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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혈관 재생, 및/또는 포유류 몸체에서 혈관 또는 비혈관 체내 부위에서 그 밖의 의료 행위를 수
행하기 위한 방법, 장치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혈관으로부터 혈관 또
는 비혈관 목적 부위로의 하나 이상의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혈관 재생 방법에서, 
혈관외 통로는 혈관 또는 비혈관 목적 부위에서 의료 행위에 접근하거나 수행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사용
된다.  혈관외 통로를 변화시키고/거나, 유지시키고/거나 폐쇄시키기 위한 장치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카테테르 장치(100, 103) 및 시스템도 또한 기술되어 있다.  

대표도

도4a

명세서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는 의학적인 방법, 장치,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보다 상세하게는 a) 혈관 재생 
및/또는 b) 포유류 체내 혈관계 또는 비혈관계의 체내 위치에서 의료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 장치,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A. 혈관 재생 방법과 관련된 배경기술

현대적인 의료 행위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색되거나, 손상되거나 질병에 걸린 동맥의 세그멘트를 우회하
는 것은 종종 바람직하다.  폐색되거나, 손상되거나 질병에 걸린 혈관의 세그멘트를 우회하기 위한 전형
적인 외과술은 동맥의 개방 수술 노출, 및 이식편의 한쪽 끝이 폐색되거나, 손상되거나 질병에 걸린 세그
멘트의 상류에서 연결되고, 이식편의 다른 끝부분이 이들의 하류에서 동맥에 연결되도록 영향을 받은 동
맥에 관형 이식편(예를 들어, 동종 이식편, 이종이식편, 동족이식편, 보철 이식편, 또는 생보철 이식편)
의 부착(예를 들어, 봉합)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동맥혈이 우회 이식편을 통해 흘러 폐색되거나, 
손상되거나 질병에 걸린 동맥의 세그멘트에 대한 원위 혈류를 회복하여 조직 국소빈혈, 경색, 및 환부 동
맥을 통해 손상된 혈류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그 밖의 후유증을 저지한다.  

동맥의 외과적인 우회 이식이 체내의 다양한 위치에서 수행되었지만, 가장 전형적으로는 이러한 동맥 우
회 방법이 i) 관상 동맥 질환 또는 ii) 하지를 손상시키는 말초 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수행된다.  

i. 관상 동맥 질환

관상 동맥 질환은 전세계에 이병률 및 사망률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계속되고 있다.  관상 동맥 질환
의 전형적인 병인은 관상 동맥내 아테롬 동맥 경화성 플라크의 증대에 의해 특성화된다.  아테롬 동맥 경
화성 플라크의 그러한 침전물은 환부인 관상 동맥을 통해 혈액의 흐름을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차단
하는 경향이 있으며, 치료되지 않으면, 심근 국소빈혈, 경색 및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년간, 관상 동맥 질환의 전통적인 외과 치료는 환자가 일반적으로 마취되고, 심폐 회로 위에 올려지고, 
환자의 심장이 일시적으로 멈춰지는 관상 동맥 우회외과술이어 왔다.  개흉술(예를 들어, 정중 흉골 절개
술)이 수행되고, 폐색된 관상 혈관은 외과적인 절개에 의해 노출된다.  환자의 복재 정맥 또는 내부 유방 
동맥의 하나 이상의 세그멘트는 우회 이식편(들)으로 사용하기 위해 배양된다.  그런 후, 정맥 또는 동맥
의 배양된 세그멘트는 폐색된 관상 동맥(들)에 문합되어 동맥 폐색부 주위에 우회 도관을 형성한다.  이
러한 전통적인 관상 동맥 우회 외과술은 비용이 많이 들며, 매우 침입성이어서 수술시 및 수술후 합병증
과 상당량 관련된다.  

전통적인 관상 동맥 우회 외과술에 대한 하나의 대안은 벌룬(balloon) 혈관형성술이다.  벌룬 혈관형성술
에서, 가요성의 가이드 카테테르는 말초 동맥내로 피부 통과 방식으로 삽입되고, 카테테르의 원위 팁이 
폐색된 관상 동맥구내에 정위될 때까지 맥관구조를 통해 전진된다.  그런 후, 벌룬 카테테르는 가이드 카
테테르를 통해 폐색증 병변으로 통과된다.  벌룬 카테테르의 벌룬은 1회 이상 팽창되어 폐색증 병변의 영
역내에서 관상 동맥을 팽창시킨다.  이들 벌룬 혈관형성술 과정은 비용이 덜 들며, 전통적인 관상 동맥 
우회 외과술보다 덜 외상성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벌룬 혈관형성술은 혈관형성 부위에
서 협착증의 발생 빈도와 상당히 관련될 수 있다.  그러한 협착증의 원인 및 메카니즘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연구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러한 협착증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a) 동맥 벽의 질량의 증가(예를 들
어, 신생 혈관내막 형성), b) 실질적인 질량의 변화 없이 동맥벽의 농 화(예를 들어, 도관의 재모델링) 
및/또는 c) 벌룬 팽창 방법에 의해 생성된 균열 및 열구의 치료시 벌룬 팽창된 동맥 벽의 방사 수축에 있
다.  

전통적인 관상 동맥 우회 외과술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은 관상 동맥내 폐색 물질의 내부 전광 제거(예를 
들어, 아테렉토미(atherectomy)) 또는 절제(예를 들어, 초음파, 레이저)이다.  이들 내부 전광 제거 또는 
절제 방법은 맥관구조를 통해 관상 동맥 폐색 부위에 카테테르 고정된 제거 또는 절제 장치를 통과시킴으
로써 수행된다.  그런 후, 카테테르 고정된 제거 또는 절제 장치를 사용하여 관상 동맥의 관강으로부터 
폐색 물질을 절개하거나, 깍아내거나, 초음파처리하거나, 분쇄시키거나 증기화시키거나, 제거한다.  이들 
방법은 동맥 벽에의 관통 또는 손상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수행되어야 하는데, 상기 관통 또는 손상
은 출혈 또는 심한 상처 및 후속적인 동맥 관강의 재폐색을 유발시킬 수 있다.  더욱이, 이들 제거 방법
은, 적어도 일부 경우에, 폐색성 물질의 단편들을 환자의 순환계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폐색
성 물질의 제거되거나 절단된 단편을 완전하게 함유하여 제거하는 요건에 의해 혼동될 수 있다.  아테렉
토미(atherectomy) 카테테르 및 그 밖의 카테테르 고정된 제거 장치의 예는 외국특허/특허공보인 출원인
이  시버(Shiber)인  EP0347098A2호,  출원인이  쿠퍼(Cooper)인  WO87-05739호,  출원인이 번스타인

(Bernstein) 등인 WO89-06515호, 출원인이 소닉 니들 코포레이션(Sonic Needle Corp.)인 WO90-0130호, 출
원인이 돈 마이클(Don Michael) 등인 EP316789호, 출원인이 슈버트(Schubert)인 DE 3,821,836호,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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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흘만(Pohlman)인 DE2438648호 및 출원인이 바루크(Baruch)인 EP 044325A1 뿐만 아니라 보이드(Boy
d)의 미국특허 제 3,433,226호, 포흘만(Pohlman)  등의 제 3,823,717호, 파리시(Parisi)의 4,808,153호, 
스타스즈(Stasz)의 제 4,936,281호, 쿠리스(Kuris)의 제 3,565,062호, 스테르저(Sterzer)의 제 4,924,863
호, 돈 마이클(Don Michael) 등의 4B70,953호, 슈스(Suess) 등의 제 5,069,664호, 알리저(Alliger) 등의 
4,920,954호 및 피어노트(Fearnot) 등의 제 5,100,423호에 기술되어 있다.  

전통적인 관상 동맥 우회 외과술에 대한 그 밖의 대안은, 적어도 표면상, 절개부를 통한 내시경 및 이와 
관련된 수술 기구의 삽입에 의해 환자의 흉벽내에 형성된 작은(예를 들어, 1-3cm) 절개를 통해 수행될 수 
있는 최소 침입성인 내시경 방법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최소 침입성 관상 우회 방법은 스테르만
(Sterman) 등의 미국특허 제 5,452,733호에 기술되어 있다.  완결되면, 이들 최소 침입성 관상 동맥 우회 
방법은 전통적인 관상 동맥 우회 외과술을 경험하고 환자와 비교하여 최소 침입성 방법을 경험하는 환자
에 의해 경험된 불쾌감 및 회복 시간의 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내시경을 사용
한 외과적인 방법은 전형적으로 굉장히 많은 작동자의 숙련 및 훈련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전통적인 
관상 동맥 우회 외과술에 있어서, 이들 흉강경 방법은 일반적인 마취하에서 전형적으로 수행되며, 하나 
이상의 흉부관이 이식편 문합으로부터 유출되는 어떠한 혈액도 배수시키고, 흉부관내 완전한 두께 절개부
의 형성에 의해 생성된 기흉을 감소시키는 수술후의 기간 동안 제자리에 남겨지도록 하는 것을 필요로 한
다.  더욱이, 이들 흉강경 관상 동맥 우회 방법 중의 일부는 환자가 심폐 회로상에 위치시켜져 환자의 심
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짐을 요구한다.  이들 흉강경 방법중의 나머지 일부는 심폐 회로 상에 환자를 
위치시키지 않고, 심장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서 사용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심폐 회로 및 심장을 
멎게 하지 않으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들 흉강경은 일시적으로 우회되도록 하는 관상 동맥의 일시적인 
죔 또는 결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심폐 회로/심장 멈춤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심지어 이들 흉강경 방
법은 우회되는 관상 동맥의 일시적인 죔 또는 폐색에 대한 요건 및 방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일무이하고, 상당히 위험하며, 난해한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관상 동맥 우회 외과술과 관
련된 다수의 결함, 및 그 밖의 일부 잠재적인 결함은 이들 최소 침입성 흉강경 방법과 관련될 수 있다.  

관상 동맥 폐색부를 실제로 우회하지 않고도 심근의 국소빈혈 영역으로의 혈류를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이미 기술된 또 다른 방법은 심근횡단 혈관 재생(TMR)으로 공지된 방법이다.  TMR 방법에서, 레
이저 프로브와 같은 조직 관통성 프로브는 국소빈혈 심근벽을 통해 좌심실의 실내로 다수의 완전 두께 관
통물을 형성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그런 후, 좌심실로부터 산화된 혈액은 상기 관통 도관을 통해 외부 
방향으로 흘러서 국소 빈혈 심근을 관류시킨다.  그러한 심근횡단 혈관 재생 방법의 예는 아이타(Aita) 
등의 미국특허 제 5,554,152호, 아이타 등의 제 5,380,316호, 및 린하레스(Linhares) 등의 제 5,125,926
호에 기술되어 있다.  

TMR 과정의 하나의 변화는 심장의 좌심실로부터 폐색된 관상 동맥으로 폐색부의 하류로 판막형성되고/거
나 내부에 스텐트화된 심근횡단 통로(예를 들어, 심장의 근육벽에 형성된 간질성 터널)의 형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변화된  TMR  과정은  윌크(Wilk)의  미국특허  제  5,287,861호,  제  5,409,019호,  및  제 
5,429,114호에 기술되어 있다.  

ii. 말초 혈관 질환

말초 혈관 질환은 말초 동맥내에 아테롬 동맥 경화성 플라크 및/또는 혈전성 물질의 증대에 의해 유발된
다.  대부분의 경우, 하지의 동맥이 말초 혈관 질환에 의해 폐색된 경우, 간헐성 파행으로 공지된 현상이 
일어난다.  간헐성 파행은 진력(즉, 걷기 또는 뛰기)하는 동안 다리에서의 고통 발생 및 진행성 허약에 
의해 특성화된다.  

말초 혈관 질환의 치료에 대한 전형적인 외과적 접근법은, 특히, 간헐적인 파행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서, 손상된 동맥을 수술로 드러내어 관형 우회 이식편(예를 들어, 엮어진 폴리에스테르 또는 확장된 폴리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ePTFE)으로 형성된 관)을 손상된 동맥에 문합시켜서 이식편의 한쪽 끝 부분이 폐색
부에 상류에 부착되고, 이식편의 다른 끝 부분이 폐색부에 하류에 부착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
맥혈은 관형 우회 이식편을 통해 동맥 폐색부 주위로 흘러서, 회복되는 혈액이 폐색부에 하류로 동맥의 
일부로 유출된다.  

하지의 말초 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전통적인 동맥 우회 이식편에 대한 하나의 대안은 동일반응계내 
정맥 우회로 공지된 방법이다.  이들 동일반응계내 정맥 우회 방법은 다리에 둘 이상의 개방 절개부를 형
성시켜 손상된 동맥을 폐색부의 상류 및 하류 부위에 노출시킴으로써 수행되는 것이 전형적이다.  그런 
후, 손상된 동맥에 일반적으로 평행하게 다리를 통해 확장되는 말초 정맥은 기구를 정맥내로 삽입시킴으
로써 준비되어 정맥내에 위치한 정맥판을 용해시키거나 분해시킨다.  그 후에, 정맥으로부터 연장된 어떠
한 곁가지도 색전화에 의해 절단되거나 결찰되거나 차단된다.  이어서, 제조된 정맥은 동맥 폐색부의 위 
및 아래 부위에서 절개되고, 절개된 정맥끝은 폐색부의 상류 및 하류 부위에서 동맥과 접촉되도록 위치시
켜지고, 이에 직접 봉합된다.  이와 같이, 동맥 혈류는 정맥의 제조된 세그멘트가 동맥 폐색부 주위에서 
우회 도관으로 작용하도록 정맥의 제조된 세그멘트를 통해 흐르게 된다.  현재의 동일반응계내 정맥 우회 
방법의 예는 문헌[White,  R.A.  및 Fogarty,  T.J.,  Periperal  Endovascular  Interventions,  Pgs., 166-
169, Mosby ＆ Co. (1996)]에 기술되어 있다.  

iii. 동맥을 통한 흐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외상 및 그 밖의 질환

신체의 다양한 동맥은 외상(예를 들어, 열상, 압좌 상해, 둔기로 인한 복부 외상)에 의해 손상될 수 있거
나, 혈관외 질환 진행(예를 들어, 근접한 종양의 증식 및 내생)에 의해 손상되거나 압박이 가해질 수 있
다.  그러한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해 손상된 동맥의 치료에 대한 전형적인 외과적 접근법은 수술로 노출시
켜서 동맥의 손상된 세그멘트를 유도한 후, a) 동맥의 손상된 단편을 절단하여 재연결하거나 b) 우회하여 
동맥의 손상된 단편을 통해 또는 주위로 동맥혈류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많은 이와 같은 경우에, 상해 
또는 질환에 의해 손상된 동맥의 단편이 매우 커서 손상된 단편의 단순한 절제, 제거, 및 동맥의 근접한 
절단된 양끝의 말단 대 말단 문합의 전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절제 및 말단 대 말단 문합이 유용한 
선택이 아닌 그러한 경우에, 관형 우회 이식편(예를 들어, 엮어진 폴리에스테르, 또는 ePTFE의 형성된 관
형 이식편)을 손상된 단편에 부착시켜 동맥의 손상된 단편을 우회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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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된 다수의 외과적인 방법이 전통적인 외과적인 접근법과 관련된 침입성 및 위험이 완화된 비교적 최
근의 진행사항을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폐색되거나, 손상되거나 질병에 걸린 동맥의 세그멘트를 우회하기 
위해서 새로우면서 안전하며, 믿음이 가는 최소 침입성 및/또는 트랜스루미날(transluminal) 방법의 개발
을 위한 기술에 대한 요건은 여전히 남아있다.  

B. 그 밖의 혈관외 외과적/개입 방법과 관련된 배경 기술

많은 형태의 외과적 및 중재성 과정은 신체의 기관, 조직 또는 체강에서 이미 형성되었다.  통상적으로, 
그러한 기관, 조직 또는 체강에 대한 침입은 체내에서 손상된 기관, 조직 또는 체강이 외과적으로 노출되
는 하나 이상의 개방 외과 절제부의 형성을 통해 달성된다.  

최근에, 하나 이상의 내시경이 손상된 기관, 조직 또는 체강을 조망하는데 사용되는 '최소 침입성' 외과
적 기술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여기에서 수술 기구 또는 그 밖의 장치는 체내
로 삽입되어 상대적으로 작은 '최소 접근'(예를 들어, 3cm 미만) 절제부를 통해 바람직한 외과적 또는 중
재성 과정을 달성한다.  

이들 내시경의 '최소 침입' 외과 과정의 도래가 외과적 절제부 크기를 최소화시키는 한에 있어서는 통상
의 개방 외과 기술에 대해서 유리하여, 수술 후에 불쾌감이 덜 들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내
시경 과정은 수술 내시경(들) 및 기구(들)를 위치시키는 개방 영역을 제공하기 위해 투명한 액체로 충전
되거나 기체로 취입될 수 있는 침입성 신체 관강 또는 체강내 과정에 종종 제한된다.  

가장 현대적인 '최소 침입' 외과적 및 중재성 과정과 관련된 제한의 관점에서 볼 때, 종양, 기관, 조직 
및 그 밖의 체내 혈관외 부위에 접근하여 체내 어떠한 개방 외과적 절제부 형성을 위한 요건 없이 외과적 
및/또는 중재성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신규한 방법 및 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요건이 남아있
다.  

