속하게 증가한다. 그때, 도 1b 및 도 1c에 도시되어 있는

제 1 또는 제 2 굴곡 상태중 어느 하나에 도달하게 된다. 이 스프링 시스템이 음의 탄성율을 가지기 때문에 X방향의 추가적

인 변위를 위해서는 보다 작은 힘이 소요된다. 힘이 중앙 위치에서 0에 도달하고, 추가적인 이동은 자동으로 발생하게 된

다. 상기 시스템이 완전히 대칭으로 되며, 하부 안정위치로부터 상부 안정 위치로 복귀하는데 소요되는 힘은 동일한 특성

을 갖는다는 것을 도 2로부터 알 수 있다.

도 3에는 하중이 부여되지 않은 위치에서도 길이가 L-ΔL인 사전 설정된 굴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힘-변위 특

성을 갖는 로드(5)를 도시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소성 변형, 열처리 또는 로드의 단면(도시되지 않음)의 비대칭적인 기하

학적 형상의 사용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도 3의 로드(5)는 길이가 L-ΔL인 2개의 클램프 사이에 장착될 수 있고, 도 1b

및 도 1c의 로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탄성적으로 변형되는 경우에, 최종 위치(2, 3)의 단면에서 도 1의 로드와 비교하여 상

이한 응력 분포를 갖게된다. 이는 상기 로드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중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의 안정 위치가 됨을 의

미한다.

도 4는 도 3의 미리 굴곡된 로드의 비대칭 힘-변위 특성을 도시한다. 상부 안정 위치로부터의 초기 변위는 시동력(F1)을

필요로 하며, 로드가 그 하부 안정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F1보다 작은 단지 F2의 대향방향 시동력이 소요된다. 힘(F2)은

원하는 만큼 작게될 수 있으며, 심지어 0이나 음의값으로도 될 수 있지만, 하부 위치의 안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의 값

(positive value)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도 5a 및 5b는 각각 완전히 수축되어 있는 상태와, 완전히 팽창되어 있는 상태로 본 발명의 관형 스텐트의 일반적인 외관

을 도시하고 있다. 도면부호 50으로 도시되어 있는 완전히 수축된 상태와, 도면부호 60으로 도시되어 있는 완전히 팽창된

상태에서, 상기 스텐트는 복수개의 상호연결된 양방향 안정형 유니트 셀(도 5b의 팽창된 상태에서 도면 부호 64로 도시되

어 있음)로 구성된다. 상기 양방향 안정형 유니트 셀은 단부(70, 72)에서 함께 결합되어 있는 제 1의 상대적 강성 세그멘트

(segment)(52; 도 5b의 66) 및 제 2 상대적 가요성 세그멘트(54; 도 5b의 68)로 형성되어 있다. 제 2 상대적 가요성 세그

멘트(68)는 인접한 상대적 강성 부재(66)에 상호연결되어 있다. 종방향으로 인접한 셀(종축은 도면 부호 75로 도시되어 있

음)은 단부(70, 72)에서 결합된다. 균일한 반경방향 외향 또는 내향력을 적용함에 의해, 상기 스텐트는 완전히 수축된 상태

로부터 완전히 팽창된 형상으로 또는 그 반대로 직접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도 6(도 5b의 인세트(inset) 6에 대응하는)은 본 발명에 따른 유니트 셀의 양방향 안정 기능을 이용하는 도 5에 도시된 바

와 같은 스텐트의 작은 일부를 도시한다. 도면에는 스텐트의 중앙축과 평행한 수평선(A-A)이 도시되어 있다. 이들은 개별

적인 크기의 두 열의 사인곡선이다(개관이 도시된 도 9 참조). 상기 세그멘트(7, 9)는 상대적으로 큰 단면을 가진다. 단지,

세그멘트(9)만이 완전히 도시되어 있다. 세그멘트(8, 10)는 상대적으로 작은 단면을 가지며, 본 도면상에는 단지, 세그멘

트(8)만이 완전히 도시되어 있다. 상기 세그멘트들은 결합부(11, 12)에서 예로서 용접으로 상호연결되어 있다.

세그멘트(8, 9)의 단면 사이의 차이로 인하여, 세그멘트(8)를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힘은 세그멘트(9)를 변형시키는데 필요

한 힘보다 작다. 따라서, 세그멘트(9)는 축(A-A)에 평행하게 축방향으로 상기 결합부(12) 사이의 상대적인 변위에 대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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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 1b에서의 클램프(4)와 유사한 상대적인 강성 클램프로서 생각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그멘트(8)는 도 1에

도시된 로드(1) 또는 도 3에 도시된 로드(5)와 같은 가요성 로드로서 작용하게 된다. 상기 세그멘트의 조합(7,8 또는 9,10)

은 세그멘트의 기하학적 형상과 하중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 따라 도 2 및 도 4에 도시된 곡선과 같은 힘-변위 곡선(F-X)

을 가지는 양방향 안정형 스프링 시스템으로서 작용하는 유니트 셀을 형성한다. 또한, 상이한 직경의 스트러트 또는 세그

멘트를 사용하는 대신에 상기 세그멘트는 상이한 강도 또는 강성을 나타내는 동일한 직경(즉, 단면적)의 것을 사용하여도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강도 또는 강성의 차이를 얻는 한가지 방법은, 상기 세그멘트에 상이한 재료를 사용하

는 것이다. 모든 세그멘트에 동일한 재료, 예를 들면 금속을 사용하면서 강성이 필요한 세그멘트에는 선택적으로 강화(예

를 들어, 열처리 등에 의해)시켜주는 방법도 있다. 열처리가 모든 재료를 강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

다. 예로서, 니티놀(nitinol)은 열처리를 받으면 보다 유연해진다. 그러나, 니티놀의 이런 특성은 니티놀의 하나의 섹션을

열처리되지 않은 니티놀의 두번째 섹션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만들도록 사용될 수 있다.

