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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판형 재료로 형성된 패턴을 가진 가요성 스텐트(A flexible stent having a pattern formed from 
a sheet of material)

요약

본 발명은 혈관내에서와 같이 내강의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물에 적합한 재료(39)의 판(11)으로부터 
관형부(12)로 형성된 파형 패턴(13)을 갖는 가요성 스텐트(10)를 제공한다. 스텐트의 파형 패턴은 예로서 
판을 광화학적으로 에칭하고 골조(44)또는 다수의 폐쇄된 셀(17, 18, 19)을 남김으로써 가요성 생물에 적
합한 재료의 평판으로부터 형성된다. 파형 패턴은 팽창된 공급 카테테르 벌룬(35)주위에 관형부로 형성되
고, 폐쇄된 셀의 세그멘트(24, 25)는 삽입되며 스텐트를 따라 종방향 연장되는 보강부재(14)와만 중첩된
다. 스텐트 재료는 재료의 마찰계수를 감소시키고 스텐트의 반경방향팽창을 벌룬을 가지고 도웁기 위해서 
처리된다. 방사선 반투과 표시기(41, 42)는 스텐트를 막힌 부위에 위치시키는데 있어서 의사를 돕기 위해 
스텐트의 단부(15, 16)에 위치된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판형 재료로 형성된 패턴을 가진 가요성 스텐트(A flexible stent having a pattern formed from a sheet 
of material)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판형 재료로부터 관형 및 중첩 상태로 파형 패턴을 가진 본 발명의 장착되지 않은 가요성 스텐트
의 양호한 실시예의 개략도.

제2도는 폐쇄된 셀의 세그멘트가 스텐트의 보강부재위에 한번 이상 가로지르는 중첩 상태의 본 발명의 장
착되지 않은 가요성 스텐트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도.

제3도는 팽창된 중첩되지 않은 상태로 혈관내에 위치된 제1도의 스텐트의 개략도.

제4도는 공급 카테테르 별룬 주위에 위취되고 막힌 부위에 도입된 중첩 상태의 제1도의 스텐트의 부분적 
단면을 포함한 종방향 측면도.

제5도는 중첩된 상태의 제4도의 스텐트의 부분 확대도.

제6도는 제5도의 6-6선에 따른 스텐트의 단면도.

제7도는 부분적으로 팽창된 상태의 제4도의 스텐트의 부분 확대도.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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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샘물에 적합한 재료(39)의 판(11)으로 형성되고, 종방향연장되는 보강부재(14)와,  상기 보강부재로부터 
횡방향 연장되는 다수의 셀(17, 18, 19)을 포함하는 패턴(13)을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셀은 각각 고정된 
크기의 애퍼쳐(22)와, 상기 고정된 크기의 애퍼쳐 주위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배치되고 상기 보강부재로부
터 횡방향 연장되는 세그멘트(24, 25)를 가지며, 상기 셀의 각각의 세그멘트는 상기 셀의 인접한 횡방향 
연장되는 세그멘트로부터 이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요성 스탠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은 관형부(12)로 형성되고, 상기 셀의 각각의 세그멘트는 상기 패턴이 상기 관
형의 형태로 있을 때에 자체 세그멘트 또는 상기 셀의 인접한 횡방향 연장 세그멘트와 중첩되지 않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가요성 스탠스.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관형부는 반경 방향으로 변경가능하고, 상기 패턴은 관형 형태로 있을 때 상기 관
형부가 반경방향으로 변경될 때 서로 이동되는 상기 관형부의 종방향 축과 정렬된 제1최외곽 모서리(20)
와 제2최외곽 모서리(2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요성 스텐트.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은 관형 형태로 있을 때 상기 셀의 적어도 한세그멘트는 상기 보강부재와 중첩
되고, 상기 보강부재와 함께 상기 보강부재를 따라서 상기 재료의 관의 두께의 두배를 넘지않는 조합된 
두께(29)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요성 스텐트.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의 상기 셀은 관형 형태에 있을 때에 서로의 사이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요성 스텐트.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은 상기 재료의 판내에서 애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요성 스텐트.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재료의 판은 마찰계수를 가진 표면을 가지며, 상기 표면은 상기 마찰계수를 낮추는 
처리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요성 스텐트.

청구항 8 

생물에 적합한 재료(39)의 판(11)으로부터 관형부(12)로 형성되고, 종방향 연장되는 보강부재(14)와, 상
기 보강부재로부터 횡방향 연장되는 다수의 삽입된 셀(17, 18, 19)을 포함하며, 관형 형태로 있을때에 선
택된 셀만이 상기 보강 부재와 중첩되는 중첩 상태를 갖는 패턴(13)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요
성 관형 스텐트(10).

청구항 9 

벌룬 팽창성 스텐트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초기 표면 영역(43)을 갖는 가요성 재료(39)의 판(11)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판이 상기 초기 표면 영역에 비해 작은 표면 영역을 갖는 통합된 지지부재(24, 
25, 26)의 골조(49)가 되도록 상기 가요성 재료의 판의 주요부(44)를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골조가 적어
도 부분적 원통형 표면(34)을 한정하도록 상기 골조를 원통형 맨드릴(38)주위에 위치시키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벌룬 팽창성 스텐트 제조방법.

청구항 10 

판(11)이 원통형 표면(34)을 한정하도록 종방향 축주위에 배치된 통합된 지지부재(24,  25,  26)의 골조
(49)가 되도록 제거된 상기 재료의 부분(44)을 갖는 가요성 재료(39)의 판(11)을 포함하며, 상기 원통형 
표면은 스텐트를 혈관내에 통로에 공급하기 위해 축소된 직경을 가지며, 상기 통로를 개방 상태로 유지하
기 위해 축소된 직경으로부터 팽창된 직경으로 소성적으로 팽창가능하고, 상기 원통형 표면은 축소된 직
경과 팽창된 직경 사이에 중첩 재료가 없는 직경의 범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텐트(10).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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