발명의 요약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다양한 형태의 의학적인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도관으로 포유류 체내의 혈관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신체 전체에 걸쳐있는 도관의 광범위한 분포로 인해, 혈관계는 직
접 절제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선택된 치료 부위에 도달하도록 장치가 조종될 수 있는 하이웨
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특정한 방법은 a) 혈관 재생 방법, 및 b) 체내 혈관외 부위에서 다양한 형태
의 의학적인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혈관 재생 방법은 일반적으로 혈관 사이에 있는 하나 이상의 혈관외 통로의 형성, 동일한 혈관
상에서 상이한 부위, 또는 혈관 및 또 다른 혈관 함유 해부 구조(예를 들어, 심장의 심실)을 포함하며, 
결과적으로 혈액이 상기 통로(들)를 통해 흐를 것이다.  본 발명의 다수 적용 분야에서, 산화된 혈액(즉, 
pO2가 50 이상인 혈액)이 조직의 관류를 제공하거나 증대시킬 목적을 위해 혈관외 통로(들)를 통해 운반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발명의 혈관 재생 방법에 따라서 형성된 혈관외 통로는 포유류 체내에서 
개방 외과적 절제부의 형성을 피하는 피부를 통한 트랜스루미날 접근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
의 이들 혈관 재생 방법은 말초 혈관 및/또는 관상 혈관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혈관 재생 방법에 따르면, 동맥의 단편내 폐색, 손상 또는 질환의 존재로 인해 혈액이 박탈된 
조직으로 동맥 혈류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 과정이 제공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일반적으로 혈관을 통
해 혈액이 박탈된 조직을 관류시키기 위해서, 동맥혈을 함유하는 해부학적인 도관(예를 들어, 좌심장의 
동맥 또는 실), 및 혈액이 박탈된 조직을 관류시킬 혈관 사이에 존재하는 혈관외 통로를 먼저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동맥혈은 혈관외 혈류 통로를 통해 혈관으로 통과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일
부 적용시에, 제 1 혈류 통로는 동맥과 인접 정맥 사이에서 형성될 것이며, 이로 인해, 혈액이 동맥으로
부터 인접 정맥으로 흐르고, 계속해서, 정맥을 통해 반대 방향으로 통과되어 정맥 맥관구조를 통해 조직
을 역관류시킬 것이다.  또한, 제 2 혈류 통로는 폐색, 손상 또는 질환이 점거한 동맥과 정맥 사이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정맥으로 유입된 동맥혈이 폐색, 손상 또는 질환으로 손상된 동맥의 단편의 
하류로 동맥으로 재유입될 것이고, 이에 의해 폐색, 손상 또는 질환으로 손상된 세그멘트가 점거한 내생 
동맥을 통해 혈액이 박탈된 조직이 관류된다.  

본 발명의 방법은 혈관으로부터 또 따른 체내 부위(예를 들어, 혈관, 기관, 체강, 종양 등)로 하나 이상
의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키고, 계속해서, 선택된 체내 부위에서 원하는 의료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혈관
외 통로를 통해 물질 또는 장치를 통과시키는 단계를 대체적으로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방법에 따르면, 혈관으로 삽입될 수 있으며, 카테테르 장치가 표적 부위로 삽입되는 
혈관으로부터 연장되는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장치가 제공된다.  표적 부위는 a) 
또 다른 혈관, b) 해부학적 구조를 함유하는 또 다른 혈액(예를 들어, 심장의 실), c) 동일한 혈관상에서
의 또 다른 부위, 또는 d) 혈관외 부위(예를 들어, 기관, 종양, 체강 등)일 수 있다.  이러한 카테테르 
장치에 의해 형성된 혈관외 통로는 앞서 요약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통로 형성 카테테르 장치는 카테테르가 위치한 혈관 벽을 통해 통로를 형성하기 위해, 통
로 연장이 요망되는 혈관과 표적 부위(예를 들어, 다른 혈관, 해부 구조, 혈관외 부위, 또는 동일한 혈관
상에서 다른 부위) 사이에 위치한 그 밖의 어떠한 조직을 통해 카테테르 몸체로부터 통과될 수 있는 요소
(예를 들어, 부재, 장치 또는 에너지 흐름)를 통과시킬 수 있는 조직을 갖는 기다란 가요성 카테테르를 
포함한다.  조직 관통 요소는 중공 및/또는 고형 니들, 투관침 팁의 니들(둘러싸는 유연한 집의 존재 또
는 부재), 레이저 빔, 레이저 방사 부재, 전기뜸 프로브, 고온 팁의 프로브, 회전하는 조직 관통 장치 또
는 초음파 절제 프로브에 반드시 국한될 필요는 없으나 이들을 포함하여, 안정한 형태의 조직 관통 부재, 
장치 또는 에너지 흐름을 포함할 수 있다.  임의로, 카테테르 장치에는 흡입 관강, 팽창 가능한 벌룬(들) 
또는 혈관으로부터 선택된 표적 부위로 조직 관통 요소(예를 들어, 부재, 장치, 에너지의 흐름)의 통과를 
용이하게 하거나 이를 돕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  밖의  구조적 부속물 또는 장치가 장착될 수  있다.   
또한, 임의로, 카테테르 장치의 조직 관통 요소는 가이드 와이어 및 조직 관통 요소에 의해 형성된 혈관
외 통로를 통해 가이드 와이어를 통과시키기 위한 그 밖의 수단을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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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방법에 따르면, 앞서의 특성을 지닌 통로 형성 카테테르 장치는 혈관외 통로가 의도된 
부위에서 형성되도록 하는 조직 관통 요소를 배향시키기 위한 하나 이상의 장치와 합체될 수 있다.  이러
한 배향 장치는 통로 형성 카테테르에 고정되거나 합체될 수 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상기 배향 장치
는 어떠한 바람직한 체내 및/또는 체외 부위로부터 통로 형성 카테테르와는 다르게 형성되어 카테테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배향 장치는 체외 또는 체내 초음파 장치, 체내 또는 체외 방사선 촬영 장치, 자
기 공명 영상화 장치, 단층 촬영 장치, 유도 코일, 전자기 장치, 및 방사선 촬영, 음파, 초음파, 사진, 
MRI, 또는 그 밖의 수단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카테테르 함유된 마커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
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능동 및/또는 피동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더욱 또 다른 방법에 따르면, 본 발명에 의해 형성되는 혈관외 통로(들)의 용적을 줄이거나, 
정렬시키거나, 스텐팅시키거나 장축으로 압축하고/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변화시키는 통로 변화 장
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 및 장점은 본 발명의 특정의 바람직한 구체예 및 예가 상술되는 하기된 바람직한 
구체예의 상세한 설명을 읽을 때 당업자에게 자명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관상 동맥 및 그 위의 정맥의 전형적인 부위를 도시하는 사람 심장의 전방 투시도이다.  

도 1b는 동맥 및 정맥의 전형적인 위치를 도시하는 사람 심장의 후방 투시도이다.  

도 1c는 도 1a의 단편(1c)내의 인접 관상 동맥 및 관상 정맥을 통해서 본 세로 단면도이며, 여기에서 혈
류 통로는 관상 동맥내에 위치한 폐색부를 우회하도록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되었다.  

도 1d는 도 1c의 라인(1d)-(1d)를 통해서 본 횡단면도이다.  

도 1e는 x-선에 기초하여 가시화된, 사람 심장의 특정 관상 동맥 및 관상 정맥에 의해서 정의되는 해부 
경계인 브로우크-모스체아우(Brouck-Mosche며)의 삼각형을 도시하는 다이아그램이다.  

도 1f는 혈관외 간질성 통로가 혈관상의 제 1 부위로부터 동일 혈관계상 제 2 부위로 (폐색부의 하류로) 
형성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혈관 재생 방법을 도시하는 투시도이다.  

도 1f'는 본 발명의 혈관 재생 방법을 완전하게 적용하여 폐색부 주위로 우회 통로를 형성시킨, 도 1f에
서 도시한 혈관의 투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서, 체내의 혈관외 부위에서 의료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혈관 횡단 방법의 개략적
인 설명을 채택하는 신체의 투시도이다.  

도 2a는 조직 관통 요소가 통로 형성 카테테르로부터 표적 조직으로 통과되는 방식을 도시하는, 도 2의 
표적 조직을 확대한 투시도이다.  

도 2a'는 혈관외 통로를 통해 진행되고/거나 혈관외 통로로부터 표적 조직으로 교체된 침입 도관을 도시
하는 도 2의 표적 조직의 확대도이다.  

도 2b는 표적 영역내로/으로부터 물질의 반복적인 주입/회수 또는 표적 영역내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
한 피하 주사 포트를 갖는 샘플링 캐뉼러/내재 전달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2c는 표적 영역으로 장치의 일시적인 배치, 표적 영역내 상태의 모니터링 또는 표적 영역내로/으로부
터 물질의 주입/회수를 위한 혈관외 통로를 통해 삽입된 카테테르를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2d는 본 발명의 혈관외 통로를 이용하는 영구히 위치한 장치(예를 들어, 체액 배액 션트)를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2e는 샘플링, 침입, 모니터링, 또는 관형 해부 통로내에서의 외과적 또는 중재성 과정의 수행을 목적
으로 본 발명의 혈관외 통로를 통해 또 다른 관형 해부 통로의 관강내로 삽입된 카테테르를 도시하는 개
략도이다.  

도 2f는 본 발명에 따라서, 혈관외 미소수술을 수행하기 위한 혈관 횡단 과정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3a는 본 발명에 따라서 형성된 변화되지 않은 혈류 통로를 도시하는 장축 횡단면도이다.  

도 3b는 본 발명에 따라서 형성된 내부 정렬된 혈류 통로를 도시하는 장축 횡단면도이다.  

도 3c는 본 발명에 따라서 형성된 장축으로 압축된 혈류 통로를 도시하는 장축 횡단면도이다.  

도 3d는 혈류 통로내에 위치한 비돌출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이식편을 갖는 본 발명의 혈류 통로를 도
시하는 장축 횡단면도이다.  

도 3d'는 도 2d에 따른 본 발명의 혈류 통로내에 위치할 수 있는 비돌출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이식편
으로 통합될 수 있는 임의의 플랜지 및/또는 임의의 돌출부를 도시하는 투시도이다.  

도 3e는 혈류 통로에 위치한 반돌출 또는 돌출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이식편의 제 1 구체예를 갖는, 본 
발명의 혈류 통로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3f는 혈류 통로내에 위치한 돌출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이식편의 제 2 구체예를 갖는, 본 발명의 제 
1 및 제 2 혈류 통로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4a는 본 발명에 따라서 동정맥 혈류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한 제 1 접근법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4b는 본 발명에 따라서 동정맥 혈류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한 제 2 접근법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4c는 본 발명에 따라서 동정맥 혈류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한 제 3 접근법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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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d는 본 발명에 따라서 동정맥 혈류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한 제 4 접근법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4e는 본 발명에 따라서 동정맥 혈류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한 제 5 접근법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5a는 본 발명에 따라서 동정맥 혈류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해 조직 관통 요소를 배향, 조절 및 유도하
기 위한 제 1 수단을 도해하는, 두 인접 혈관의 세로 단면도이다.  

도 5b는 본 발명에 따라서 동정맥 혈류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해 조직 관통 요소를 배향, 조절 및 유도하
기 위한 제 2 수단을 도해하는, 인접 동맥 및 정맥의 장축 횡단면도이다.  

도 5c는 본 발명에 따라서 동정맥 혈류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해 조직 관통 요소를 배향, 조정 및 유도하
기 위한 제 3 수단을 도해하는, 인접 동맥 및 정맥의 장축 횡단면도이다.  

도 5d는 본 발명에 따라서 동정맥 혈류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해 조직 관통 요소를 배향, 조정 및 유도하
기 위한 제 4 수단을 도해하는, 인접 동맥 및 정맥의 장축 횡단면도이다.  

도 5e는 본 발명에 따라서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해 조직 관통 요소를 배향, 조정 및 유도하는 피
동의 방사선 사진술로 가시화할 수 있는 마커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5e'는 도 5e에 따라서 이용될 수 있는 제 1 형태의 방사선 사진 마커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5e''는 도 5e에 따라서 이용될 수 있는 제 2 형태의 방사선 사진 마커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5e'''는 도 5e에 따라서 이용될 수 있는 제 3 형태의 방사선 사진 마커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5f는 본 발명에 따라서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해 조직 관통 요소를 겨누고, 정렬하고/거나 가이
드하도록 초음파로 가시화할 수 있는 마커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5f'는 도 5f에 도시한 초음파로 가시화할 수 있는 마커를 도시하는 투시도이다.  

도 5g는 본 발명에 따라서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해 조직 관통 요소를 배향, 조정 및 유도하도록 
자기 공명 영상화(MRI)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5g'는 본 발명에 따라서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해 조직 관통 요소의 배향, 조정 및/또는 유도를 
용이하게 하도록 자기 공명 영상화(MRI)에 의해 가시화할 수 있는 마커의 제 1 구체예를 도시하는 투시도
이다.  

도 5g''는 본 발명에 따라서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해 조직 관통 요소의 배향, 조정 및/또는 유도
를 용이하게 하도록 자기 공명 영상화(MRI)에 의해 가시화할 수 있는 마커의 제 2 구체예를 도시하는 투
시도이다.  

도 5h는 본 발명에 따라서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해 조직 관통 요소의 배향, 조정 및/또는 유도를 
용이하게 하는 도플러 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5i는 본 발명에 따라서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해 조직 관통 요소의 배향, 조정 및/또는 유도를 
용이하게 하는 압력 민감 장치를 위한 수단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5j는 본 발명에 따라서 동정맥 혈류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해 조직 관통 요소를 배향, 조정 및/또는 유
도하기 위한 송신 및 수신 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5k는 본 발명에 따라서 동정맥 혈류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해 조직 관통 요소를 배향, 조정 및/또는 유
도하기 위한 송신 및 유도 코일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5l은 본 발명에 따라서 동정맥 혈류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해 조직 관통 요소를 배향, 조정 및/또는 유
도하는 자기 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6a는 본 발명의 혈관 횡단 조직 관통 카테테르 부분을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며, 카테테르로부터 조
직 관통 요소를 배출시키기 위한 제 1 수단을 도시하고 있다.  

도 6b는 본 발명의 혈관 횡단 조직 관통 카테테르 부분을 도시하는 장축 횡단면도이며, 카테테르로부터 
조직 관통 요소를 배출시키기 위한 제 2 수단을 도시하고 있다.  

도 6c는 본 발명의 혈관 횡단 조직 관통 카테테르 부분을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며, 카테테르로부터 조
직 관통 요소를 배출시키기 위한 제 3 수단을 도시하고 있다.  

도 6d는 본 발명의 혈관 횡단 조직 관통 카테테르 부분을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며, 카테테르로부터 조
직 관통 요소를 배출시키기 위한 제 4 수단을 도시하고 있다.  

도 6d'는 도 6d에 도시한 카테테르 장치의 원위 말단을 도시하는 투시도이다.  

도 6e는 본 발명의 혈관 횡단 조직 관통 카테테르 부분을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며, 카테테르로부터 조
직 관통 요소를 배출시키기 위한 제 5 수단을 도시하고 있다.  

도 6f는 본 발명의 혈관 횡단 조직 관통 카테테르 부분을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며, 카테테르로부터 조
직 관통 요소를 배출시키기 위한 제 6 수단을 도시하고 있다.  

도 6g는 본 발명의 혈관 횡단 조직 관통 카테테르 부분을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며, 카테테르로부터 조
직 관통 요소를 배출시키기 위한 제 7 수단을 도시하고 있다.  

도 6h는 본 발명의 혈관 횡단 조직 관통 카테테르 부분을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며, 카테테르로부터 조
직 관통 요소를 배출시키기 위한 제 8 수단을 도시하고 있다.  

도 6i는 본 발명의 혈관 횡단 조직 관통 카테테르 부분을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며, 카테테르로부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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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관통 요소를 배출시키기 위한 제 9 수단을 도시하고 있다.  

도 7a는 본 발명에 따른 조직 관통 요소의 제 1 구체예의 원위 부분을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다.  

도 7a'는 도 7a의 라인 7a'-7a'을 도시하는 횡단면도이다.  

도 7b는 본 발명에 따른 조직 관통 요소의 제 2 구체예의 원위 부분을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다.  

도 7c는 본 발명에 따른 조직 관통 요소의 제 3 구체예의 말단 부분을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다.  

도 7d는 본 발명에 따른 조직 관통 요소의 제 4 구체예의 원위 부분을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다.  

도 7d'는 도 7d의 라인 7d'-7d'을 도시하는 횡단면도이다.  

도 7e는 본 발명에 따른 조직 관통 요소의 제 5 구체예의 원위 부분을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다.  

도 7e'는 도 7e의 라인 7e'-7e'을 도시하는 횡단면도이다.  

도 7e''는 도 7e에 도시한 장치의 또 다른 구체예를 도시하는 횡단면도이며, 그 내부에 고형 탐침이 장착
된 중공 관을 포함한다.  

도 7f는 본 발명에 따른 조직 관통 요소의 제 6 구체예의 원위 부분을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다.  

도 7f'는 도 7f에 도시한 조직 관통 요소 부분을 형성시키는 투관침, 기다란 부재를 도시하는 
투시도이다.  

도 7g는 본 발명에 따른 조직 관통 요소의 제 7 구체예의 원위 부분을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다.  

도 7h는 본 발명에 따른 조직 관통 요소의 제 8 구체예의 윈위부를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다.  

도 7i는 본 발명에 따른 조직 관통 요소의 제 9 구체예의 원위 부분을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다.  

도 7j는 본 발명에 따른 조직 관통 요소의 제 10 구체예의 원위 부분을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다.  

도 7k는 본 발명에 따른 조직 관통 요소의 제 11 구체예의 원위 부분을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다.  

도 7l은 본 발명에 따른 조직 관통 요소의 제 12 구체예의 원위 부분을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다.  

도 7m은 본 발명에 따른 조직 관통 요소의 제 13 구체예의 원위 부분을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다.  

도 8a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간질성 통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장치의 제 1 구체예를 도시하는 세로 단
면도이다.  

도 8b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간질성 통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장치의 제 2 구체예를 도시하는 세로 단
면도이다.  

도 8c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간질성 통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장치의 제 3 구체예를 도시하는 세로 단
면도이다.  

도 8d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간질성 통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장치의 제 4 구체예를 도시하는 세로 단
면도이다.  

도 8e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간질성 통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장치의 제 5 구체예를 도시하는 세로 단
면도이다.  