도 7은 탄성 평형 위치 근방에서 스텐트의 동일한 부분(도 6에 도시된 바와 동일한)을 도시하고 있다. 세그멘트(8)는 힘(F)

에 의해 X 방향으로 변형되지만 세그멘트(9)는 그 강성이 더 크기 때문에 거의 원래의 형상을 갖고 있다.

도 8은 탄성 평형 위치로 가압된 이후의 도 6 내지 도 7의 스텐트의 동일한 유니트 셀을 도시한다. 이는 자동적으로 도 8의

안정 위치로 스냅된다. 이 스냅핑력은 상기 세그멘트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특성(예를 들어, 강도)에 따라

카테테르 축(도시되지 않음)상에 바람이 빠져있는 벌룬을 타이트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 이들 도면에 도시된

기하학적 형상에 있어서, 상기 스텐트가 그 최소의 안정된 직경에 있을때, 상기 세그멘트(8, 9)는 서로 밀접하게 합치되어

최소의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도 9는 도 5의 스텐트를 평면화하여 예시하고 있으며, 하나의 세그멘트 소자(16)는 팽창하여 안정된 형상으로 도시하고 있

고, 몇개의 가요성 세그멘트는 접혀져서 안정된 형상(세그멘트 14, 18 및 20)으로 도시하고 있다. 상기 세그멘트(13, 15,

17 및 19)는 상대적인 강성 세그멘트이고, 실질적으로 그 본래의 형상으로 유지된다. 두개의 상대적인 강성 세그멘트 사이

의 거리는 접혀져서 안정된 형상에서는 h로 도시되어 있고, 확장되어서 안정된 형상에서는 H로 도시되어 있다. X 방향의

변위값(H-h)은 연결 결합부의 크기와 세그멘트의 확장 또는 팽창된 유니트 셀의 높이에 의존한다.

스텐트의 상술한 부분은 평면으로서 도시되어 있지만, 세그멘트(13)와 세그멘트(20)를 결합부(21)로 서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원통형 스텐트를 형성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달리말해, 상기 스텐트는 결합부(21)를

따라 분리되어 평면화된 상태로 도시되어 있다.

스텐트의 안정한 직경 범위는 가요성 세그멘트가 접혀진 안정 위치로부터 확장된 안정 위치로 스냅될 때 마다 (H-h)/π의

값으로 변화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직경에서 종래의 스텐트 보다 양호하게 외력을 견딜 수 있는 극도의 강성표면을 가진

스텐트가 제공된다. 길이 방향에 있어서, 예로서, 몇몇 결합편(joint piece)을 결합부로서 유지하면서 하나 이상의 결합부

의 중앙을 절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몇몇의 유니트 셀을 그 이웃하는 유니트 셀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스텐트의 가요성이

증가될 수 있다.

가요성을 증가시키는 다른 방법은, 길이 방향으로 유니트 셀의 몇몇 섹션의 기하학적 형상을 상대적인 가요성 형상으로 부

터 상대적인 강성 형상으로 스텐트 전체 길이를 따라 수차례 반복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다. 달리말해, 도 9를 참조하면,

하나 이상 또는 각각의 세그멘트(13 내지 20)는 각 결합부(21) 이후에 교대로 직경이 큰 부분과 작은 섹션(또는 달리 표현

하자면 가요성 및 강성 부분)이 존재하도록 구성될수 있다.

다른 방법은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부 대 단부로 길이방향으로 정렬되고 각각의 유니트 셀을 형성하는 결합부로서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기하학적 형상 또는 구조를 가지는 가요성 결합부(104)로 연결되는 일련의 짧은 다중 안정형 스텐

트(100)를 사용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범위는 모든 형태의 재료를 포함하여만 한다. 가장 양호한 재료중 하나는 초탄성 니티놀이며, 그 이유는 탄성 변

형이 크고, 플레토우 응력(plateau stress)으로 인해 응력값을 양호하게 한정할 수 있으며, 열처리에 의해 금속에 바람직한

굴곡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니티놀의 스텐트는 접혀진 안정 상태 또는 소형의 안정 상태의 직경인 튜브내에 슬릿 또

는 슬롯을 형성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그다음, 슬롯이 형성된 튜브는, 분리된 성형 공구(seperate shaping tool)에 의해

확장되게 되며, 변형되지 않은 형상으로서 팽창된 안정 직경을 형성하도록 상기 공구상에서 열처리된다.

보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복수개의 안정 형상을 가지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 장치는 복수개의 상호연결된 다중 안

정형 셀을 포함한다. 상기 셀은 하나 이상의 상대적 강성 섹션과 하나 이상의 상대적 가요성 섹션을 포함하며, 상기 상대적

강성 섹션과 상대적 가요성 섹션은 복수개의 안정 형상을 가지는 다중 안정형 스프링 시스템의 형태로 셀 구조를 형성하도

등록특허 10-0573504

- 7 -



록 상호 연결된다.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셀은 제 1 단부 및 제 2 단부를 가지는 제 1 아치형 부재와, 제 1 단부 및

제 2 단부를 가지는 제 2 아치형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부재의 제 1 단부는 상기 제 2 부재의 제 1 단부와 소통되고,

상기 제 1 부재의 제 2 단부는 상기 제 2 부재의 제 2 단부와 소통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부재들은 정확히 아치형일 필요

는 없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비교적 직선형인 부재를 포함하는 다른 형상의 부재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은 셀들이 두개의 안정 형상을 가지는 양방향 안정형 셀에 관한 것이다. 이런 셀에 있어서, 제 1 및 제 2 섹션

상의 대응 지점 사이의 거리는 셀의 제 2 안정 상태 보다 셀의 제 1 안정 상태에서 더 크다. 상기 셀 자체는 상기 장치 그 자

체가 적어도 양방향 안정성을 갖도록 배열되고, 가능한 다중 안정성을 갖도록 배열된다. 이런 장치에 있어서, 초기의 직경

크기와 최종적인 더 큰 직경 크기를 가지는 둘 이상의 형상을 갖는 원통형 스텐트가 상술되었다. 그러나, 다중 안정형 스텐

트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예로서 스텐트는 셀이 단계적인 방식(step-wise fashion)으로 소정 범위의 직경을 제공하

도록 배열 및 설계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런 방식 중 하나는 스텐트내에 몇몇의 상이한 형태의 셀을 사용하고, 각

셀의 형태는 사용되는 힘의 양에 따라서 스텐트가 상이한 직경을 갖게 되도록 상이한 스프링계수를 가진다. 이러한 스텐트

가 부분적으로 팽창되어 있는 상태로 도 11에 도시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팽창된 스텐트는 도면 부호 120으로 도시되어

있다. 상기 스텐트는 실질적으로 그 고유한 형상으로 유지되는 상대적인 강성 세그멘트(123, 127, 131, 135)와, 상대적인

가요성 세그멘트(125, 129, 133)를 포함한다. 상기 세그멘트는 결합부(122)로 상호연결된다. 제 1 가요성 소자(125, 133)

는 팽창된 형상으로 도시되어 있고, 제 2 가요성 소자(129)는 수축된 형상으로 도시되어 있다. 반경방향 외향력이나, 접선

방향 힘을 적용함에 의해서, 상기 가요성 소자(129)는 그 최대 팽창 형상으로 튕겨져 스텐트(도시되지 않음)의 직경을 커

지게할 수 있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셀(138)은 수축된 상태에서 조차도 셀(136)보다 크다. 제 1 가요성 소자(125,

133)는 제 2 가요성 소자(129)와는 가요성이 상이하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 12에 도면부호 150으로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은 다른 형태의 스텐트는 제 1 단부(152)에서 제 1 직경을 가지고,

제 2 단부(154)에서 제 2 직경을 가지며, 제 1 단부(152) 및 제 2 단부(154) 사이의 영역(156)에서는 하나(또는 그 이상)

의 중간 직경을 갖는다. 상기 중간 직경은 제 1 및 제 2 직경과는 상이하다. 도 12에 도면부호 150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런 스텐트에서 상호 연결된 셀은 모두 동일한 힘 상수를 가지고, 필요한 힘이 작용되었을때 동시에 개방될 수도 있고, 각

각 그 자체의 힘 상수를 가지는 몇개의 상이한 형태의 셀이 사용될 수도 있다. 직경의 다양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이한

크기의 셀들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스텐트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직경은 동일하고, 다른 실시

예에서는 제 1 및 제 2 직경이 상이하다.

또한, 본 발명은 복수개의 안정 형상을 가지는 팽창형 스텐트를 주입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방법은 카테테르상의 팽

창 수단에 스텐트를 적용하는 단계와, 상기 스텐트를 소정의 신체 위치로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스텐트를 제 1 안정 형상

으로부터 제 1 안정 형상보다 더 큰 직경을 가지는 소정의 제 2 안정 형상으로 팽창시키도록 팽창수단을 팽창시키는 단계

와, 팽창된 스텐트를 소정 신체 위치에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팽창 수단은 벌룬, 카테테르 내부 또는 카테테르상

의 기계적 장치, 열에 의해 셀이 상태가 변화될 수 있을 때에는 열원, 또는 다른 소정의 적절한 팽창 수단일 수 있다. 상기

스텐트는 제 1 안정 형상내의 벌룬에 적용되거나, 적용 단계 동안에 상기 제 2 안정(팽창된) 형상에 적용될 수 있다. 후자

의 경우에 있어서, 반경방향 내향 압력이 스텐트에 적용되어 스텐트를 제 1 안정 형상으로 가압하여 카테테르상에 스냅 결

합되게 한다. 상기 스텐트가 부가적인 안정 상태를 가지는 경우에, 스텐트는 스텐트의 직경이 제 1 상태의 직경과 제 2 상

태의 직경 사이의 중간인 중간 안정 상태의 벌룬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스텐트는 반경방향 내향 압력을 부가로 적