도 8f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간질성 통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장치의 제 6 구체예를 도시하는 세로 단
면도이다.  

도 8g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간질성 통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장치의 제 7 구체예를 도시하는 세로 단
면도이다.  

도 8h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간질성 통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장치의 제 8 구체예를 도시하는 부분 절
단된 측면도이다.  

도 8h'는 도 8h에 도시된 구체예의 에너지 방출 변화량을 도시하는 부분 절단된 측면도이다.  

도 8h''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동맥 혈류 통로를 변화시키는데 사용되는 도 8h의 장치를 도시하는 정
면도이다.  

도 9a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동정맥 통로를 장축으로 압축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장치의 제 1 구체
예를 도시하는 정면도이다.  

도 9a'는 도 9a에 도시한 장치의 분해 투시도이다.  

도 9b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동정맥 통로를 장축으로 압축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장치의 제 2 구체
예를 도시하는 정면도이다.  

도 9b'는 전달 카테테르내에 고정된 도 9b 장치의 부분 세로 단면도이다.  

도 9b''는 전달 카테테르로부터 부분적으로 배출된 도 9b 장치를 도시하는 투시도이다.  

도 9b'''는 전달 카테테르로부터 완전하게 배출된 도 9b 장치를 도시하는 투시도이다.  

도 9c는 본 발명에 따른 동정맥 혈류 통로를 장축으로 압축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장치의 제 3 구체예
를 도시하는 정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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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d는 본 발명에 따른 동정맥 혈류 통로를 장축으로 압축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장치의 제 4 구체예
를 도시하는 정면도이다.  

도 9e는 본 발명에 따른 동정맥 혈류 통로를 장축으로 압축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장치의 제 5 구체예
를 도시하는 정면도이다.  

도 9f는 본 발명에 따른 동정맥 혈류 통로를 장축으로 압축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장치의 제 6 구체예
를 도시하는 정면도이다.  

도 9f'는 전달 카테테르내에 고정된 도 9f 장치의 부분 세로 단면도이다.  

도 9f''는 전달 카테테르내에 고정된 도 9f 장치의 투시도이다.  

도 9f'''는 전달 카테테르로부터 부분적으로 전개된 도 9f 장치의 세로 단면도이다.  

도 9f''''는 전달 카테테르로부터 완전하게 전개된 도 9f 장치의 횡단면도이다.  

도 10a는 본 발명의 혈관 횡단 조직 관통 카테테르 장치의 제 1 구체예를 도시하는 투시도이다.  

도 10b는 도 10의 라인 10b-10b의 세로 단면도이다.  

도 10c는 도 10a의 라인 10c의 세로 단면도이다.  

도 10d는 도 10a의 라인 10d-10d의 횡단면도이다.  

도 10c'는 본 발명의 혈관 횡단 조직 관통 카테테르의 어떠한 구체예로도 합체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
는 임의의 가이드 와이어/집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10c''는 카테테르 장치의 조직 관통 요소가 조직을 통해 관통하는 도 10c' 장치를 도시하는 개략도이
다.  

도 10c'''은 조직 관통 요소가 조직을 통해 혈관 관강 또는 개방 공동으로 통과된 후에 도 10c의 장치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11a는 본 발명의 혈관 횡단 조직 관통 카테테르 장치의 제 2 구체예의 핸드피이스 성분을 도시하는 세
로 단면도이다.  

도 11b는 본 발명의 혈관 횡단 조직 관통 카테테르 장치의 제 2 구체예의 원위 부분을 도시하는 부분 세
로 단면도이다.  

도 11c는 조직 관통 과정의 제 1 스테이지 동안 도 11b의 장치를 도시하는 세로 단면도이다.  

도 11d는 도 11c의 단편(11d)의 확대된 세로 단면도이다.  

바람직한 구체예의 상세한 설명

언급되는 이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은 단지 본 발명의 특정 바람직한 구체예를 기술하고자 제공되며, 어
떠한 식으로든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의도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하 설명한 상세한 설명 및 예
들은 본 발명이 이용되거나 실시될 수 있는 특정한 방식의 단순한 예 또는 설명으로만 제공되어진다는 것
이 인지되어야한다.  이들 예 및 설명은 본 발명의 모든 가능한 구체예 및 예의 철저한 설명을 제공하도
록 의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적용분야가 아닌 일부 적용 분야를 설
명하고자 의도된다.  

A. 본 발명의 방법

i. 혈관 재생 방법

일반적으로 설명하자면, 본 발명의 혈관 재생 방법은 혈액이 하나 이상의 혈관으로부터 혈관으로 유출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통로(들)(10)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통로를 통해 유
출되는 혈액의 pO2는 약 50 이상이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일부 경우에, 혈관외 통로(10)는 동맥의 폐색되거나, 손상되거나 질병에 걸린 세그멘트를 우회하기 위해
서 사용될 것이다.  본 발명의 일부 구체예에서, 단지 일차 혈류 통로(예를 들어, 동맥으로부터 폐색부의 
상류방향으로의 통로)는 폐색되거나, 손상되거나 질병에 걸린 동맥(또는 또 다른 비손상된 동맥 또는 심
장의 실과 같은 혈액이 충만한 체내 구조) 사이에서 형성되고, 이로 인해 동맥혈을 허용하는 정맥이 이어
서 정맥을 통해 역방향으로 유출되어, 정맥 맥관구조를 통해 조직이 역관류된다.  본 발명이 그 밖의 구
체예에서, 하나 이상의 이차 혈류 통로가 폐색된 동맥 및 정맥 사이에서 폐색부의 하류로 또한 형성되고, 
그 결과 일차 혈류 통로(들)를 통해 정맥의 관강으로 유입된 동맥혈이 동맥의 관강에 폐색부의 하류로 연
속적으로 유입되거나 재유입되어 폐색된 동맥의 나머지 부분(예를 들어, 폐색되지 않은 부분)을 통해 조
직이 역관류된다.  

도 1a 및 1b에 제공된 해부도가 관상 맥관구조에 특이적이지만, 본 발명의 방법이 신체 전체의 혈관에 적
용될 수 있으며 반드시 폐색된 관상 동맥(대퇴부-오금 영역, 대동맥-장골 영역 등)의 치료에만 국한되지
는 않는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도면을 참조하여, 도 1a 및 1b는 관상 동맥이 관상 정맥과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인접한 사람 심장의 통상
적인 혈관의 상세화된 해부도를 제공한다.  도 1a, 1b 및 1e에 도시한 특정의 해부 구조는 하기와 같은 
부호 설명에 따라 표지된다: 

A …………………………………………………… 대동맥

AIV ……………………………………… 전혈관내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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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 관상 동맥

CV ……………………………………… 관상 정맥

CS ……………………………………… 관상 정맥동

CIR …………………………………… 동맥궁

IVC …………………………………… 하대정맥

LAD …………………………………… 좌전방하강동맥

SVC …………………………………… 상대정맥

PA ……………………………………… 폐동맥

PV ……………………………………… 폐정맥

TA ……………………………………… 외막

TM ……………………………………… 중막 

TI ……………………………………… 내막

GCV …………………………………… 대심장정맥

도 1c-1d는 본 발명의 특정의 적용을 도해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폐색부(OB)는 심장의 좌전방에 위치한 
관상 동맥내에 위치하고 있다.  도시한 바와 같이, 폐색된 관상 동맥(CA)은 관상 정맥(CV)과 인접하여 일
반적으로는 평행하게 위치한다.  제 1 혈류 통로(10a)는 동맥의 폐색부(OB)의 상류부에서 관상 동맥(CA)
과 인접 관상 정맥(CV) 사이에 형성된다.  또한, 도 1c을 보면, 임의의 제 2 혈류 통로(10b)는 폐색부
(OB)의 하류부에서 관상 정맥(CV)의 관강과 관상 동맥(CA)의 관강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이들 도
면을 보면, 임의의 색전화 부재(12a,12b)는 관상 정맥의 관강내에서 제 1 혈류 통로(10a)에 인접한 부위, 
및 임의의 제 2 혈류 통로(10b)의 원위 부위에 위치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들 임의의 색전화 부재
는 제 1 혈류 통로(10a), 이어서 인접 관상 정맥(CV)의 단편, 및 제 2 혈류 통로(10b)를 통해, 관상 동맥
(CA)으로 유입되는 동맥혈의 흐름을 가이드하는데 사용되어,  동맥혈이 폐색부(OB)의  하류로 관상 동맥
(CA)의 관강으로 재유입되도록 한다.  임의의 색전화 부재(12a, 12b)는 코일과 같은 흐름을 차단하거나 
방해하기에 충분한 장치중의 어느 한 형태 또는 조합된 형태 장치; 스텐트 또는 프레임으로 덮혀진 콜라
겐, 겔포움(상품명: Gelfoam) 또는 피브린, 분리가능한 벌룬, 밸브 구조 클립, 화스너 또는 플러그 등과 
같은 지혈 재료일 수 있다.  더욱이, 이들 부재에 할당된 작용은 결찰, 용접, 응고물, 또는 그 밖의 외과
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도  1d의  횡단면도에  도해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각  혈류  통로(10)는  본질적으로  (관상  동맥(CA)과 
같은) 동맥의 벽을 통해, (관상 정맥(CV)과 같은) 인접 정맥의 벽을 통해, 및 관상 동맥(CA)과 관상 정맥
(CV) 사이에 위치할 수 있는 어떠한 결합성 또는 막모양의 조직을 통해 연장되는 간질성 터널이다.  이와 
같이, 각 혈류 통로(10)는 관상 동맥(CA)의 관강과 관상 정맥(CV)의 관강간의 흐름 도관으로 작용한다.  

도 1e는 브로우크-모스체아우(Brouck-Mosche며)의 삼각형으로 공지된 관상 맥관구조의 일부를 도시하는 
다아아그램이다.  브로우크-모스체아우의 삼각형은 도시한 바와 같이, 좌전방 하행 관상 동맥(LAD), 전혈
관내정맥(AIV) 및 대심장정맥(GCV)에 의해 정의된다.  아테롬 동맥 경화성 플라크의 증대로 인해 유발되
는 폐색부는 좌전방하강동맥(LAD) 및/또는 동맥궁(CIR)의 인접부에서 종종 발견된다.  본 발명의 혈관 재
생 방법은 브로우크-모스체아우의 삼각형을 둘러싸는 동맥과 정맥 사이에 적합한 혈류 통로(10)를 형성시
킴으로써 좌전방하강동맥(LAD) 및/또는 동맥궁(CIR)의 그러한 폐색증을 치료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폐색부가 좌전방하강동맥(LAD)의 인접부에 존재하면, 제 1 혈류 통로(10a)는 폐색부의 하류 위
치에서 대심장정맥(GCV)과 동맥궁(CIR) 사이에서 형성되고, 제 2 혈류 통로(10b)는 좌전방하강동맥(LAD)
과 전혈관내정맥(AIV) 사이에서 형성될 수 있다.  동맥궁(CIR)으로부터 동맥혈이 폐색부의 하류부에서 순
차적으로 제 1 혈류 통로(10a), 대심장정맥(GCV), 전혈관내정맥(AIV)을 통해 좌전방하강동맥(LAD)으로 흐
르게 하기위해 관강 차단 부재(12)는 제 1 혈류 통로(10a)에 인접한 대심장정맥(GCV)내에 위치하고/거나 
제 2 혈류 통로(10b)의 말초부인 전혈관내정맥(AIV)내에 위치할 수 있다.  또한, 폐색부가 동맥궁내에 존
재하는 경우에, 제 1 혈류 통로(10a) 및 제 2 혈류 통로(10b)가 역전되어 좌전방하강동맥(LAD)을 통해 흐
르는 혈액이 폐색부의 하류에서 순차적으로 전혈관내정맥(AIV), 대심장정맥(GCV)을 통해 동맥궁(CIR)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이들 예들에 따르면, 본 발명의 혈관 재생 방법은 동맥으로부터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공급원(예를 들어, 좌심실)로부터 동맥혈을 수득하고, 수득된 동맥혈을 또 다른 동맥으로 통과시키는 방
식에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될 것이다.  더욱이, 본 발명의 혈관 재생 방법에 따르면, 제 2 혈류 
통로(10b)가 적어도 일부 경우에 있어 제거되고, 동맥혈이 전혈관내정맥(AIV) 또는 대심장정맥(GCV)을 통
한 재관류에 의해 심근의 혈액 박탈 영역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될 것이다.  

본 발명의 혈관 재생 방법의 어떠한 적용예에서, 혈관외 통로(10)는 동일한 혈관상에서 제 1 영역으로부
터 제 2 영역으로 확장되는 간질 통로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f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에 폐색 OB를 
지닌 혈관 BV는 본 발명의 통로형성 카테테르(100)를 사용함으로써 통과하여, 조직 관통 요소(102)가 혈
관 상류 폐색 벽을 통해 통과하며, 인접한 조직을 통해 통과하고, 이어서, 혈관 하류 폐색벽을 통해 통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도 1f'에 도시된 간질통로(10)는 혈관 BV내의 폐색부(OB) 둘레에 통과도관을 형
성한다. 

ii. 혈관외 영역에서의 수술 또는 조정 과정을 수행하는 방법

상기된 혈관 재생 방법에 추가하여, 본 발명은 또한 신체내의 혈관외 영역에서 다양한 수술 또는 조정과
정을 수행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이러한 방법은 혈관으로부터의 혈관외 부위(예, 기관, 조직, 
또는 체강등)로의 하나 이상의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키고, 하나 이상의 과정 수행 장치를 혈관외 통로를 
통해 통과시켜 혈관외 부위에서 요구되는 수술 또는 조정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성취된다.  본 발명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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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수술 또는 조정의 유형은 다음을 포함한다:

치료물질의 전달

·유동성 약물의 전달,

·삽입 가능한 약물전달장치(예, 미소구체등)의 삽입,

·의료용 치료액의 전달,

·약물을 투여하는 액세스 카테테르의 삽입,

·유전물질, 세포,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성 벡터의 이식.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장치 배치

·자극기(전기적 또는 물리적)의 삽입,

·센서의 삽입,

·전극의 삽입,

·송신기, 수신기 또는 트랜스폰더의 삽입,

·지지부재(예, 스텐트(stent))의 삽입,

·마커(방사선사진술로 볼 수 있는 마커) 또는 용액의 주입.

조직 절제, 적출 또는 제거

·조직 제거 또는 파괴

·조직(예, 신경 및 섬유조직)의 절단 및 횡단,

·종양 또는 질환조직등의 절제 및 제거

·개존성,  유동성,  형태,  또는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내생성  조직의  팽창,  스트레칭  또는  그  밖의 
변화.

샘플링 적용

·조직의 샘플링(예, 생검),

·고체물질의 샘플링(예, 결석, 또는 통풍결절등).

·흐를 수 있는 물질(예를 들어, 생체액)의 샘플링.  

모니터링 적용

·목적 부위에서 측정할 수 있는 혈압, pH, 온도, 산소 포화도, 용존가스의 부분압, ECG, EEG, 유발전위 
또는 그 밖의 변수 측정.

도 2-2f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어떠한 특정의 조정 및/또는 수술과정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통로 형성 카테테르 장치(100)가 혈관(예, 대퇴부 정
맥)내로 피부통과 방법으로 삽입되고 대정맥, 내경정맥 및 대뇌정맥을 통해 세포외 표적부위(예, 뇌의 공
동)에 인접한 요구되는 부위로 삽입되는 사람 신체를 예시하는 도면이다.  그 후에, 조직 관통 요소(10
2)는 카테테르(100)로부터 카테테르(100)의 원위 부분이 위치하는 대뇌의 혈관 벽을 통해 통과하고, 조직 
관통 요소는 인접한 뇌 조직을 통해 뇌의 내부에 있는 혈관외 표적부위 T로 이동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혈관외 통로(10)가 뇌의 혈관으로부터 혈관외 표적 부위 T까지 형성된다.  요구되는 경우, 조직 관통 요
소(102)에 의해 초기 형성되는 통로(10)는 도 8a-8h에 도시되어 있으며 이하 상세히 설명되는 통로 변형 
장치 및 방법에 따라 탈거대화, 확장 또는 변화될 수 있다.  

도  2a는  통로  형성  카테테르  장치(100)가  삽입되는  표적부위  T  및  인접한  혈관  BV의  확대도이다.   
초기에, 통로 형성 카테테르 장치(100)의 조직 관통 요소(102)가 혈관 BV의 벽을 통해 카테테르(100)로부
터 전진해 나오고, 혈관 BV와 표적 부위 T 사이에 위치하는 조직을 통해 전진해 나온다.  이러한 적용에
서 사용되는 조직 관통 요소(102)는 바람직하게는 관강을 포함하여, 이를 통해서 제 2 가이드 와이어(GW

2)가 표적부위 T내로 전진될 수 있다.  그 후에, 조직 관통 요소(102)는 회수되고 통로형성 카테테르(10

0)와 함께 제거되어, 제 2 가이드 와이어(GW2)가 그 위치에 남는다.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세스 캐뉼러(103)는 선-위치된 제 2 가이드 와이어(GW2)를 따라 전진하여, 

캐뉼러(103)가 맥관 구조체, 및 조직 관통 요소(102)에 의해 형성된 혈관외 통로(10)를 통해 연장되고, 
표적부위 T내로 연장된다.  이러한 액세스 캐뉼러는 상기된 혈관외 부위에서의 수술 또는 조정과정을 수
행하는 방법에 따른 약물 유도 도관, 장치의 삽입, 샘플링, 모니터링, 수술장치의 배치 또는  그 밖의 적
용에 사용될 수 있다. 