용함으로써 팽창 수단상에 로킹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부가적인 목적은, 팽창 장치(팽창 링)로서 단일의 양방향 안정형 유니트 셀을 사용하는 것이며, 상기 양방향 안

정형 유니트 셀은 협소한 장소에 위치되어 그후에 팽창된 안정 형상으로 스냅식으로 복귀될 수 있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면부호 250으로 도시된 팽창 상태의 팽창 링은 제 1 단부(258) 및 제 2 단부(262)를 가지는 제 1 강성 부재(254)

와, 제 1 단부(270) 및 제 2 단부(274)를 가지는 제 2의 보다 가요성의 부재(266)를 포함한다. 제 1 부재(254)의 제 1 단부

(258)는 제 2 부재(266)의 제 1 단부(270)에 연결되고, 제 1 부재(254)의 제 2 단부(262)는 제 2 부재(266)의 제 2 단부

(274)에 연결된다. 도 14는 도 13의 팽창 링을 수축된 상태로 도시하고 있다. 제 2 안정 위치에서 제 2 부재(266)가 도시되

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클립으로서 단일의 양방향 안정형 루프(유니트 셀)을 사용하는 것이며, 상기 단일 양방향 안정형

루프는 동맥, 나팔관(fallopian tube) 또는 소정의 다른 신체 부위를 소정 시간동안 폐쇄 또는 유지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이런 클립에 있어서, 접혀진 안정 형상이 가장 안정적이여야만 하기 때문에 상기 접혀진 안정 형상이 변형되지 않은 형상

으로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혀진 상태에서, 상기 클립은 도 14의 접혀진 팽창 링과 유사하다. 트리거링 수단은 상

기 양방향 안정형 루프를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환하도록 클램프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상기 트리거링 수단은 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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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압적, 기계적, 열적 또는 전자기계적 수단일 수 있다. 이런 트리거링 수단의 예는 양방향 안정형 루프에 힘을 적용하

는 사람의 손 및 루프에 열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른 트리거링 수단은 상기 장치상의 푸싱 장치, 상기 장치상의 풀

링 장치, 상기 장치의 강성 섹션을 굽히는 또는 가요성 부재를 적소에 유지하는 구속력을 해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부는 본 발명에 따른 하나 이상의 링형 소자 사이에 관형 슬리브가 조합되어 있는 구성을 포함하며, 상기

슬리브는 이런 소자에 의해 보강 또는 개방상태로 유지된다. 일예는 하나 이상의 팽창 링과 함께 폴리머로 제조된 소위 접

합 스텐트(graft stent)라 지칭되는 것이다. 상기 팽창 링은 상술한 양방향 안정형 셀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스텐트의 표

면은 팽창 링상에 장착된 표피(skin)를 포함한다. 표피를 장착함에 있어서, 상기 표피는 팽창 링 내부 또는 팽창 링 사이에

둘러싸여질 수 있다. 상기 표피는 사람 또는 동물의 피부일 수 있고, 폴리머릭 재료(polymeric material)나 소정의 다른 적

절한 생체 친화성 재료(bio-compatible material)일 수 있다. 이런 스텐트는 상기 스텐트의 제 1 단부에서 제 1 팽창 링과,

상기 스텐트의 제 2 단부의 제 2 팽창 링과 같이 하나 이상의 팽창 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스텐트는 그 길이를 따라서

일정한 직경이거나, 제 1 단부에서는 제 1 직경을 가지고, 제 2 단부에서는 제 2 직경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팽창되지 않은 형상과 팽창된 형상을 가지는 스텐트에 관한 것이며, 상기 스텐트는 제 1 파장을 특징으로

하며, 정점(peak)과 골(trough)을 가지는 복수개의 종방향 제 1 파형 부재와, 제 2 파장을 특징으로 하며, 정점과 골을 가

지는 복수개의 종방향 제 2 파형 부재를 포함한다. 상기 제 1 및 제 2 종방향 부재의 파장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상기 제

2 부재는 안정하게 두가지 위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기 두가지 위치는 제 1 부재와 제 2 부재의 위상이 동일한 팽창되지

않은 형상에 대응하는 제 1 위치와, 제 1 및 제 2 부재가 서로 180°위상이 상이한 팽창된 형상에 대응하는 제 2 위치이다.

제 1 부재는 제 2 부재보다 강성이 강하다. 상기 제 1 및 제 2 종방향 부재는 종방향 제 1 및 제 2 부재가 교대가 되도록 스

텐트의 표면상에 배치된다. 팽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제 1 부재의 각 정점은 부착 영역내의 제 2 부재의 하나의 인접한

정점에 연결되고, 각 제 1 부재의 각 골은 부착 영역내의 제 2 부재의 하나의 인접한 골에 연결되며, 이는 도 9에 도시되어

있다. 부착 영역은 종방향을 따라 하나의 파장만큼 분리되어 있다. 상술된 스텐트는 반경방향 외향력을 적용함으로써 팽창

되지 않은 형상으로부터 팽창된 형상으로 스냅될 수 있고, 유사하게, 반경방향 내향력을 적용함으로써 팽창된 형상으로부

터 팽창되지 않은 형상으로 스냅될 수 있다. 이러한 스텐트는 신체 혈관의 내부에 사용될 수 있는 동시에, 두 혈관을 함께

결합하도록 혈관 외부에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두개의 혈관을 함께 결합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방법은 제 1 안정상태에서 팽창되지 않은 형상으

로 있는 스텐트를 신체내의 자리로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스텐트를 제 2 안정 상태로 팽창시키는 단계와, 결합될 혈관상

에 스텐트를 위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안정상태에 있는 스텐트의 직경은 결합될 혈관의 직경을 초과한다.

상기 스텐트는 그후에, 제 3 안정 상태로 수축될 수 있으며, 상기 제 3 안정 상태의 스텐트는 팽창되지 않은 상태의 스텐트

직경과, 제 2 안정 상태의 스텐트 직경 사이의 중간 직경을 갖는다. 상기 스텐트는 상술한 하나 이상의 팽창 링(양방향 안

정형 루프)의 도움으로 혈관에 부가적으로 고정될 수 있다. 도 13 및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은 하나 이상의 팽창 링이나

작은 클램핑 스텐트(도 23에 도시된 스트립으로 형성된 바와 같은)는 스텐트의 각 측면이 수축된 상태로 전달될 수 있으

며, 상기 링들 사이에 혈관이 클램핑되도록 전개될 수 있다. 다수의 링이 부가적인 클램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 15에

도면 부호 300으로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 1 혈관(304)과 제 2 혈관(308)은 본 발명의 스텐트(312)로 함께 결합된

다. 혈관(304)은 제 1 오버랩 영역(316)에서 스텐트상에 오버랩되고, 혈관(308)은 제 2 오버랩 영역(320)에서 상기 스텐

트상에 오버랩된다. 혈관(304)은 팽창 링(324; 팽창된 상태로 도시되어 있음)과 스텐트(312) 사이에 클램프되고, 혈관

(308)은 팽창 링(328; 단지 예시의 목적을 위해 팽창되지 않은 상태로 도시되어 있음)과 스텐트(312) 사이에서 클램프된

다. 팽창 링(328)과 조합된 점선은 팽창된 상태의 팽창 링(328)을 도시한다. 도 15는 내부에 포함된 링을 도시하는 혈관의

절개도이다. 도 16은 도 15의 16-16선을 따른 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혈관(304)은 스텐트(312)와 팽창 링(324) 사이에

끼워진 상태로 도시되어 있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혈관(404)과 제 2 혈관(408)은 스텐트(412)에 의해 함께 결합된

다. 스텐트(412)의 제 1 단부(416)는 혈관(404)내에 위치되고, 스텐트(412)의 제 2 단부(420)는 혈관(408)내에 위치된다.

혈관(404, 408)의 외측에 위치된 선택적인 클램프(424, 428; 도 23에 스트립형상으로 도시된 본 발명의 접을 수 있는 스

텐트의 작은 부분 등)는 상기 스텐트를 상기 혈관에 클램핑한다. 부가적인 클램프가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 15의 실시예와 도 17의 실시예의 조합으로써, 스텐트의 제 1 단부는 상기 혈관 중 하나로부터 돌

출되고, 상기 스텐트의 제 2 단부는 상기 제 2 혈관 위로 연장될 수 있다. 또한, 클램프 및 팽창 링은 상기 스텐트를 상기 혈

관에 부가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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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혈관(454) 및 혈관(458)은 혈관 내부의 팽창 링(462)과 예로

서, 작은 접혀질 수 있는 스텐트 부분으로 구성된 클램프(466)로 함께 유지되고, 상기 스텐트는 접혀진 상태에서 스텐트의

직경이 혈관(454, 458)과 팽창 링(462)을 함께 안착시킬 수 있도록 선택된다. 팽창 링 또는 클램프 중 하나는 강성 칼라 등

의 적절한 지지부로 대체될 수 있으나, 양자 모두가 대체될 수는 없다.

또한, 본 발명은 두개의 혈관을 함께 접합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방법은 신체의 위치에 제 1 안정 상태의 팽창되지

않은 형상의 본 발명의 스텐트를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스텐트 위에 두개의 신체 혈관을 위치시키는 단계및, 상기 스텐트

를 제 2 안정 상태로 팽창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제 2 안정 상태에서 상기 스텐트의 직경은 결합될 혈관의 직경보다 크

다. 제 2 안정 상태에서 상기 스텐트의 직경은 스텐트 위에 상기 혈관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

기 스텐트의 전달은 상기 신체 혈관을 통해 팽창되지 않은 형상의 스텐트를 전달하고, 이어서 상기 스텐트를 결합될 혈관

내에 안착되도록 팽창시키거나(스텐트의 일부가 혈관내에 존재하게 된다), 스텐트를 그 최대 팽창 상태로 팽창시켜서, 상

기 혈관 위에 상기 스텐트를 위치시킨 후 상기 혈관 위에서 중간 상태로 상기 스텐트를 수축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상

술한 칼라와 팽창 링은 유사하게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스텐트, 칼라 및 팽창 링은 수술에 의해 상기 혈관을 노출시킴

으로서 전달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양방향 안정형 밸브에 관한 것이다. 도 19에 도면부호 600으로 도시되어 있는 상기 밸브는 도관(606)내에