도 2b-2f는 본 발명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혈관외 수술 또는 조정과정의 특정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b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피하 포트(port) 장치(105)는 액세스 캐뉼러(103)의 후단부에 설치되어, 액
세스 캐뉼러(103)를 통해 표적부위 T내로 유동성 물질(예, 약물, 의료용 치료액, 방사선 사진 대조용액, 
세포, 유전물질,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성 벡터등)을 주입 또는 인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포트 
장치(105) 및 캐뉼러(103)는 표적 부위 T에서의 주기적인 압력 또는 그 밖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
용될 수 있다(예, 캐뉼러를 유체로 채우고 포트 장치(105)내로 압력 변환기에 접속된 니들(needle)을 삽
입함으로써, 표적 부위 T에서의 압력을 해독할 수 있다).  따라서, 도 2b는 피하에 위치된 주입포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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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를 지닌 내재 액세스 캐뉼러가 유동성 물질을 표적부위 T내로/부터 주입 또는 인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신체내 특정 표적부위 T로의 반복된 약물주입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상태들의 특정 예에는 파킨
슨 질환, 간질, 고혈압, 암, 저혈압, 알쯔하이머 질환, 수면장애, 행동장애, 및 운동 기능부전등이 포함
된다.  또한, 액세스 캐뉼러(103) 및 주입 포트(105)는 교체유체 또는 용액을 주입하여 다양한 유형의 교
체치료를 수행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도 2c에 도시된 장치로 수행될 수 있다. 

도 2c는 액세스 캐뉼러(103)가 신체 밖으로 나와서 일시적인 장치(106)를 표적부위 T로 통과시키는 도관
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배열을 나타낸다.  장치(106)는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를 장치(106)에 전달하거나 
장치(106)로부터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체외 장치(107)에 연결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는 체외장치
(107)의 예에는, 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 신호 발생기, 전기소작 장치, 방사 주파 신호 발생
기,  냉동장치,  초음파  발생기,  진동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모니터,  챠트  기록기, 갈바노메터
(galvanometer), 레이저, 스코프, 및 그 밖의 장치가 포함된다.  일시적으로 위치된 장치(106)에 의해 표
적부위  T에  전달될  수  있는  처리의  예에는  조직의  방사  주파  제거(예,  심장내의 아리트모생성계
(arythmogenic tracts) 또는 신경계), 냉동 조직파괴(예, 종양의 파괴), 전기소작(예, 출혈을 멈추거나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이 포함된다.  일시적으로 위치된 장치(106)와 연관되어 사용될 수 있는 모니터링 
또는 정보 검색 조작의 예에는 편재된 EEG 측정, 편재된 ECG 측정이 포함된다.  갈바니메터 반응, 산소포
화 측정, 유체중의 용존 가스의 부분압측정, pH 측정, 특정 전해질 또는 그 밖의 화학물질에 대한 농도의 
전극측정등이 포함된다.  

도 2d는 액세스 캐뉼러(103)가 표적부위 T로부터 유체를 연속적으로 배출시키는 데 사용되는 본 발명의 
적용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액세스 캐뉼러(103)의 후단부는 다수의 유출장치(10
9)를 구비하고 있어서, 표적부위 T내에 모인 과량의 유체가 액세스 캐뉼러(103)의 관강을 통해 배출시켜 
유출장치(109)로부터 배출시킬 것이다.  유출장치(109)를 구비한 액세스 캐뉼러(103)의 근위부는 체외로 
나와서 과량의 유체가 체외에 위치된 컨테이너 또는 용기로 배출되거나, 체내의 또 다른 부위(예, 복강)
에 삽입되어 과량의 유체가 그러한 신체의 다른 부위내로 통과하게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유해하지 않게 하면서 자연적인 생리적 기능으로 동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적용법중 한예는 캐
뉼러(103)를 내재 션트(shunt)로 사용하거나 뇌의 뇌실로부터 과량의 뇌척수액을 체내의 제 2 부위(예, 
복강)에 배출시키는 것이다.  캐뉼러(103)가 맥관구조를 통해 삽입되고 본 발명에 따라 생성된 혈관외 통
로(10)를 통해 삽입되기 때문에, 캐뉼러9103)를 삽입하는 기술은 큰 수술 절개를 요하지 않으면서 피부 
통과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수두증 및 그 밖의 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된 유체 배출 션트 장치를 
삽입하는 데 이용되는 다른 방법에 전형적일 수 있다. 

도 2e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적용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면에서는 액세스 캐뉼러(103)가 본 발명
의 혈관외 통로(10)를 통해 혈관 BV로부터 연장되어 제 2 관형 해부 통로의 관강(111) 또는 본 적용예에
서는 표적 T인 도관내로 연장된다.  본 발명의 적용예에서 표적 T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통로 
또는 도관에는 혈관, 유전 요로관, 외분비관, 내분비관 및 립프관이 포함된다. 액세스 캐뉼러(103)가 표
적도관 또는 통로 T의 관강(111)내에 위치된 후에, 이러한 방법을 위한 상기된 적용법중 어떠한 적용법이 
샘플의 채취, 약물의 주입, 장치의 배열등을 포함하여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 2f는 본 발명의 특정 적용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면에서는, 과량의 캐뉼러(103)가 맥관구조 
및 본 발명의 혈관외 통로(10)를 통해 연장되며, 표적부위 T내로 연장되어, 하나 이상의 수술 장치(113)
가 표적부위 T내에서 수술(예, 미세수술)을 수행하기 위해 표적부위 T내로 통과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으로, 외부 나와 있는 조절 시스템(115)이 수술 장치(113)에 접속되고 표적부위 T내에서 수술 장치(113)
의 요구되는 작동 및 조작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iii.  통로의 형태

도 3a-3f, 및 하기된 설명은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특정 형태의 혈관외 통로(10)를 설명하고 있
다.  도 3a-3f의 도면 및 하기 상세한 설명은 형성될 수 있는 통로 형태의 단지 예로서 나타내는 것이며, 
본 발명에 따라 이용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형태의 통로(10)를 모두 다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도 3a-3f가 정맥과 동맥 사이에  형성된 통로(10)에 관한 것이지만, 도 3a-3f에서 예시된 다양한 
통로변형이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모든 형태의 혈관외 통로(10)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변형도 본 발명에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도 3a-3f에 도시되고 이하 
설명된 통로(10)는 동맥과 정맥 사이에 형성된 통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모든 통로(10)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통로(10)는 비스텐트화되고 비라인화된 간질성 터널(tunnel)을 포
함할 수 있다(도 3a).  또한, 도 3b-3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통로(10)는 관형 라이닝(도 3b), 세
로 고정 클립(도 3c), 통로(10)의 내부에 고정되는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이식체(도 3d), 또는 통로
(10)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이식체(도 3e-3f)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표면변화 또
는 보조장치를 구비할 수 있다. 

도 3a를 참조로 설명하면, 두 혈관 사이에 연장되고 통로(10)내에 위치된 어떠한 스텐트, 라이너, 관류, 
피복물, 밸브, 표면변화, 물질 또는 장치가 결여된 통로(10)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비스텐트화되고 비라이닝되어 비변화된 통로(10)는 두 혈관 사이에 연장되는 간질 터널(예, 천자관 또는 
터널)이어서, 혈액이 한 혈관의 관강으로부터 다른 혈관의 관강으로 흐를 수 있게 한다. 

도 3b는 두 혈관 사이에 형성되고 관형의 내부 라이닝(20)이 내부에 위치된 통로(10)를 도시하는 도면이
다.  이러한 내부 라이닝(20)은 견고하거나 탄성이 있는 플라스틱 관류의 단편, 생체 적합성 중합체 피복
물층, 주변 조직의 세포와는 다른 종류의 세포층(예, 내피세포층의 생물학적 조직 이식체등), 레이저 치
료 또는 전기소작등으로 형성될 수 있는 변화될 도의 조직층, 또는 비스텐트환되고 비라이닝된 통로
(10)의 내부표면과는 다른 어떠한 그 밖의 종류의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통로(10)내의 그러한 라이닝
(20)은 a) 통로(10)를 통해 혈액이 층류로 흐르고 비격렬하게 흐르게 하거나, b) 통로(10)내로의 주변 근
육 또는 조직의 성장의 자연적인 위축에 기인된 통로의 바람직하지 않은 폐쇄를 방지한다.  라이닝(20)이 
유동성 물질 또는 에너지(예, 조직의 조절된 화학적 연소를 유도하거나, 생체 적합성 중합체 피복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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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피세포의 현탁액등을 생성시키는 화학물질)를 통로(10)의 벽에 적용시킴으로써 형성되는 경우에 있
어서, 그러한 유동성 물질을 통로(10)의 벽에 적용시키는 것은 본 발명의 장치에 대한 참조로서 도 8h-
8h'에 도시되고 이하 보다 상세히 기재된 장치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성취될 수 있다.  

도 3c는 통로(10)의 양단을 서로 세로로 압축하도록 위치된 세로의 압축 장치(22)가 위치되어, 혈관 사이
에 위치된 어떠한 조직(예, 성긴결합조직)을 압축하는 통로(10)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러한 세로의 압
축장치(22)는 또한 통로의 개존성을 방사상으로 지지하고/거나 유지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압축장치
(22)로 통로(10)를 세로로 압축하는 것은 통로(10)가 연결되는 혈관이 기관의 표면상에 위치되거나, 달리 
해면조직 또는 성긴조직(예, 성긴결합조직) 또는 공간이 동맥과 정맥 사이에 존재하도록 위치되는 본 발
명의 적용에서 부분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해면조직 또는 성긴조직이 존재하면 통로(10)를 통해 흐르는 
혈액이 동맥과 정맥 사이의 그러한 조직 또는 공간내로 유입될 수 있다.  도 2c에 도시된 바와 같은 혈류
통로(10)를 세로로 압축하거나, 달리, 사이드 투 사이드 문합에 의해 두 혈관의 결합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특정 형태의 압축장치(22)의 예는 도 9a-9f에 도시되어 있으며, 도 9a-9f를 참조로 하여 
이하 보다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도 3d는 통로(10)내에 비돌출성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단편(24)이 위치된 본 발명의 통로(10)를 도시하
는 도면이다.  이러한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단편(24)은 압력 팽창성 또는 자가 팽창성의 실린더형 스
텐트 또는 구조물을 포함할 수 있으며, 임의로 직조된 폴리에스테르 또는 팽창된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
렌(ePTFE)의 탄성 단편과 같은 연속적인 관형 부재로 피복될 수 있다.  그러한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이식체가 통로(10)에 위치하면 통로를 실질적으로 개방된 형태로 유지시켜 혈액이 통로(10)를 통해 비교
란적으로 흐르게 한다.  이러한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이식체(24)는 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
한 종류의 압력 팽창성 또는 자가 팽창성 와이어 메쉬(mesh) 또는 중합체 물질의 인터우븐(interwoven)을 
포함한 적합한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스텐트화된 이식체(24)가 이용되는 경우에, 스텐트화된 이식체
(24)상에서 피복하고 있는 관형 이식체는 연속적이거나, 부분적일 수 있어서, 단지 스텐트의 일부만이 피
복된다. 

돌출성 스텐트화된 이식체(예,  피복된 스텐트(26)  또는 (28)가  사용되는 경우,  스텐트화된 이식체(26, 
28)가 연장되는 혈관의 관강내에 임의의 색전화 부재(12)를 추가로 위치시키는 것이 불필료할 수 있으며, 
스텐트화된 이식체에 대한 관형의 외부 덮개는 혈관의 관강을 통해 폐색된 흐름관을 형성하고 혈관을 통
한 내생성 혈액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폐쇄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도 3d'는 통로(10)내의 실질적으로 고정된 세로 위치에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이식체(24a)가 고정되도
록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이식체(24a)의 한쪽 말단 또는 양말단으로부터 연장되는 플랜지(25) 및/또는 
수직의 돌출부(27)를 포함되게 하는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이식체(24a)의 변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e는 도 3d에 도시된 비돌출성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이식체(24)와 동일하게 구성될 수 있지만, 이
들이 통로(10)의 말단을 지나서 동맥 A 및 정맥의 인접부로 돌출되거나 연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 3d에 
도시된 것들과는 다른 헤미돌출성 또는 돌출성의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이식체(26)를 나타내는 도면이
다.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에,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이식체(26)는 일반적으로 도 3e에 도시된 바와 같
이 'S' 배열을 하고 있어서 혈액이 통로(10)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층류의 비교란 방법으로 흐르게 
한다.  도 3e상의 점선은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이식체(26)의 '헤미돌출성' 구체예를 예시하는 도면으
로, 이들의 한 말단은 통로(10)의 한말단과 동일 평면이지만, 이들의 다른 말단은 통로(10)의 말단과 인
접한 해부학적 구조(즉, 정맥)내로 연장된다.  이러한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이식체(26)의 '반돌출성' 
구체예는 동맥 A를 통한 어떠한 가능한 혈류를 폐쇄하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폐색부 OB가 
완전하지 않으며 약간의 동맥혈류가 연속되어 동맥 A를 통해 통과하는 환자에 특별히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다.  폐색부 OB가 완전한 다른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이식체(26)가 도 3e상의 
점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통로(10)의 양단으로부터 인접한 해부학적 구조(즉, 정맥 및 동맥)내로 연장
되는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이식체(26)의 완전한 '돌출성' 구체예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도 3f는 제 1 혈류 통로(10a) 및 임의의 제 2 혈류 통로(10b)를 통해 완전히 연장되고 동맥 A 및 정맥 V
의 인접부를 통해 추가로 돌출되어서, 층류의 비교란 혈류가 두 통로(10a, 10b)를 통해 통과할 수 있는 
연속적인 'U'자형 도관을 형성하는 또 다른 돌출성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이식체(28)를 도시하는 도면
이다. 

하나 이상의 밸브가 스텐트 또는 스텐트화된 이식체(24, 26, 28)의 구체예, 또는 관형 라이닝(20), 세로
의 압축장치(22), 또는 통로(10)에 형성되어, 바람직한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의 통로를 통한 혈액의 역류
를 억제하거나 방지하면서 통로(10)를 통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혈액의 흐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iv.  두 혈관 사이의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한 혈관통과 연구

도 4a-4e 및 이하 상세한 설명은 두 혈관 사이에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켜, 본 발명에 따른 특정의 혈관 
재생 방법을 달성하는 데 이용되는 어떠한 연구를 예시하는 것이다.  도 4a-4e의 도면 및 이하 상세한 설
명은 그러한 통로(10)를 형성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모두 예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 대한 본 설명으로 인지되는 방법을 단지 예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도 4a-4e의 도면
은 폐색부 OB가 한 혈관내에 존재하는 적용예를 예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도면에 도시된 일반적인 방법은 
통로(10)가 폐색부를 후회하는 것이 아닌 목적으로 형성되거나, 폐색부 OB가 통로(10)가 형성되는 위치로
부터 이격되어 위치되는 다양한 혈관 재생 방법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도 4a-4f에 도시된 방법이 반
드시 두 혈관 또는 동맥과 정맥 사이에 수행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러한 방법은 어떠한 혈관과 어떠한 그 밖의 할로우 해부학적 구조 사이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정맥 대 정
맥, 동맥 대 동맥, 또는 정맥 동맥 통로(10)에 이용될 수 있다. 

도 4a는 카테테르(100)가 동맥 A내로 삽입되고, 조직 관통 요소(102)가 카테테르(100)로부터 통과하여 동
맥 A의 벽을 통한 제 1 통로(10a)를 형성하고, 동맥 A 및 정맥 V 사이의 조직을 통한 제 1통로(10a)를 형
성하며, 정맥의 벽을 통한 통로(10a)를 형성하는 한가지 유형의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제 1 혈류 
통로(10a)가 이러한 방법으로 형성된 후에, 가이드 와이어는 조직 관통 요소(102)를 통해 통과하거나,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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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테르(100)를 통해 통과하고, 새로 형성된 제 1 통로(10a)를 통해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관통 
요소는 탈활성화되고(예, 카테테르(100)내로 수축), 카테테르는 제 1 통로(10a)를 통해 가이드 와이어 전
체에 걸쳐 전진하여, 인접한 동맥 A의 폐색부 OB 부위를 지나 정맥의 관강내로 전진한다.  그 후에, 정맥
의 관강내에 위치된 카테테르의 후단부에 있어서, 조직 관통 요소(102)는 카테테르로부터 일단 전진해 나
와서, 정맥, 정맥과 동맥 A 사이에 위치된 어떠한 조직의 벽을 통해 연장되는 제 2 혈류 통로(10b)를 형
성한다.  그 후에, 조직 관통 요소(102)는 카테테르(100)내로 일단 수축되고, 카테테르는 맥관구조 및 신
체로부터 수축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도 4a에 도시된 방법이 달성되어 동맥 폐색부 OB의 상류에 
제 1 혈류 통로(10a) 및 동맥 폐색부의 하류에 제 2 혈류 통로(10b)가 형성된다. 

도 4b는 카테테르(100)가 정맥의 관강내로 전지하고, 카테테르의 말단부가 제 1 혈류 통로(10a)가 형성되
는 부위에 인접하여 위치되는 또 다른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그 후에, 조직 관통 요소(102)는 카테
테르(100)를 통과하여 정맥 V의 벽, 정맥 V와 동맥 A 사이의 어떠한 조직, 및 동맥 A의 벽을 통한 제 1 
혈류통로(10a)를 형성한다.  따라서, 조직 관통 요소(102)는 탈활성화되고(예, 카테테르(100)내로 수축), 
제 2 혈류 통로(10b)가 형성되는 부위에 카테테르의 말단부가 인접하여 위치될 때까지 카테테르가 정맥 V
를 통해 삽입된다.  그 후에, 조직 관통 요소(102)는 다시 카테테르(100)를 통과하여 정맥 V의 벽, 정맥 
V와 동맥 A 사이의 조직, 및 동맥 A의 벽을 통해 요구되는 제 2 통로(10b)를 형성한다.  그 후에, 조직 
관통 요소(102)는 다시 탈활성화되고(예, 카테테르(100)내로 수축), 카테테르(100)를 정맥의 맥관구조로
부터 뽑아내어 제거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도 4b에 도시된 방법이 달성되어 정맥 V의 캐뉼러화 및 광투
과 카테테르화에 의해 동맥 폐색부 OB의 하류에 제 1 혈류통로(10a)와 동맥 폐색부 OB의 상류에 제 2 혈
류통로(10b)가 형성된다. 