위치되어 있는 도면 부호 604로 도시된 스냅-작용 양방향 위치형 유니트 셀을 포함한다. 스냅 작용 양방향 위치형 유니트

셀(604)은 제 1 단부(612)와 제 2 단부(616)를 구비한 가요성 부재(608; 실질적으로 아치형임)를 포함한다. 제 1 단부

(612)는 도관(606)의 내면으로부터 연장되어나오는 지지 수단(624)에 의해 순차적으로 지지되게 되는 트리거링 수단

(triggering means)(620)과 소통된다. 가요성 부재(608)의 제 2 단부(616)는 도관(606)을 가로질러 연장되는 정지면

(628)에 고정된다. 지지 수단(624)과 정지면(628)은 가요성 부재(608)를 적소에 유지하도록 충분히 강성적이어야만 하

고, 가요성 부재(608)보다 더 강성적이어야만 한다. 정지면(628)은 경사 영역(630)에서 도관(606)을 실질적으로 경사지

게 가로질러 연장하고, 유체가 그를 통해 유동하게 되는 종방향 영역(634)내의 개구를 갖는다. 개구(632)는 도관(606)의

종축(636)을 따라서 배향하고 있지만,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은 개구 및 정지면의 다른 배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을 것이다. 개방 위치와 폐쇄 위치 사이에서 가요성 부재(608)에 의해 작동되는 밸브 폐쇄 부재(640)는 가요성 부재(608)

가 폐쇄 위치에 있을 때에 개구(632)를 통해서 유체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배열 및 구성된다.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요성 부재(608)가 개방 위치에 있을 때에, 밸브 폐쇄 부재(640)는 더이상 개구(632)를 막지 않으며, 따라서 유체

가 그를 통해 유동하게 된다.

트리거링 수단(620)은 현재 또는 미래의 기술 분야에 공지되어 있는 소정의 적절한 기계적, 유압적, 공압적 또는 열적인

(thermal) 트리거일 수 있지만,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는 상기 트리거 수단(620)은 압전 소자(piezoelectric

element)이다. 작동시에, 도 19에 도면부호 620으로 도시되어 있는 압전소자가 작동되지 않으면, 밸브 폐쇄 부재(640)는

폐쇄된다.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압전소자(620)가 작동되면, 압전소자(620)의 종방향 길이(도 15에 Y로 도시되어 있

다)가 조금 짧아지게되고, 순차적으로 가요성 부재(608)를 그 제 1 위치로부터 해제하게 된다. 부재(608)가 해제되면, 밸

브 폐쇄 부재(640)는 유체로부터 전달되는 압력하에 자유롭게 개방되게 된다. 부재(608)는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2

의 반전된 위치(inverted position)를 취하게 된다. 유체 압력이 부재(608)를 그 제 2 위치에서 유지하면서, 상기 트리거링

이 꺼지고 압전 소자(620)가 그 원래의 길이를 취하고 있다면 상기 부재(608)는 유체의 압력이 없어도 도 20에 도시된 바

와 같이 그 제 2 위치에 남아있게 된다. 밸브 폐쇄 부재(640)는 압전 소자가 다시 트리거링되어 상기 부재(608)를 상기 부

재(608)의 선택된 위치인 그 제 1 위치(폐쇄 위치)로 전이시키게됨으로써 유체가 없어도 다시 폐쇄 위치가 될 수 있다. 부

재(608)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선택된 위치를 취하도록 처리되게 된다.

도 19 및 도 20에 도시된 밸브는 의료용 장치나 비의료용 장치에 적용될 수있다. 특히, 본 발명의 목적은 본 발명의 양방향

안정형 밸브를 요실금의 제어에 적용하는 것이다. 요실금 환자들에 있어서, 상술한 밸브는 상술한 팽창 링의 사용을 포함

하는 상기 밸브를 요도에 클램프하는 소정의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요도내에 설치될 수 있다. 디폴트 상태(default

state)의 상기 밸브는 폐쇄되어 있지만, 방광이 가득차게 되었을 때 방광을 비우기 위해 트리거될 수 있다. 방광을 비운후

상기 밸브는 다시 폐쇄위치로 트리거될 수 있다. 이런 응용의 다른 예는 본 발명의 밸브를 분로(shunt)와 관련하여 사용하

는 것이다. 상기 분로는 상기 장치를 트리거링함에 의해 작동될 수 있고, 유사하게 상기 장치를 트리거링함에 의해 폐쇄될

수 있다.

물론, 상기 밸브는 다른 의료용 및 비 의료용 응용분야에도 사용될 수 있다.