도 4c는 카테테르(100)가 동맥 A내로 광투과 방법으로 삽입되고, 카테테르(100)의 말단부가 제 1 혈류 통
로(10a)가 형성되는 부위에 인접하여 위치되는 또 다른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그 후에, 조직 관통 
요소(102)는 카테테르(100)를 통과하여 동맥의 벽, 동맥 A와 정맥 V 사이의 어떠한 조직, 및 정맥 V의 벽
을 통한 제 1 혈류통로(10a)를 형성한다.  그 후에, 조직 관통 요소(102)는 탈활성화되고(예, 카테테르
(100)내로 수축), 제 2 혈류 통로(10b)가 형성되는 부위에 카테테르(100)의 말단부가 인접하여 위치될 때
까지 카테테르가 동맥 A를 통해 삽입되어 폐색부 OB를 통해 통과한다.  폐색부 OB를 통한 카테테르(100)
의 그러한 삽입은 전형적으로 가이드 와이어가 폐색부 OB를 통해 먼저 삽입되어 폐색부 OB를 통해 이어지
는 카테테르(100)의 삽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요한다.  폐색부 OB를 통한 가이드 와이어의 그러한 초기 
삽입은 폐색부 OB가 부분적인 경우에 수행되거나, 폐색성 물질이 가이드 와이어가 이를 통해 통과하기에 
충분히 연질인 경우에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폐색부 OB가 완벽하거나 석회화된 플라크 또는 그 밖의 
경질 물질로 형성되는 경우에, 도 4c에 도시된 방법은 가능성이 적을 수 있으며, 수술자는 전형적으로 도 
4a 또는 도 4b에 도시된 방법중 한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카테테르(100)가 도 4c에 도시된 바
와 같이 폐색부 OB를 통해 성공적으로 삽입되는 경우에는, 조직 관통 요소(102)는 다시 한번 카테테르
(100)를 통해 삽입되어, 동맥 A의 벽, 동맥 A와 정맥 V 사이의 조직, 및 정맥 V의 벽을 통해 제 2 혈류 
통로(10b)를 형성시킬 것이다.  그후에, 조직 관통 요소(102)는 탈활성화되고(예, 카테테르(100)내로 수
축), 카테테르(100)는 정맥의 맥관구조로부터 뽑아내어 신체로부터 제거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도 4c에 
도시된 방법이 달성되어 본 발명에 따른 제 1 혈류통로(10a)와 제 2 혈류통로(10b)가 형성된다. 

도 4d는 카테테르(100)가 카테테르를 통해서 카테테르의 말단 근처의 카테테르(100) 본체에 형성된 다수
의 정압 유출장치(106)로부터 정압 유체(예, 염수 용액)를 펌핑하는 정압 펌프(104)를 구비하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근위 봉부재(108)(예, 혈관 관강을 완전히 차단하는 밸룬)는 정압 유
출 장치(106)에 인접한 카테테르상에 형성된다.  별도의 말단 봉 부재(110)(예, 밸룬)가 제 2 혈류통로
(10b)가 형성되는 부위의 약간 상류에서 정맥 V의 관강내에 위치한다.  카테테르(100)는 제 2 혈류 통로
(10b)가 형성되는 부위에 인접하여 카테테르의 말단이 위치될 때까지 정맥 V의 관강을 통해 삽입된다.  
그 후에, 근위 봉 부재(108)는 카테테르(100)의 정압 유출 장치(106)에 인접한 정맥 V를 완전히 봉하
도록 배치된다.  그 후에, 정압 유체(예, 염수 용액)는 카테테르의 관강을 통해 통과하고 정압 유출 장치
(106)를 통과하여, 정맥 V내의 압력 P1이 상승되게 하고 바람직하게는 실질적으로 동맥 A내의 평균 압력 

P2와 동일하게 한다.  이러한 정맥 V의 관강의 가압은 새로 형성된 맥관 통과 도관으로부터 혈액이 빠져나

오는 것을 억제하도록 결찰, 폐색 또는 색전화시키는 것이 요구될 수 있는 맥관의 측면 가지 SB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맥 V의 관강의 가압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데, 조직 관통 요소
(102)는 정맥 V의 벽 및 동맥 A의 벽을 통해 카테테르(100)로부터 배출되어 본 발명의 통로(10)를 형성시
킨다. 정맥 V내의 압력 P1을 동맥내의 압력 P2와 동일하게 하면 통로(10)가 형성될 때 동맥 A의 관강으로

부터 정맥 V의 관강으로 혈액이 신속하게 분출되거나 흐르는 것을 억제한다.  도 4e는 제 1 카테테르
(100)가 동맥 A내로 삽입되고 제 2 카테테르(100)가 정맥 V내로 삽입되는 또다른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
다.  어떠한 경우에는, 제 1 및 제 2 카테테르(100)는 도 4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양방향으로 
삽입될 수 있다.  그 후에, 각각의 카테테르(100)의 조직 관통 요소(102)는 도시된 바와 같이 동맥 A와 
정맥 V 사이에 제 1 및 제 2 혈류 통로(10a, 10b)를 형성시키는 데 사용된다.  그후에, 조직 관통 요소
(102)는 탈활성화되고(예, 카테테르(100)내로 수축), 카테테르(100)는 맥관구조로부터 뽑아내어 신체로부
터 제거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도 4e에 도시된 방법이 본 발명에 따른 제 1 및 제 2 혈류통로(10a, 
10b)를 형성시킨다. 

v. 사용된 조직 관통 요소 및/또는 보조장치를 조절, 조정 및 유도하여        혈관외 통로(들)을 형성시
키는 방법 및 장치

도 5a-5l은 조직 관통 요소(102)가 본 발명의 카테테르(100)로부터 배출되어 요구되는 혈관외 통로(10)를 
형성시키도록 조직 관통 요소(102)를 배향, 조정, 조절 및/또는 유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장치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배향, 조정, 조절 및 유도 장치는 조직 관통 요소(102)가 카테
테르(100)로부터 통과하는 경우에 카테테르(100)가 내부에 위치되는 혈관 벽과 접촉되고 통과될 수 있도
록 카테테르(100)를 위치시키고자 하는 장치이다.  도 5a-5l에 도시된 도면 및 이하 상세한 설명은 본 발
명에 사용될 수 있는 배향, 조정, 조절 및/또는 유도장치의 예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으
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장치를 모두 나타내거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 5a-5l에 도시되고 이하 설명된 어떠한 장치 또는 모든 장치가 본원에 기재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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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그 밖의 부재와 결합되어, 본 발명의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가 배향, 조정, 조절 또는 유도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 5a는 활성 영상화 장치(50)가 본 발명의 카테테르(100)와 동일한 혈관내에 위치하는 한가지 방법을 도
시하는 도면이다.  이러한 활성 영상화 장치(50)는, 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혈관내 초음파 장치
(IVUS 카테테르), 도플러 장치, 및 안지오스코프등을 포함한 적합한 형태의 카테테르 포함된 영상화 장치
를 포함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활성 영상화 장치(50)는 특정의 위치에 형성된 센서(예, 초음파 변환
기, 음파 변환기, 및 형상 수용 랜즈등)을 지닐 수 있다.  그러한 센서(50)은 요구되는 관찰을 얻기 위해
서 조직 관통 요소(102)가 혈관벽에 유입되는 부위에 바로 인접되게 위치되어 조직 통과 요소(102)를 조
정 및 유도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활성 영상화 장치(50)이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상에 설치되거나 통
로형성 카테테르(100)의 내부에 형성되거나, 카테테르(100)상에 형성된 모노레일 또는 사이드카내에 부착
되거나(도 9-10),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완전히 별개의 카테테르체내에 위치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내에 활성 영상화 장치(50)의 적어도 말단부가 설치되는 수
단을 포함하는 통로 형성 카테테르 장치(100)의 구체예가 도 9-10에 특별히 도시되어 있으며, 그러한 도
면을 참조로 이하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조직 관통 요소(102)를 관찰, 조정 및 유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도 5b에 도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활성 
영상화 장치(50)는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의 조직 관통 요소(102)가 통과하게 되는 혈관내에 위치된다.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상화 장치(50)의 센서(52)는 통로(10)가 형성되는 부위에 바로 인접해서 위
치되어, 센서(52)는 조직 관통 요소(102)가 카테테르(100)로부터 연장됨에 따라 조직 관통 요소(102)를 
활성 영상화 장치(50)의 센서(52)로 조정하고 유도될 수 있게 한다. 

도 5c는 제 1 활성 영상화 장치(50)에 추가하여 제 2 영상화장치(54)(예, 수동 또는 공동-활성 장치)의 
사용을  포함하는  또다른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러한  제  2  영상화  장치는  통로  형성 카테테르
(100), 또는 조직 관통 요소(102) 자체상에 형성될 수 있으며, 제 1 영상화 장치(50)와 통하거나 제 1 영
상화 장치(50)에 의해 감지될 수 있다.  센서(52)를 지니는 제 1 영상화 장치(50)는 통로 형성 카테테르
(100)가  위치되는  부위에  인접한  혈관에  위치된다.   활성  영상화  장치(50)는  조직  관통  요소(102)를 
관찰, 조정 및 유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도록 제 2 영상화 장치(54)를 감지하거나 이와 통할 수 잇다.  
이러한 구체예에서, 제 2 영상화 장치(54)는 활성 영상화 장치(50)에 의해 개입, 영상화, 또는 식별될 수 
있는 적합한 형태의 물질 또는 장치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활성 영상화 장치(50)의 센서(52)는 방사 
주파 송신기를 포함할 수 있으며,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상의 제 2 영상화 장치(54)는 활성 영상화 장
치(50)에 의해 개입될 수 있는 방사 주파 트랜스폰더(transponder)를 포함하고, 반응 신호를 활성 영상화 
장치(50)의 방사 주파 송신기에 의해 방출된 방사 신호에 방출시킬 수 있다.  또한, 활성 영상화 장치
(50)가 형광 투시경, 혈관내 초음파(IVUS)장치 또는 도플러(Doppler)인 구체예에서, 통로형성 카테테르
(100)상의 제 2 영상화 장치(54)는 방사선 비투과성 마커, 반사표면 또는 공명구를 포함하여, 이로부터 
방사선, 음파 또는 초음파 에너지가 활성 영상화 장치(50)로 반사되게 할 수 있다.  카테테르(100)의 본
체 또는 조직 관통 요소(102)상에 형성되어 활성 영상화 장치(50)에 의해 가시화를 개선시키는 공명구 또
는 표면의 예는 미국특허 제4,977,897호(허위쯔: Hurwitz)에 기재되어 있다. 

도 5d는 자성체(57a,  57b)가 변형된 통로 형성 카테테르(101a)내에 설치되고 예리하게 형성된 말단 팁
(tip)(107)을 지닌 조직 통과 가이드 와이어(103)와 함께 사용되어 도시된 바와 같이 두 혈관 BV1, BV2 사

이에 통로(10)를 형성되고, 각각의 카테테르(101a, 101b)는 이의 한쪽에 설치된 자성체(57a, 57b)를 지니
는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각각의 자성체, 및 카테테르 본체내에 형성된 삽입체는 그를 통해 연장
되는 중공 관강(109)을 지닌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성체(57a, 57b)내의 관강 개구는 자성체(57a, 57b)
의 인력으로 서로 일직선으로 위치한다.  그 후에, 예리한 형태의 말단 팁(107)을 지닌 조직 통과 가이드 
와이어(103)는 제 1 카테테르(101a)의 가이드와이어 관강(109a)을 통해 전진하여 카테테르(101a)의 자성
체(57a)내의 관강 개구를 통과하고, 제 1 혈관 BV1의 벽, 제 1 혈관 BV1과 제 2 혈관 BV2 사이에 위치한 

조직, 제 2 혈관 BV2의 벽을 통해서 다른 통로 형성 카테테르(101b)의 자성체(57b)의 관강 개구내로 통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직 통과 가이드 와이어(103)가 제 1 혈관 BV1과 제 2 혈관 BV2 사이의 통로

(10)를 형성시킬 수 있다.  조직 통과 가이드 와이어(103)의 말단 팁(107)은 카테테르(101a, 101b)가 제
거된 후에 가이드 와이어(GW)가 혈관내에 유지될 수 있도록 가이드 와이어내로 수축되는 예리한 말단 팁
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조직 통과 가이드 와이어(103)는 요구되는 통로를 형성시키기에 적합한 레이
저 와이어, 고온 와이어,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조직 통과 와이어일 수 있다. 

도 5e-5e''는 본 발명의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상에 형성된 수동의 방사선사진으로 가시화 가능한 마커
가 각각의 혈관외 통로(10)를 형성시키기 전에 카테테르(100)를 정 하게 회전상으로 정위시키는 데 사용
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5e는 본 발명에 따라 제 1 혈관 BV1으로부터 인접한 

표적 T(예, 체강, 조직 또는 다른 혈관)으로 통로(10)를 형성시키고자 제 1 혈관 BV1내에 정위된 통로 형

성 카테테르(100)를 도식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형광 현미경 또는 x-레이 장치와 같은 방사선사진 영
상화 장치(118)는 제 1 혈관 BV1과 제 2 혈관 BV2의 방사선 사진 영상을 스크린(120)상에 제공하는 데 사

용된다(예, x-레이 카세트 또는 형광 현미경 스크린).

도 5e'는 카테테르(100)의 양측상에서 세로로 이격된 위치에 형성된 방사선 사진술로 가시화 가능한 (예, 
방사선 비투과성 또는 방사선 투과성)마커(122a, 122b)를 지닌 카테테르(100)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러한 방사선 사진술로 가시화 가능한 마커(122a 및 122b)는 바람직하게는 카테테르(100)의 높이 H와 동일
한 고도에 위치하지만, 도시된 바와 같이 이격되어 있다.  따라서, 카테테르(100)의 정 한 회전 위치는 
이들 방사선 사진술로 가시화 가능한 마커(122a, 122b)를 도 5e'의 하부 측면박스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
일한 고도에 위치된 스크린(120)상에 직접적으로 배열되게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도 5e'는 카테테르(100)를 정 한 회전 위치에 정위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는 수동 마킹(marking) 시스템
의 또 다른 유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e'를 참조로 설명하면,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는 한 측면
상에 원형의 방사선 사진술로 가시화 가능한 마킹(124)을 지니며 원형의 마킹(124)과 대향하는 다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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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디스크 또는 도트(dot)형의 방사선 사진술로 가시화 가능한 마킹(126)을 지닌다.  이러한 방법으로, 
카테테르(100)의 정 한 회전 위치가 디스크 또는 도트형 마킹(126)을 스크린(120)상에서 가시되는 바와 
같이 원형의 마킹(124)내에 정위시킴으로써 정위된다.  이러한 정위방법이 도 5e'의 하부 측면박스에 예
시되어 있다. 

카테테르(100)를 정 한 회전 위치에 정위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방사선 사진술로 가
시화 가능한 마킹이 도 5e''에 도시되어 있다.  도 5e''를 참조로 설명하면, 카테테르(100)의 양측상에 
서로 대향하여 형성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크기의 두 개의 방사선 투과구(128a, 128b)를 지니는 카테테르
(100)가 제공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카테테르(100)의 정 한 회전 위치는 도 5e''의 측면박스에 예시된 
바와 같이 제 1 및 제 2 방사선 투과구(128a, 128b)를 서로 직렬로 배열시켜 스크린(120)상에서 보는 경
우 단일의 개구로 보이게 될 때까지 카테테르(100)를 회전시킴으로써 정위될 수 있다. 

도 5f-5f'은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상에 형성된 초음파술로 가시화 가능한 마킹(130)이 체외에 위치한 
초음파 영상화 변환기(132)와 함께 사용되어 카테테르(100)를 정 하게 회전 배향시키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초음파술로 가시화 가능한 마킹(130)은 카테테르(100)상의 특정의 위치에 
형성되고, 그러한 특정의 위치는 조직 관통 요소(102)가 카테테르(100)로부터 통과할 수 있는 부위 및 위
치에 공지된 관계에 있다.  체외 초음파 영상화 변환기(132)는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가 정위되는 혈관 
BV1과 카테테르(100)의 조직 관통 요소(102)가 통과하는 표적(예, 제 2 혈관, 조직, 또는 그 밖의 표적 위

치)을 영상화하도록 본체상에 정위된다.  그 후에, 카테테르(100)는 초음파술로 가시화 가능한 미킹(13
0)이 변환기(132)에 의해 명확하고 완벽하게 영상화될 때까지 회전한다.  초음파술로 가시화 가능한 마커
(130)를 이렇게 정위시키면 카테테르가 이의 적절한 회전 배향으로 위치되어 조직 관통 요소가 표적 T로 
통과되게 한다. 

도 5g-g'은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상의 수동 마커가 자기공명 영상화 (MRI)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어 카
테테르(100)를 정 하게 세로로 및 회전상으로 정위되게 할 뿐만 아니라,  혈관 BV1과 표적 T 사이에 요구

되는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조직 관통 요소(102)에 의해 이동되어야 하는 거리를 측정하는 수단을 제
공하도록 카테테르(100)가 위치되는 혈관과 표적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러한 구체예에서, 카테테르(100)의 본체는 MRI에 의해 가시화될 수 있는 물질로 형성된다.  또한, 이산 
MRI 마커(134)는 특정의 위치에서 카테테르의 본체상에 형성된다.  마커는 유도 코일(134a) 또는 MRI상에 
특별히  가시화되도록  카테테르  본체(100)가  형성되는  물질과는  다른  소량의  물질(134b)를  포함할  수 
있다. 

도 5g'를 참조로 설명하면, 유도코일(134a)은 특정의 위치에서 카테테르(100)의 벽상에 또는 그 벽내에 
정위되어, 카테테르를 통해 연장되는 와이어(135)에 의해 외부 위치에 연결되고, 여기서 이들은 적합한 
전원, 오실로스코프 및/또는 그 밖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연결되어 코일(134a)내의 전자장의 흐름, 상 및 
크기가  모니터링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MRI  스캐너(135)내의  카테테르(100)가  이동하면 코일
(134a)의 위치가 MRI 시스템에 의해 형성된 가변의 공지된 자기장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
로, MRI의 자기장내에서 카테테르(100)가 각각 이동하면 흐름, 상 및 크기가 변화될 수 있다. 코일(134
a)로부터 수신되는 흐름, 상 및 크기에 대한 정보는 표적 T에 대한 코일(134a)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코일(134a)이 MRI 스케너(135)에 의해 영상화되는 특정의 판에서 벗어난다면, 
이는  카테테르(100)가  요구되는 판으로부터 세로로 이동함을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코일
(134a)은 카테테르(100)의 정 한 세로 및 회전 배향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코일(134a)로부터 수신된 
정보는 코일(134a)과 표적 T 사이의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여 사용자가 형성되는 통로(10)의 길이가 일관
되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 관통 요소(102)를 조절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도 5g'를 참조로 설명하면, 또 다른 MRI 마커(134b)가 카테테르 본체(100)의 물질과는 다르며 MRI상에서 
가시화될 수 있는 이산물질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MRI-가시화 마커(134b)는 MRI 영상에서 정
하게 가시화되고, 표적 T에 대해 카테테르(100)의 세로 또는 회전 배향 및 정위를 보면서 조절하는데 이
용될 수 있다.  또한, 마커(134b)와 표적 T 사이에 나타난 거리는 사용자가 조직 관통 요소(102)의 통과
를 조절하여 카테테르(100)가 위치되는 혈관 BV1과 표적 T 사이의 요구되는 길이의 통로(10)를 형성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와  연결되거나,  그  위에  설치되거나,  그  속으로  내재되어 혈관내의 카테테르
(100)의 정 한 회전 배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특정 종류의 '활성' 영상화 장치가 도 5h-5l에 도시되
어 있다. 

도 5h를 참조로 설명하면,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와 연결되거나, 그 위에 설치되거나, 그 속으로 내재
될 수 있는 한 가지 형태의 활성 영상화 장치는 스마트 니들(Smart Needle: 미국 캘리포니아 서니밸리에 
소재하는 카디오바스큘러 다이나믹 인코포레이티드사(Cardiovascular Dynamic, Inc.))로 공지된 시판중인 
장치에 내재되는 도플러 장치(Doppler apparatus: 136)이다. 

도 5h를 참조로 하면, 도플러 장치(136)는 카테테르(100)상에 또는 그 속에 설치되며 측면 방향(예, 카테
테르(100)의 세로축에 수직)으로 조정되거나 배향된다.  이러한 도플러 장치(136)는 표적 T내의 유체 또
는 그 밖의 물질의 흐름을 위치시키고 식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도 5h에 도시된 구체예는 
표적 T가 유체 또는 물질이 흐르는 혈관 또는 그 밖의 해부학적 구조를 포함하는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도플러 장치(136)에 의해 제공된 신호의 크기와 이로부터 식별 가능한 그 밖의 정보는 사용자가 a) 케테
테르를 세로로 정위시켜 도플러 장치(136)가 표적 T(예, 폐색부 및 동맥의 하류)내의 요구되는 흐름 특성
을 영상화하도록 하고, b) 카테테르를 회전 배향시켜 도플러 장치(136)가 표적 T 내의 흐름 중심(예, 혈
관내의 관강의 중심)에서 정 하게 조정되고 있음을 나타내도록 도플러 신호의 크기가 최대가 되게 하고, 
c) 도플러 장치(136)와 표적 T내의 흐름 중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도플러 장치(136)와 
표적 T 내의 흐름 중심(예, 관강 중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사용자는 조직 관통 요소(102)가 카테테
르(100)로부터 요구되는 거리로 통과하거나 연장되어 표적 T의 흐름중심(예, 관강)내로 통로(10)가 형성
되고 표적 T의 반대쪽으로 너무 멀리 구멍을 내거나 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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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테르(100)가 제 1 혈관 BV1에 정위된 후에, 도플러 장치(136)는 활성화되고, 카테테르(100)는 도플러 

신호가 표적 T의 영상화된 부위내의 요구되는 흐름을 나타내어, 도플러 신호의 크기가 최대가 됨으로써 
도플러 장치(136)가 표적과 직렬로 배열됨을 나타낼 때까지 세로 및 회전 이동할 수 있다.  그 후에, 도
플러 장치(136)의 주파수 출력이 변화되어 최대의 크기 반응을 생성하는 주파수가 도플러 장치(136)로부
터 표적 T까지의 거리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구체예에서, 표적 T는 음파 수단(예, 도플러)에 의해 식
별되도록 물질이 흐르는 혈관 또는 그밖의 해부학적 구조체이어야 한다. 

도 5i는 혈관내 초음파 영상화 장치(138)가 카테테르(100)의 한쪽상의 특정 위치에 있는 통로 형성 케테
테르(100)상에 정위되는 구체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초음파 영상화 장치(100)의 이러한 특정의 위치는 
바람직하게는 조직 관통 요소(102)가 카테테르(100)로부터 통과하는 위치로부터의 선형 거리 및 회전 거
리이다.  카테테르(100)가 제 1 혈관 BV1내에 정위된 후에, 카테테르(100)는 표적 T(예, 초음파 영상화에 

의해 가시화될 수 있는 혈관, 맥이 뛰고 있는 조직, 또는 그밖의 표적 위치)가 직렬로 배향되고 초음파 
장치(138)에 의해 직접 영상화됨으로써, 카테테르(100)가 세로 및 회전 배향되어 조직 관통 요소(102)가 
제 1 혈관 BV1의 벽을 통해 통과시키고자 하는 표적 T내로 통과됨을 나타될 때까지 회전할 수 있다. 

도 5j는 제 1 송신기/수신기 와이어(140a) 및 제 2 전송기 와이어(140b)를 사용하여 통로 형성 카테테르
(100)의 정확한 회전성 배향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전송기 
또는 수신기 와이어(140a)는 카테테르(100)의 한 측면 상의 특정 위치에서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의 벽 
상에 또는 그 안에 위치한다.  상기 제 1 전송기 또는 수신기 와이어(140a)의 위치는 조직 관통 요소
(102)가 카테테르(100)을 빠져나오게 되는 위치에 바로 인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전송기 또는 수
신기 와이어(140b)는 표적물 T(예를 들어, 제 2 혈관, 표적 조직, 또는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의 조직 
관통 요소가 통과하게 되는 다른 위치) 내에 위치한다.  카테테르(100)가 제 1  혈관 BV 1  내로 전진한 

후에, 카테테르는 회전하면서, 하나의 전송기 또는 수신기 와이어(140a, 140b)로부터 신호가 방출되어, 
이러한 신호가 나머지 전송기 또는 수신기 와이어(140a, 140b)에 의해 수신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
식으로, 카테테르는 수신 전송기/수신기 와이어(140a, 140b)에 의해 수신된 신호의 증폭이 최고점이 될 
때 까지 계속 회전하여, 제 1  전송기 또는 수신기 와이어(140a)  및 제 2  전송기 또는 수신기 와이어
(140b)가 가장 인접한 위치에 있음을 지시하여, 카테테르(100)가 제 1 혈관 BV1 내에서 바라직한 회전 배

향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지시한다.  또한, 수신기 와이어(140a, 140b)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는 개별적 혈
관 BV1 및/또는 표적 부분 T에 위치하여, 와이어(140a, 140b) 사이의 모니터된 신호가 지시되는 경우에, 

혈관 BV1 내에서 카테테르의 바람직한 세로 위치선정을 수행할 수 있다.  

도 5k는 조직 관통 요소(102)가 카테테르(100)을 빠져나오게디는 자리에 상응하는 특정 위치에서 통로 형
성 카테테르(100)의 벽 상에 또는 그 안에 유도 코일(142)이 형성되는 또다른 배열을 도시한 것이다.  전
송기 와이어(144)는 표적물 T(예를 들어, 제 2 혈관, 표적 조직, 또는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의 조직 
관통 요소가 통과하게 되는 다른 위치) 내에 위치하며, 전송기 와이어(144)는 전자기 신호를 방출시키도
록 전류가 통하고, 유도 코일(142)이 또한 전류가 통한다.  그 후에, 카테테르(100)는 유도 코일(142) 내
에서의 신호의 위상 및 증폭이 유도 코일(142)이 전송기 와이어(100)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음을 지시
할 때 까지 회전하여, 카테테르(100)가 조직 관통 요소(102)를 제 1 BV1의 벽을 통해 표적물 T 내로 통과

시키독 적절한 회전 배향으로 위치함을 확인한다.  

도 5ℓ은 제 1 및 제 2 자석(146a, 146b)를 사용하여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의 정확한 회전 배향을 수
행할 수 있는 방식을 도시한 것이다.  제 1 자석(146a)는 조직 관통 요소(102)가 카테테르(100)를 빠져나
가게 되는 자리에 상응하는 특정 위치에서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의 벽 상에 또는 그 안에 위치한다.  
제 2 자석(146b)은 표적물 T(예를 들어, 제 2 혈관, 표적 조직, 또는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의 조직 관
통 요소가 통과하게 되는 다른 위치) 내에 삽입되는 제 2  카테테르(100)  상에 위치한다.  제 1 자석
(146a) 및 제 2 자석(146b)가 서로 일직선이 되고 가능한 한 가까워질 때 까지 회전하거나, 자동 회전하
여,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가 정확한 회전 배향으로 위치하여 조직 관통 요소(102)를 제 1 혈관 BV1의 

벽을 통해 표적물 T로 통과시킴을 지시한다.  

B. 본 발명의 장치

도 6 내지 12는 본 발명에 따르는 혈관외 통로(10)을 형성하거나, 다른식으로 이러한 통로(10)을 변형 또
는 갖추게 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본 발명의 장치를 도시한 것이다.  도 6 내지 12 및 하기의 상세한 
설명은 단지 장치의 특정 예 및 현재 바람직한 양태를 기술하고 예시하도록 예정된 것일 뿐이고, 본 발명
이 물리적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장치 또는 양태를 배타적으로 기재하고 기술하도록 예정된 
것이 아님이 인지되어야 한다. 

i.  카테테르 본체 밖으로의 조직 관통 요소의 통과를 촉진시키기 위한 배출 방법.

도 6a 내지 6i는 초기에 본 발명의 혈관외 통로(10)를 형성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조직 관통 요소
(102)를 정도로혈관의 관강 내에 위치한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  밖으로 통과시켜서, 조직 관통 요소
(102)를 카테테르(100)가 위치한 혈관 벽을 통해 통과시켜 바람직한 혈관외 통로(10)를 생성시키게 하는 
배열 및 장치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하기에 설명되는 도  6a  내지 6b의  상세한 설명은 조직 관통 요소(102)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기준이 
된다.  본원에 사용되는 용어 '조직 관통 요소'는 조직을 관통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연장 부재, 조
직을 관통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수단 및 장치 또는 조직을 관통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
의 흐름(열, 레이저 비임 등)의 모든 가능한 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예정된다.  이와 같이, 조직 관통 
요소(102)가 카테테르(100) 밖으로 '통과'되는 것으로 규정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카테테르 본체로부
터의 고형 요소의 통과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조직 관통 장치의 작동, 또는 바람직한 
혈관외 통로(10)를 형성시킬 방식 및 방향으로 카테테르 본체로부터 에너지의 흐름(예를 들어, 열, 레이
저)의 통과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도 6a 내지 6i 및 이러한 도면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설명은 조직 
관통 요소(102)를 본 발명의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 밖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배열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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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기술하고 예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지는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하기의 상세한 설명은 '사전 
만곡 탄력성 부재'를 포함하는 일부 조직 관통 요소(102)에 대한 기준이 된다.  용어 '사전 만곡 탄력성 
부재'는 비강제로 굽어진 형태 또는 곡선 형태를 나타낼 것이지만, 부재의 가소성 변형을 야기시키지 않
으면서 카테테르 장치(100)의 관강 내로 배출되도록 충분히 가요성이고 관강에 의해 강제로 가요성이 되
는 부재를 의미한다.  본 발명의 조직 관통 요소(102)의 일부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예
는 체온에서 그리고 장치가 사용되게 되는 다른 온도 범위 내에서 탄력성, 탄성 또는 초탄성인 재료를 포
함한다.  이들 재료의 예로는 일부 스테인레스강, 일부 플라스틱, 및 특정 초탄성 금속 합금, 및 니켈 티
탄 합금과 같은 중합체가 있다. 

도 6a는 관강(112a)이 카테테르(100a)를 통해 세로로 연장되고 원위 말단 유출구(114)에서 원위에서 종결
되어 있는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a)의 한 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조직 관통 요소(102)는 상기 규정된 
바와 같이 사전 만곡 탄력성 부재를 포함한다.  관강(112) 내에서 후퇴하는 경우에, 조직 관통 요소(11
2)의 상기 양태는 카테테르(100a)의 주변 벽과 일치하여 실제로 직선인 비만곡 또는 최소 만곡 형태를 나
타낸다.  그러나, 조직 관통 요소(102)가 카테테르(100a)의 원위 말단에서 유출구(114a) 밖으로 전진하는 
경우, 조직 관통 요소(102)는 조직 관통 요소(102)가 카테테르(100a)가 위치한 혈관 벽을 통해 관통될 정
도로 사전 만곡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상기 양태, 및 본원에 기술된 발명의 모든 다른 양태에 대해, 조
직 관통 요소(102)가 통로(10)의 임의의 바람직한 형태 및 크기를 형성하도록 구성될 수 있음이 인지되어
야 한다.  이와 같이, 조직 관통 요소(102)가 사전 만곡 탄력성 부재를 포함하는 양태에서, 조직 관통 요
소의 비만곡 형태는 연속 곡선, 부분 직선 및 부분 곡선, 다중곡선, 또는 바람직한 크기 및 형태의 초기 
혈관외 통로(10)을 형성하기에 적합한 임의의 다른 비만곡 형태일 수 있다.  또한, 하기에 상세히 설명되
는 바와 같이, 다양한 통로 변형 장치가 사용되어, 통로(10)의 최종 형태가 조직 관통 요소(102)의 제 1 
관통에 의해 초기에 형성되는 형태와는 실질적으로 상이해지도록, 통로(10)의 크기 및/또는 형태를 부피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거나, 팽창시키거나, 다른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도 6b는 관강(112)이 세로로 연장되어 있고 측벽 유출구(114b)에서 원위적으로 종결되어 있는 통로 형성 
카테테르 장치(100b)를 도시한 것이다.  측벽 구멍(114b)와 관강(112b)의 반대쪽 표면 상이에서, 관강
(112b) 내에 편향기 표면(115)가 형성된다.  가요성 재료로 형성된 조직 관통 요소(102)는 관강(112b) 내
에서 후퇴하는 경우에 실제로 직선 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원위 방향으로 전진하는 경우, 상기 조직 관
통 요소(102)의 원위 말단은 편향기 표면(115)에 의해 편향될 것이고, 측벽 구멍(114b)을 통해 카테테르
(100b)의 본체를 빠져나갈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직 관통 요소는 카테테르(100b)의 세로축(LA)에 
대해 측면 방향으로 카테테르(100b)의 본체를 빠져나갈 수 있다. 

도 6c는 관강(112c)이 세로로 연장되어 있고 측벽 유출구(114c)에서 원위적으로 종결되어 있는 카테테르 
장치(100c)를 도시한 것이다.  조직 관통 요소(102)는 사전 만곡 탄력성 부재이며, 카테테르(100c)의 관
강(112c)  내로 완전히 후퇴하는 경우에 실제로 직선인 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상기 조직 관통 요소
(102)가 원위 방향으로 전진하는 경우, 이러한 사전 만곡 탄력 부재(102)의 원위 말단은 관강(112c)의 벽
의 임의의 표면에 대한 인접 또는 이로부터의 편향에 대한 필요성 없이, 사전 만곡 형태를 추구하려는 고
유 경향으로 인해 유출구(114c) 외부로 자체 위치하고 통과할 것이다.    

도 6d 및 6d'는 관강(112d)가 세로로 연장되어 있고 원위 말단 유출구(114d)에서 종결되어 있는 카테테르 
장치(100d)를 도시한 것이다.  모루 부재(180)가 카테테르(100d)의 원위 말단의 공간화된 거리 전방에 설
치되고, 일체화되어 형성된 받침대(182)에 의해 카테테르에 부착된다.  모루 부재(180)는 카테테르(100
d)의 관강(112d)의 원위 말단 유출구(114d)와 직접 일직선이 되어, 무딘 원위 표면(184), 및 이것의 근위 
측면에 형성된 편향기 표면(186)을 갖는다.  상기 양태에서 조직 관통 요소(102)는 도시된 바와 같이, 카
테테르의 관강(114d)에 일치하고 그 안으로 후퇴할 수 있는 실제로 직선이거나 최소로 만곡된 형태를 나
타내는 가요성 부재 또는 사전 만곡 탄력성 부재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천공 요소(102)가 카테테르
의 원위 말단 개구(114b) 밖으로 전진하는 경우, 조직 관통 요소(102)의 원위 팁은 모루 부재(180)의 편
향기 표면(186)에 인접할 것이고, 이에 의해, 조직 관통 요소가 도시된 바와 같이 혈관 BV의 벽을 통해 
통과할 정도로, 측면 방향으로 편향되거나, 안내되거나, 만곡되거나 곡선화될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모루 부재(180)의 편향기 표면(186)은 카테테르(100d)의 관강(112d)의 내부 표면과 연속되
지 않는다.  