상술한 양방향 안정형 유니트 셀에 부가하여, 다른 형상의 양방향 안정형 유니트 셀과, 보다 일반적인 다중 안정형 유니트

셀도 본 발명에서 고려될 수 있다. 도 21a 및 도 21b는 본 발명의 힌지형 다중 안정형 셀의 다른 실시예를 그 수축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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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팽창된 상태로 각각 도시하고 있는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면부호 700으로 도시된 수축된 셀과, 도면 부호 705로 도시된

팽창된 셀은 네개의 상호연결된 상대적인 강성 부재로 구성되어 있다. 2개의 측면 부재(709)는 힌지(715)를 경유하여 상

단부 부재(713)의 대향 단부에 연결되어 있다. 측면 부재(709)는 그 대향 단부에서 힌지(719)를 경유하여 저면 부재(717)

의 대향 단부에 연결되어 있다. 상기 힌지는 탄성 또는 소성변형될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힌지는 측면, 상단부 및

저단부 부재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거나, 상기 부재들과 일체로 형성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상기 힌지는 이

힌지가 상기 측면, 상단부 및 저단부 부재와 상이한 기하학적 형상을 갖거나 더 얇아지도록 힌지의 영역에서 셀로부터 재

료를 제거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팽창된 상태로부터 접혀진 상태로의 전이 과정(transitioning)에 있어서, 상기 저단부

부재(717)는 다소 개방된다. 또한, 도 21a 및 도 21b의 셀은 측면 부재(709)와 상단부 부재(713) 중 하나 또는 나머지 하

나(양자 모두는 아님)가 하향으로 접혀지는 두개의 부가적인 중간 상태를 가진다.

육각 힌지형 다중 안정형 유니트 셀이 도 22a에서는 접혀진 상태로, 도 22b에서는 팽창된 상태로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

다. 도면부호 750으로 도시되어 있는 셀은 상단부 부재(754)와 저단부 부재(758) 및 상부 측면 부재(762)로 구성되어 있

다. 두개의 상부 측면 부재(762)는 힌지(756)를 경유하여 상단부 부재(754)의 대향 단부에 연결되어 있다. 상부 측면 부재

(762)는 힌지(768)를 경유하여 저단부 부재(758)에 연결되어 있다. 저단부 부재(758)는 두 직립부가 'U'의 저단부에 대하

여 경사지게 놓이도록 되어 있는 변형된 'U' 형상이다. 상술한 본 발명의 셀에서와 같이, 힌지(756, 758)는 탄성 또는 소성

변형 가능하며, 상기 부재에 견고하게 부착되거나 상기 부재와 일체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육각형 유니트 셀은 다중 안정

상태를 갖는다. 도 22a 및 22b에 도시되어 있는 완전히 팽창된 상태와 완전히 수축된 위치에 부가하여, 상기 육각형 셀은

두 개의 상부측면 부재(762) 중 하나만이 상단부 부재(754)를 따라서 내향으로 접혀져 있는 두개의 중간 안정 형상을 취할

수 있다.

상술한 힌지형 다중 안정형 셀은 예로서, 스텐트, 클램프, 클립, 팽창 링, 양방향 안정형 밸브를 형성하는 상술한 응용 분야

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응용 분야중 하나에 있어서, 도 21a 및 도 21b에 도시된 힌지형 셀로 스텐트나 링을 형성한다.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21a 및 도 21b에 도시된 형태의 일련의 유니트 셀은 셀의 상단부 부재가 인접한 셀의 저면부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셀(810)의 상단부 부재(814)는 셀(820)의 저단부 소자(818)의 일부를 형성한다. 이와 유사하

게, 셀(828)의 상단부 부재(824)는 셀(836)의 하부 부재(848)의 일부를 형성한다. 도 23의 링 또는 스텐트가 예시를 위해

절단되어 있지만, 두 단부(840, 844)는 일반적으로 셀(852)의 하부 부재(848)의 일부가 셀(856)의 상부 부재로서 작용하

는 상태로 함께 결합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형성된 링은 완전히 팽창된 상태와, 완전히 수축된 상태를 포함하는 소정 범위

의 안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 개별적인 셀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경우에, 완전히 수축된 상태의 스텐트에 균일한 반경방

향 외향력을 적용하면 단지 완전히 팽창된 상태만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클램프나 칼라, 팽창 링이나 스텐트로서 기능할 수

있다. 보다 큰 스텐트는 이런 링을 복수개 상호 연결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다른 다중 안정형 유니트 셀로부터도 유사한 생산품을 형성할 수 있다. 도 24a 및 도 24b는 도 22a 및 도 22b에 도시

된 바와 같은 육각 유니트 셀이 링을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는 일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각 셀(880)의 상단

부 부재(884)는 'U'형 저단부 부재(890) 또는 저단부(886)과 결합된다. 도 24a 및 도 24b에서는 스트립 형태로 도시되어

있지만, 단부(894)는 링을 형성하도록 단부(898)와 결합될 수 있다. 도 24a의 스트립은 도 24b에 완전히 팽창된 상태로 도

시되어 있다. 인접한 셀(880)은 팽창된 상태로 도시된다. 완전성을 위해 힌지가 도면 부호 902로 도시되어 있다. 도 24c는

팽창 과정의 셀(920)과 이미 팽창된 셀(924)을 도시한다. 상기 셀(920, 924)은 저단부 부재(928)와 상단부 부재(932)에서

결합되어 있다. 힌지는 도면부호 936으로 도시되어 있다. 다수의 스트립이 함께 결합되어서 상기 유니트 셀의 길이의 배수

의 길이를 갖는 스텐트를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인접한 셀의 상부측면 부재는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이는 도

24d에 도시되어 있으며, 상기 도 24c에서는 팽창 과정의 셀(944)과 팽창된 상태의 셀(940)이 도시되어 있다. 상부 측면 부

재(948)는 점선으로 도시되어 있다. 상호연결된 셀(952)의 인접한 스트립은 저단부 부재(960)의 경사 영역(956)은 물론

상부 측면 부재(948)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

본 출원의 발명된 장치는 체내에서 일시적인 근거지나 영구적인 근거지상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제거형 스텐트 및 클

램프와 마찬가지로 예로서 영구적인 스텐트와 클램프도 고려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중 안정형 셀의 팽창에 있어서, 셀을 팽창시키도록 적용되는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의 팽창/수축의 성분도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출원의 목적을 위하여, '다중 안정형'이라는 용어는 '양방향 안정형'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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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도면 및 상세한 설명은 실행될 수 있는 단지 몇몇의 상이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스텐트는 종래의

스텐트와 외관상 유사해보이지만, 동일한 유니트 셀내의 강성 섹션과 가요성 섹션의 특정 조합으로 인해 기계적 결과는 완

전히 상이하다. 물론, 도시된 사인곡선 형상외에도 동일한 특성 거동을 가지면서 기본 형상이 다른 유니트 셀을 형성할 수

도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일반적인 원리와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은 본 발명이 적용된 다양한 변용을 고안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적용 범위는 상술한 실시예에 예시된 바와 동일한 기본 기계적 거동을 얻도록 하나 이상의

재료의 상이한 조합과, 상이한 구성 및 상이한 기하학적 형상을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팽창형 장치는 다수의 셀(64)로 구성된 표면을 가지며, 각각의 셀(64)은 안정된 수축 형상(50)과 안정된 팽창 형상(60)을

가지고, 상기 안정된 팽창 형상(60)은 안정된 수축형상(50)보다 더 큰 영역을 둘러싸며, 각각의 셀(64)은 제 1 및 제 2의

상호연결 섹션(66)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섹션(68)은 제 1 섹션(66)보다 더 가요성인 통로를 지지하기 위한 팽창형 장치

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셀(64)의 각 하나는 안정된 수축 형상(50) 또는 안정된 팽창 형상(60)만을 취할 수(assuming)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통로를 지지하기 위한 팽창형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다수의 셀(64)의 각 하나는 안정된 수축형상(50) 또는 안정된 팽창 형상(60)만을 등온식으로

(isothermally) 취할 수 있는 통로를 지지하기 위한 팽창형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셀(64)이 팽창형 장치(50,60)의 내부면에 균일한 반경방향 힘을 적용시킴으로써 2개의 안정된 형

상(50,60)사이에서 전이될 수 있도록 상기 복수의 셀(64)이 구성되고 정렬되는 통로를 지지하기 위한 팽창형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셀의 제 1 서브세트(subset)는 제 1 강성을 나타내는 제 2 섹션을 포함하고, 상기 다수의 셀

의 제 2 서브세트는 제 2 강성을 나타내는 제 2 섹션을 포함하며, 여기에서 상기 제 1 강성은 제 2 강성과는 다른 통로를

지지하기 위한 팽창형 장치.

청구항 5.

팽창형 장치는 다수의 셀(64)로 구성된 표면을 가지며, 각각의 셀(64)은 안정된 수축형상(50)과, 다수의 분리된(discrete)

안정 팽창형 형상(60)을 구비하며, 상기 다수의 분리된 안정 팽창형 형상(60)중의 각 하나는 상기 안정된 수축 형상(50)보

다 더 큰 영역을 둘러싸고, 각각의 셀(64)은 제 1 및 제 2의 상호 연결섹션(66,68)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섹션(62)은 제 1

섹션(66)보다 더 가요성인 통로를 지지하기 위한 팽창형 장치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셀(64)은 안정된 수축 형상(50)과 연속적이며 분리된 안정 팽창형 형상(60)사이에서 전이될 때에 탄성 변형을

겪게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로를 지지하기 위한 팽창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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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다수의 셀(64)중의 각 하나는 상기 안정된 수축 형상(50)과, 연속적이며 안정된 팽창 형상(60)사이에서

등온식으로 전이할 수 있는 통로를 지지하기 위한 팽창형 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셀(64)이 상기 팽창형 장치(50,60)의 내부면에 균일한 반경방향 힘을 적용시킴으로써 2개의 안정

된 형상(50,60)사이에서 전이될 수 있도록, 상기 다수의 셀(64)로 구성되고 정렬되는 통로를 지지하기 위한 팽창형 장치.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셀(64)의 각 하나는 평형 중앙위치와, 상기 평형 중앙위치 주위의 비대칭 힘-변위 특성을

가지며, 상기 팽창 형상(60)은 각 셀(64)의 가장 안정된 형상인 통로를 지지하기 위한 팽창형 장치.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셀(64)의 각 하나는 평형 중앙 위치와, 상기 평형 중앙위치 주위의 비대칭 힘-변위 특성을

가지며, 상기 수축 형상(50)은 각 셀(64)의 가장 안정된 형상인 통로를 지지하기 위한 팽창형 장치.

청구항 10.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셀의 제 1 서브세트는 제 1 강성을 나타내는 제 2 섹션을 포함하고, 상기 다수의 셀의 제 2

서브세트는 제 2 강성을 나타내는 제 2 섹션을 포함하며, 상기 제 1 강성은 제 2 강성과는 다른 통로를 지지하기 위한 팽창

형 장치.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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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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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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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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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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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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