도 6e는 카테테르 장치(100e)가 후퇴성 외부 카테테르 덮개(190), 및 사전 만곡 탄력성 관(194)가 원위 
부분 내에 형성되거나 원위 부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연장 내부 부재(192)를 포함하는, 카테테르 장치
(100e)의 또다른 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연장 내부 부재(192)는 무딘 원위 팁(196) 및 그안에 형성된 연
장 측면 개구(198)을 가져서, 외부 카테테르 덮개(190)가 근위 방향으로 후퇴하는 경우에, 사전 만곡 탄
력성 관 부재(194)는 도시된 바와 같이 사전 만곡 측면 곡선 형태로 외향으로 반발하게 된다.  상기 양태
의 조직 관통 요소(102)는 내부 관 부재(194)의 원위 말단에서 형성된 원위 말단 개구(114e) 밖으로 전진
하는 경우에 사전 만곡 형태를 나타내게 될 가요성 부재 또는 사전 만곡 탄력성 부재일 수 있다.  상기 
방식으로, 사전 만곡 관 부재(194)는 카테테르 덮개(190)가 근위 방향으로 후퇴하는 경우에 제 1 각 A1을 

형성할 수 있고, 사전 만곡 탄력성 조직 관통 요소(102)는 이것이 사전 만곡 관 부재(194)의 원위 말단 
개구(114e) 밖으로 전진하는 경우에 부가적 제 2 각 A2를 형성할 수 있어서, 제 1 각 A1 및 제 2 각 A2는 

조합되어, 조직 관통 요소(102)의 원위 팁이 향하는 방향과 카테테르(100e)의 세로축 LA 사이에 제 3 각 
A3가 형성될 것이다.  상기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조직 관통 요소(102)의 원위 팁의 방향과 카테테

르(100e)의 세로축 LA 사이의 제 3 각 A3는 통로(10)가 조직 관통 요소(102)에 의해 형성될 정확한 각을 

반드시 지시하거나 규정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조직 관통 요소(102)는 연속 곡선 통로를 형성시킬 연속 
곡선 형태를 포함하는 임의의 적합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도 6f는 카테테르 장치(100f)가 근위 방향으로 후퇴할 수 있는 관형 외부 덮개(202), 및 무딘 원위 팁
(206)  및  그  안에서  형성된  측면  개구(208)을  갖는  연장  내부  부재(204)를  포함하는,  카테테르 장치
(100f)의 또다른 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조직 관통 요소(102)는 외부 카테테르 덮개(202)가 측면 개구
(208)를 덮도록 전진될 경우에 조직 관통 요소(102)가 실제로 직선이거나 최소로 만곡된 형태를 나타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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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테르 장치(100f)에 일치되고 그 안에 함유될 정도로, 측면 개구(208)에 바로 인접한 연장 부재(104) 
내에 설치된 사전 만곡 탄력성 부재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외부 덮개(202)가 측면 개구(208)을 노출시
키도록 근위 방향으로 배출되는 경우, 조직 관통 요소(102)는 이것의 사전 만곡 형태에 대해 외향으로 반
발하여, 조직 관통 요소의 원위 말단이 카테테르 장치(100f)가 삽입되는 혈관 BV의 벽을 향해 
이동하거나, 이 벽과 순간적으로 접촉하도록 위치할 것이다.  최소한 일부 양태에서, 조직 관통 요소는 
원위 방향으로 전진하여, 혈관 벽을 통해 관통하거나, 본 발명에 따라 혈관외 통로(10)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임의의 혈관외 조직을 통해 관통할 것이다.  

도 6g는 중공 관강(112g)이 세로로 연장되어 있고 원위 말단 개구(114g)를 통해 원위적으로 개방되어 있
는 관형 카테테르 본체를 포함하는 통로 형성 카테테르 장치(100g)의 또다른 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카
테테르(100g)의 본체의 원위 말단은 도 6g의 점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측면 방향으로 만곡될 수 있다.  
측면 방향으로의 카테테르 장치(100g)의 원위 말단의 이러한 만곡은 출구(114g)를 카테테르 장치(100g)가 
위치한 혈관 벽 쪽으로 향하게 하여, 카테테르 장치(100g)의 원위 말단 개구(114g) 밖으로의 조직 관통 
요소(102)의 후속 전진으로, 조직 관통 요소(102)가 카테테르 장치(100g)가 위치한 혈관 BV의 벽에 접촉
하고 이 벽을 통해 통과하게 될 것이다.  카테테르(100g)의 만곡성 원위 말단은 형상 기억 합금, 푸울 와
이어(pull wire), 반대 전자기 코일, 또는 카테테르의 팁을 만곡시키기 위해 당분야에 공지된 임의의 다
른 적합한 메카니즘, 장치 또는 재료의 존재하에, 직선 형태로부터 곡선 또는 만곡 형태로 전환될 수 있
다. 

도 6h는 조직 관통 요소(102)가 통과할 수 있는 관형 카테테르(100h)를 포함하는 통로 형성 카테테르 장
치(100h)의 또다른 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혈관외 통로(10)이 혈관 BV의 벽에서 형성되는 위치의 반대측
의 카테테르 장치(100h)의 한 측면에 팽창성 벌룬(210)이 형성된다.  조직 관통 요소(102)의 전진 전 또
는 도중에 벌룬(210)의 팽창은 a) 조직 관통 요소(102)가 혈관 BV의 벽을 통해 전진함에 따라 카테테르
(100h)가 혈관 BV의 반대쪽 벽에 대해 후퇴하고 전진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할 것이고, b) 혈관 BV
의 관강 내의 실제로 고정된 위치에서 카테테르 장치(100h)의 원위 부분을 안정화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을 
조작하여, 조직 관통 요소(102)가 혈관 BV의 벽을 통해 전진하거나 다른 식으로 통과함에 따라 조직 관통 
요소(102)에 대한 전진력 또는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도 6h에 도시된 양태에서, 카테테르 장치는 원위 
말단 유출구 개구(114h)를 갖고, 조직 관통 요소(102)는 이것이 원위 말단 개구(114h)를 빠져나감에 따라 
측면 만곡 또는 곡면 형태를 나타낼 사전 만곡 탄력성 부재이다.  그러나, 도 6h에 도시된 측면 벌룬
(210)이 합체되고, 조직 관통 요소가 카테테르 장치(100h)의 측벽에 형성된 측면 유출구를 통해 빠져나가
는 것을 포함하는 도 6a-6i에 도시된 카테테르의 유형 중 어느 하나와 함께 사용될 수 있음이 인지될 것
이다.  

도 6i는 세로로 연장된 중공 관강(114i) 및 관형 카테테르 본체의 원위 말단에 회전할 수 있게 고정된 무
딘 팁 부재(212)를 갖는 연장된 가요성 관형 카테테르 본체를 포함하는 통로 형성 카테테르 장치(100i)의 
또다른 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원위 팁 부재(212)는 이를 통해 연장한 곡면 관강(214)를 가지며, 이것의 
근위 말단은 카테테르(100i)의 관강(114i)와 일치되고, 원위 말단은 원위 팁 부재(112)의 한 측면에서 형
성된 측면 유출구(114i)에서 종결된다.  상기 양태에서 조직 관통 요소(102)는 가요성 부재 또는 사전 만
곡 탄력성 부재를 포함할 수 있다.  이중 어느 경우에도, 조직 관통 요소(102)는 중간 위치 쪽으로 초기
에 전진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조직 관통 요소의 원위 팁은 원위 팁 부재(212)의 곡면 관강(214) 내에 
위치한다.  이러한 중간 위치에 있는 조직 관통 요소(102)에 대해, 조직 관통 요소(102)는 회전할 수 있
다.  조직 관통 요소(102)의 이러한 회전은 원위 팁 부재(121)의 곡면 관강(214) 내에서의 이것의 마찰 
맞물림으로 인해, 원위 팁 부재(212)를 동시에 회전시킬 것이다.  상기 방식으로, 조직 관통 요소(102)의 
부분 전진 또는 회전은 원위 팁 부재(212)를 회전할 수 있게 이동시켜서 측면 유출구(114i)의 회전 배향
을 조절하여, 조직 관통 요소를 바람직한 측면 방향으로 이동시켜 바람직한 위치에서 본 발명의 혈관외 
통로(10)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방식으로, 원위 팁 부재(212)의 바람직한 
회전 배향이 달성된 후에, 측면 유출구(114i) 밖으로의 조직 관통 요소(102)의 추가의 전진으로, 조직 관
통 요소는 카테테르 장치(100i)가 위치한 혈관 BV의 벽을 통한 바람직한 혈관외 통로(10)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ii.  통로 형성 카테테르 내로 합체될 수 있는 조직 관통 요소의 유형

하기의 도 7a-7m 및 하기에 설명되는 첨부된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조직 관통 요
소(102)의 일부 유형을 기술하고 예시하기 위한 것이다.  하기에 설명되고 도 7a07m에 도시된 특정 유형
의 조직 관통 요소(102)가, 사용될 수 있지만, 오히려, 사용될 수 있는 조직 관통 요소(102)의 유형의 예
를 제공하도록 예정된 모든 가능한 유형의 조직 관통 요소(102)를 배타적으로 기재하고 설명하려는 것은 
아님이 인지되고 이해된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용어 '조직 관통 요소'는 고형 부재로 제하되지 않
을 뿐 아니라, 여러 수단, 장치 또는 에너지 흐름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용어 '사전 만곡 탄력성 부
재'는 하기에 설명되는 이러한 용여의 정의에 따라 설명되어야 한다. 

도 7a-7m에는, 본 발명의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  내로 합체될 수 있는 여려 유형의 조직 관통 요소
(102)가 도시되어 있다.  이들 조직 관통 요소(102)는 가요성 카테테르 본체 밖으로 통과하고, 카테테르
(100)가 위치한 혈관 벽을 통해 관통하고, 혈관외 조직에 인접하여, 필요에 따라, 본 발명의 바람직한 혈
관외 통로(10)를 형성하도록 설계된다.  

도 7a 및 7a'는 조직 관통 요소9102a)의 제 1 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조직 관통 요소(102a)의 이러한 양
태는 플로리다주 탐프타에 소재하는 마이크로관강, 인코포레이티드(MicroLumen,  Inc.)의 시판용 제품인 
폴리아미드관과 같은 가요성 재료로부터 형성되고, 그 위에 형성된 날카로운 경사진 원위 팁(300)을 갖는 
연장된 가용성 니들을 포함한다.  광학적 관강(302)은 관통 요소(102a)를 통해 세로로 연장할 수 있다.  
사전 만곡 탄력성 부재(304)는 조직 관통 요소(102a) 내에서, 또는 대안적으로는 푸울 와이어 내에서 세
로로 위치한다. 

요소(102a)가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의 관강 내에서 후퇴하는 경우, 탄력성 돌기 부재(304a)가 카테테
르 관강의 형태에 따르고 조직 관통 요소(102a)를 카테테르 관강 내에서 완전히 후퇴시키는 실제로 직선
이거나 최소로 만곡된 형태를 나타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직 관통 요소가 통로 형성 카테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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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100)에 노출되거나 그 밖으로 전진하는 경우에, 사전 만곡 돌기 부재(304)는 측면 방향으로 만곡되거
나 굽어져서, 전체 가요성 조직 관통 요소(102a)가 도 7a의 가상선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측
면으로 만곡되거나 굽어진 형태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상기 방식으로, 사전 만곡 탄력성 부재(304)로 
인해,  조직  관통  요소의  가요성  본체는  바람직한  측면으로  만곡되거나  굽어진  형태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일부 경우에, 상기 배열은 또한, 조직 관통 요소(102a)를 사전 만곡 탄력성 돌기 부재 둘레로 
회전시키거나 스핀시켜서, 혈관 벽 또는 인접 조직을 통한 조직 관통 요소의 전진을 촉진시키거나 향상시
킬 수 있다.  

도 7b는 근위 샤프트(306)의 원위 말단 상에 고정되거나 다른식으로 연결된 경질의 날카로운 원위 팁 부
재(308)을 갖는 가요성의 연장된 근위 샤프트(306)을 포함하는 조직 관통 요소(102b)의 또다른 양태를 도
시한 것이다.  상기 양태에서, 조직 관통 요소(102b)의 근위 샤프트(306)는 카테테르의 관강 내에서 비틀
린 해부학적 곡면을 조정하기에 충분한 가요성 및 만곡성이며, 경질 원위 팁 부분(308)은 스테인레스강과 
같은 경질 재료로 형성되어, 혈관 벽 및 바람직한 혈관외 조직을 통해 관통하거나 통과할 실제로 날카로
운 원위 팁(310)을 유지시켜서 본 발명에 따르는 혈관외 통로(10)을 형성하게 된다.  

도 7c는 날카로운 원위 팁(312)을 갖고, 조직 관통 요소(102c)가 정상적인 사용 동안 처하게될 온도 범위 
내에서 탄력성, 탄성 또는 초탄성을 나타내는 초탄성 니켈 티탄 합금 또는 다른 금속 합금과 같은 사전 
만곡 탄성 재료로 형성된 연장된 고형 또는 중공 니들을 포함한다.  사전 만곡 탄성 재료로 형성되는 조
직 관통 요소(102c)의 상기 양태는 전체 조직 관통 요소(102c)가 관강(112) 내로 후퇴할 수 있을 정도로,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의 관강 내로 후퇴하는 경우에 실제로 직선이거나 최소로 만곡된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조직 관통 요소(102c)가 카테테르(100) 중의 유출구(114c) 밖으로 전진하는 경우, 조직 
관통 요소(102c)는 사전 만곡 형태를 나타내어, 카테테르의 세로축 LA에 대한 각 A에서 측면 방향으로 굽
어지거나 만곡되게 되어, 혈관 벽 및 임의의 인접 조직을 통해 조직 관통 요소(102c)의 원위 부분의 전진
을 촉진 시켜서 본 발명에 따르는 바람직한 혈관외 통로(10)를 형성할 것이다.  

도 7d는 날카로운(예를 들어, 경사진) 원위 팁(314) 및 세로로 연장한 가이드 와이어 통로 관강(316)을 
갖는 중공 니들을 포함하는 조직 관통 요소(102d)의 또다른 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중공 니들이 도 
6a-6i에 예시되고 상기에 상세히 설명된 다양한 조직 관통 요소 배출 방법에 따라 사전 만곡 탄력성 재료 
또는 가요성 재료로 형성될 수 있음이 인지될 것이다.  도 7b에 도시된 천공 요소(102d)의 양태는 가이드 
와이어(GW)를 가이드 와이어 통로 관강(316)을 통해 전진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상기 방식으로, 가이드 
와이어(GW)는 원위 방향으로 주기적으로 전진하거나, 연속적 원위 방향 압력 하에 위치하여, 조직 관통 
요소(102d)의 날카로운 원위 팁(314)이 또다른 혈관 또는 또다른 중공 공동에 들어가는 경우에, 가이드 
와이어(GW)가 원위 방향으로 신속하게 전진하여 조직 관통 요소(102d)의 날카로운 원위 팁(314)가 이러한 
혈관 관강 또는 중공 공동에 들어갔다는 신호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관통 요소(102d)의 상기 
양태는 혈관외 통로(10)이 2개의 혈관 사이에서 형성되는 본 발명의 혈관 재생 방법, 또는 혈관과 체내의 
또다른 혈관 또는 다른 중공 공동을 포함하는 표적물 T 사이에 혈관외 통로(10)가 형성되는 본 발명의 다
른 혈관외 처리에 특히 유용하다.  가이드 와이어(GW)에 대한 원위 방향 압력은 수동으로 가해지거나, 도 
10c', 10c'' 및 10c'''에 도시되고 하기에 상세히 설명되는 유형의 압력 부과 안전 장치에 의해 가해질 
수 있다.  

도 7e는 날카로운(예를 들어, 경사진) 원위 팁(318)을 갖는 고형 니들을 포함하는 조직 관통 요소(102e)
의 또다른 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천공 요소(102e)의 상기 양태는 도 7e'에 예시된 바와 같이, 와이어와 
같은 연속 고형 연장 부재로 형성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도 7e''에 예시된 바와 같이, 조직 관통 요소
의 상기 양태는 세로로 연장한 중공 관강(114e'')를 갖는 외부 관형 부재(102e'') 및 관통 요소(102e'')
의 중공 관강(114e'') 내에서 공축으로 삽입된 제거할 수 있는 탐침 부재(320)을 포함할 수 있어서, 고형 
탐침 부재(320)와 조합하여 관형 관통 요소(102e'')가 본질적으로, 도 7e'에 도시된 고형 연장 천공 요소
(102e')와 유사한 고형 니들 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도 7f는 원위 말단 상에서 형성된 날카로운 투관침 팁(324) 및 주변의 세로로 전진할 수 있는 외부 덮개
(326)을 갖는 연장 고형 또는 관형 부재(322)의 조합으로 제조된 조직 관통 요소(102f)의 또다른 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외부 덮개(326)의 원위 부분은 이것이 연장 부재(322)의 날카로운 투관침 팁(324) 위로 
통과하고 이를 차폐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점점 가늘어질 수 있다 (도시되지 않음).  그러나, 혈관 벽 또는 
외부 조직을 통해 전진하는 경우, 날카로운 투관침 팁(324)은 외부 덮개(326)의 원위 말단 개구 밖으로 
뻗어나와서, 혈관 벽 및/또는 다른 조직을 통해 관통되고 전진할 것이다.  투관침 팁이 또다른 혈관 관강 
또는 다른 중공체 공동 내로 통과하는 경우, 외부 덮개(326)는 외부 덮개(326)에 가해지는 간헐적 또는 
연속 원위 방향 압력에 반응하여 전진할 수 있다.  이러한 원위 방향 압력은 수동으로 가해지거나, 도 
10c', 10c'' 및 10c'''에 도시되고 하기에 상세히 설명되는 유형의 압력 부과 안전 장치에 의해 가해질 
수 있다.  

도 7g는 원위 말단 상에서 형성된 에너지 방출 원위 팁(330)을 갖는 연장 관형 부재(328)을 포함하는 조
직 관통 요소(102g)의 또다른 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하나 이상의 에너지 전달 와이어 또는 부재(322)는 
관형 부재(328)을 통해 연장할 수 있고, 에너지 방출 원위 팁(330)에 연결되어, 바람직한 형태의 에너지
를 원위 팁(330)에 전달할 것이다.  상기 방식으로, 에너지 방출 팁은 본 발명의 방법론에 따라 혈관 및 
다른 혈관외 조직을 통한 부재(328)의 전진을 방지, 차단 또는 촉진시킬 임의의 적합한 유형의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  있다.   에너지  방출  팁(330)으로부터  방출될  수  있는  에너지의  유형의  예로는,  열(예를 
들어, '고온 팁'을 형성시키기 위한 전기 저항열 또는 레이저열), 단극 전기소작, 쌍극 전기소작, 초음파 
등이 있다. 

도 7h는 세로로 연장한 관강을 갖는 연장 가요성 카테테르(100) 및 이것의 원위 말단에 고정된 회전성 통
로 형성 팁(336)을 포함하는 조직 관통 요소(102h)의 또다른 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회전성 드라이브 부
재(338)가 카테테르(100)의 관강(112)을 통해 세로로 연장되어 있고, 원위 팁(336)을 혈관 또는 다른 조
직의 벽을 통해 관통 요소(102h)를 전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 회전시키도고 작동된다.  회전 원위 
팁(336)은 회전하는 경우에, 바람직한 형태의 조직을 통한 터널 도는 통로를 형성시킬 임의의 적합한 형
태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회전성 팁(336)의 외부 표면에 날카로운 나선형 블레이드 또는 짜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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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337), 또는 회전성 팁(336)의 바람직한 조직의 회전성 보오링, 절단 또는 팽창을 촉진시키기 위한 
임의의 적합한 조직 절단 또는 팽창 장치가 제공될 수 있다.  

도 7i는 조직 관통 요소(102i)의 또다른 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양태에서, 조직 관통 요소(102i)는 
카테테르(100)에서 형성된 구멍 또는 렌즈 커버 구멍(114i) 밖으로 발사되는 펄스 또는 연속 레이저광의 
비임을 포함한다.  광학 섬유와 같은 레이저 전달 요소(340)는 카테테르(100)의 관강(112)을 통해 세로로 
연장하고, 레이저 전달 부재(340)의 원위 말단으로부터 방출되는 레이저광을 측면 구멍(114i) 밖으로 반
사시킬 거울과 같은 반사성 표면(341)에 대해 근위에 그리고 이 표면과 일치하여 종결된다.  이와 같이, 
상기 특정 양태에서, 조직 관통 요소(102i)는 고체 또는 전개가능한 조직 관통 장치로 형성되지 않고, 오
히려, 혈관 및 다른 혈관외 조직을 증발시키거나 절제시켜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혈관외 통로(10)를 형성
시킬 수 있는 레이저광의 펄스 또는 연속 비임을 포함한다.  

조직 관통 요소(102i)의 상기 양태가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될 수 있음이 인지될 것이다.  예를 들어, 반
사성 표면 대신에, 연속 에너지 가이드(예를 들어, 광학 섬유)가 카테테르 본체를 통해 연장하고, 카테테
르의 측벽에 위치한 유출구 또는 렌즈에서 종결되어, 에너지의 흐름(예를 들어, 레이저광)이 카테테르로
부터 측면 방향으로 외향으로 통과하게 된다.  대안적으로, 에너지 방출 장치는 카테테르의 측벽 상에 또
는  그  내부에  고정되어,  카테테르로부터  측면  외향  방향으로  에너지의  바람직한  흐름을  방출시킬  수 
있다.  더욱이, 도 7i에 특별히 도시된 양태 및 이것의 상기 언급된 변형된 양태는 레이저 에너지로 제한
되지는 않고, 열, 초음파, 레이저광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의 적합한 흐름을 사용할 수 있다.  

도 7j는 본 발명의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 내로 합체될 수 있는 조직 관통 요소(102j)의 또다른 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본 양태에서, 조직 관통 요소(102j)는 레이저 에너지가 연장된 레이저 전달 부재(102j)
의 원위 말단(343) 밖으로 방출될 정도로 레이저 에너지를 통과시킬 수 있는 연장된 레이저 전달 부재를 
포함한다.  연장된 레이저 전달 부재(102j)는 이것이 카테테르(100) 중의 원위 말단 개구(114) 밖으로 통
과하는 경우에, 측면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만곡되거나 굽어져서, 카테테르(100)가 위치하는 혈관 BV의 벽
에 접촉하여, 레이저 전달 부재(102j)의 원위 말단(343)으로부터 방출되는 레이저 에너지가 혈관 및 다른 
혈관외 조직의 벽에서 바람직한 혈관외 통로(10)을 형성하게 될 정도로 사전 만곡될 수 있다.  대안적으
로, 도 6a-6i에 도시되고 상기에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모든 조직 관통 요소(102)에 대한 적합한 
배출 방법에 따라, 카테테르(100) 중에서 형성된 측벽 구멍과 같은 레이저 전달 부재(102j)에 대해 다양
한 다른 배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이 인지될 것이다.  

도 7k는 본 발명의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에 사용할 수 있는 조직 관통 요소(102k)의 또다른 양태를 도
시한 것이다.  도 7k에 도시된 조직 관통 요소(102k)는 세로로 연장된 관강(316) 및 날카로운 원위 팁을 
갖는 연장된 중공 니들을 포함한다.  진공원(예를 들어, 흡입관)(344)가 조직 관통 요소(102k)의 관강
(316)의 근위 말단에 부착되어, 본 발명의 혈관외 통로(10)이 형성되는 혈관 BV 또는 다른 조직의 벽을 
통해 조직 관통 요소의 원위 말단이 전진함에 따라, 조직을 관강(316) 내로 끌어당긴다.  날카로운 원위 
팁으로부터 일정 공간 거리로 조직 관통 요소(102k)의 외부에 고정된 팽창성 환형 벌룬을 포함할 수 있는 
임의의 봉 커프(317)는 혈관 BV의 벽과 인접하게 위치하여, 관강(316)에 가해지는 흡입으로 인해 혈관 
BV의 관강으로부터 혈액이 외향으로 누출되거나 흡출되는 것을 방지할 봉부를 형성시킬 수 있다.  상기 
방식으로, 임의의 봉 커프(317)는 조직 관통 요소(102k)가 혈관 벽의 조직 또는 다른 혈관외 조직을 통
해 전진함에 따라 관강(316)의 원위 말단 내로의 혈관 벽 BV의 조직 또는 다른 혈관외 조직의 끌어당김 
또는 흡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  

도 7ℓ에는, 본 발명의 통로 형성 카테테르(100)에 사용할 수 있는 조직 관통 요소(102ℓ)의 또다른 양태
가 도시되어 있다.  도 7ℓ과 관련하여, 날카로운 원위 팁을 갖는 고형 또는 중공 니들과 같은 표준 조직 
관통 요소(102)와 사전 만곡 탄력성 원위 부분(347) 및 세로로 연장한 중공 관강(349)을 갖는 주변 관형 
덮개(346)의 조합에 의해 형성된 조직 관통 요소(102ℓ)이 제공된다.  조직 관통 요소(102)가 내부에 고
정된 덮개(346)는 카테테르(100)의 관강(112)를 통해 전진한다.  덮개(346)의 원위 부분(347)이 카테테르
(100)의 원위 말단 개구(114) 밖으로 전진하는 경우, 덮개의 사전 만곡 원위 부분(347)은 도 7ℓ의 점선
에 의해 예시한 바와 같이, 측면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굽어지거나 만곡될 것이다.  그 후에, 가요성 또는 
사전 만곡 조직 관통 요소(102)는 덮개(346)의 관강(349)을 통해, 그리고 혈관 BV의 벽 또는 다른 혈관외 
조직을 통해 전진하여, 본 발명에 따르는 바람직한 혈관외 통로(10)를 형성시킬 것이다.  임의적으로, 진
공원(345)이  덮개(346)의  관강(349)의  근위  말단에  연결되어,  혈관  BV의  벽을  덮개(346)의  원위 부분
(347)의 원위 말단과의 접촉부 내로 끌어당겨서, 혈관 벽 또는 다른 조직을 통한 조직 관통 요소(102)의 
효율적인 전진 및 관통을 촉진시킬 수 있다. 

도 7m에는 조직 관통 요소(102m)의 또다른 양태가 도시되어 있다.  도 7m과 관련하여, 내부에 형성된 측
벽 개구(114) 및 세로로 연장되고 측벽 개구(114)에서 종결되는 중공 관강(112)를 갖는 카테테르(100)가 
제공된다.  날카로운 팁 중공 또는 고형 니들과 같은 조직 관통 요소(102)는 카테테르(100)의 관강(112)
을 통해, 측면 개구(114) 밖으로 전진할 수 있다.  진공원(350)(예를 들어, 흡입관)이 관강(112)의 근위 
말단에 부착되고, 흡입이 가해져서, 도 7m에 도시되 바와 같이, 혈관 BV의 벽을 하향으로 그리고 측면 구
멍(114)과의 접촉부로 끌어당긴다.  혈관 BV의 벽과 측면 구멍(114)의 이러한 흡입 유도 접촉은 혈관 BV
의 벽을 통한 조직 관통 요소(102)의 효율적인 전진 및 관통을 촉진시켜서, 본 발명에 따르는 바람직한 
혈관외 통로(10)를 형성시킨다.  또한, 상기 흡입 부착은 제시된 상태로 관통되는 조직을 유지시키는 데
에 도움을 주어서, 이러한 조직의 관통을 촉진시킨다.  

iii.  통로 변형 장치

도 8a-8h 및 하기에 기재된 이들의 상세한 설명은 조직 관통 요소(102)에 의해 초기에 형성되는 혈관외 
통로(10)을 처리, 확대, 부피축소, 팽창, 정렬, 코팅 또는 다른식으로 변형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장치를 예시하는 것이다.  도 8a-8h 및 하기의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되고,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통로 변형 장치의 각각 및 모든 가능한 유형을 배타적으로 기재하고 기술
하도록 예정되지 않은 통로 변형 장치의 유형의 대표적 예를 기술하고 예시하는 것임이 인지되고 이해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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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a는 원위 말단 상에 형성된 환형의 날카로운 원위 절단 팁(502)을 갖는 연장된 관형 부재 및 세로로 
연장된 중공 관강(504a)을 포함하는 통로 변형 장치(500a)의 제 1 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통로 변형 장
치(500a)의 이러한 양태는 조직 관통 요소(102)에 의해 형성되는 초기 통로 또는 트랙을 통해 통과된 가
이드 와이어(GW) 위로 전진할 수 있어서, 환형 원위 절단 팁(502)이 조직 관통 요소(102)에 의해 형성된 
초기 트랙 또는 통로를 부피축소시키거나 확대시켜서, 바람직한 크기 및 형태의 혈관외 통로(10)를 제공
하게 될 것이다.  흡입 및 진공이 통로 변형 장치(500a)의 상기 양태의 관강(504a)의 근위 말단에 가해져
서 원위 절단 팁(502)에 의한 조직의 코어링을 촉진시킬 수 있어서, 환형 원위 절단 팁(502)에 의해 절단
되는 조직이 관강(504a)를 통해 근위 방향으로 끌어당겨지고, 후속 병리학적 시험을 위해 적합한 수집 용
기 내에 수집될 수 있게 됨이 인지될 것이다. 

도 8b는 일반적으로 원통인 근위 부분(506)을 갖는 점점 가늘어진 팽창기 점차적으로 점점 가늘어진 원위 
부분(508)을 포함하는 통로 변형 장치의 또다른 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중공 관강(504b)는 통로 변형 장
치(500b)의 상기 양태를 통해 세로로 연장하여, 통로 변형 장치(500b)가 조직 관통 요소(102)에 의해 형
성되는 초기 통로 또는 트랙을 통해 삽입된 가이드 와이어(GW) 위로 전진할 수 있다.  상기 통로 변형 장
치(500b)가 이러한 초기에 형성된 통로 또는 트랙을 통해 전진함에 따라, 점점 가늘어진 원위 부분(508)
은 통로 또는 트랙을 장치(500b)의 근위 부분(506)의 확대된 직경 까지 팽창시킬 것이다.  임의의 에너지 
방출띠(510)가 장치(500b)의 근위 부분9506) 둘레에 고정되어, 열 또는 다른 에너지를 방출시켜서, 장치
(500b)가 전진함에 따라 통로(10)의 표면을 추가로 변형시킬 수 있다. 

도 8c는 도 8a에 도시한 양태의 원위 절단 팁(502)와 유사한 환형의 날카로운 원위 절단 팁(512)을 갖는 
연장된 관형 부재를 포함하지만, 에너지(에를 들어, 열, 진동, 레이저광 등)을 방출시키도록 더 개조된 
통로변형 장치(500c)의 제 3 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장치(500c)의 상기 양태에서, 에너지 전이 와이어 
또는 부재(514)는 장치(500c)의 관형 근위 부분을 통해 연장하고, 환형 원위 절단 팁(512)에 연결되어, 
전기 에너지, 초음파 진동, 또는 임의의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원위 팁(512)에 전이시켜서, 바람직한 혈
관 벽 또는 다른 혈관외 조직으로의 원위 팁(512)의 전진을 촉진시킨다.  장치(500c)를 통해 형성된 중공 
관강(504)은 조직 관통 부재에 의해 초기에 형성된 통로 또는 트랙 내에 위치한 가이드 와이어 위로 장치
가(500c)가 전진하게 한다.  전류 또는 다른 에너지는 장치(500c)의 전진 동안 에너지 전이 와이어 또는 
부재(514)를 통해 통과하여, 열 또는 다른 에너지가 원위 팁에 의해 방출되어 조직을 통한 장치(500c)의 
통과 및 전진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진공원(예를 들어, 흡입관)은 관강(504c)의 근위 말단에 부착되
어 조직을 통한 장치(500c)의 전진을 추가로 촉진시키고, 관강(504c)을 통해 임의의 코어링된 조직을 끌
어당겨서, 분리된 조직이 수집 용기 중에 수집되고 후속 병리학적 연구에 제공될 수 있게 될 수 있다. 

도 8d는 세로로 연장된 중공 관강(504d)를 갖는 연장된 관형 카테테르(516) 및 이것의 외부 표면에 고정
된 환형 벌룬(518)을 포함하는 통로 변형 장치(500d)의 제 4 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분리된 벌룬 팽창 
관강(도시되지 않음)은 카테테르(516)의 근위 부분을 통해 연장하여, 팽창 유체가 벌룬(518)의 내부로 주
입되거나 이로부터 배출되게 될 것이다.  통로 변형 장치(500d)의 상기 양태는 팽창된 벌룬(518)이 이러
한 초기 형성된 통로 또는 트랙 내에 위치할 때 까지, 조직 관통 요소에 의해 형성된 초기 통로 또는 트
랙 내에 위치한 가이드 와이어(GW) 위로 전진할 수 있다.  그 후에, 벌룬(518)은 팽창되어, 초기 형성된 
통로 또는 트랙을 팽창시키거나 잡아 당겨서 바람직한 직경 및/또는 형태를 갖는 변형된 혈관외 통로(1
0)를 제공할 수 있다. 

도 8e는 서로 세로로 정렬되어 위치한 근위 부분(520') 및 원위 부분(520'')으로 이루어진 연장된 가요성 
카테테르 본체를 포함하는 통로 변형 장치(500e)의 제 5 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근위 및 원위 부분(520' 
및 520'')는 2개의 연장된 굽은 절단 와이어(522)에 의해 서로 연결된다.  중공 관강(504e)는 장치(500
e)의 근위 부분(504') 및 원위 부분(504'')를 통해 연장되어, 장치(500e)는 조직 관통 요소(102)에 의해 
초기에 형성된 통로 또는 트랙을 통해 삽입된 가이드 와이어(GW) 위로 전진할 수 있게 된다.  푸울 와이
어(도시되지 않음) 또는 가이드 와이어 자체는 카테테르 본체의 원위 부분(520')에 맞물려서, 카테테르 
본체의 원위 부분이 근위 방향으로 끌어당겨져서, 카테테르 본체의 근위 부분(520')와 원위 부분(520'') 
사이의 갭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도 8e에 가상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절단 와이어
(522)가 외향으로 굽어질 것이다.  작동시에, 장치(500e)는 가이드 와이어(GW) 위로, 초기에 형성된 통로 
또는 트랙을 통해 전진할 것이다.  그 후에, 카테테르 본체의 근위 부분(520')은 근위 방향으로 끌어당겨
져서, 카테테르 본체의 근위 부분(520') 및 원위 부분(520'')의 원위 말단 사이의 거리를 단축시켜서, 절
단 와이어(522)가 외향으로 굽어지게 될 것이다.  임의적으로, 전류가 절단 와이어를 통해 통과되어, 와
이어의 절단 작용이 향상될 것이다.  그 후에, 장치(500e)는 조직 관통 요소에 의해 초기에 형성된 통로 
또는 트랙을 통해 근위 방향으로 후퇴하여, 외향으로 굽어진 절단 와이어(522)가 초기에 형성된 통로 또
는 트랙을 확대시켜서, 통로 또는 트랙을 본 발명에 따라 확대된 스릿형 혈관외 통로(10)으로 전환시키게 
될 것이다.  

도 8f는 푸울-백 절단 장치(532)가 원위 말단에 고정된 통로 변형 장치(500f)의 제 6 양태를 도시한 것이
다.  푸울-백 절단 장치(532)는 무딘 원위 표면(534) 및 환형 근위 절단 에지(536)을 갖는 경질 부재를 
포함한다.  중공 관강(504f)는 샤프트(530)  및 푸울-백 절단 부재(532)를 통해 세로로 연장하여, 장치
(500f)가 조직 관통 요소(102)에 의해 초기에 형성된 통로 또는 트랙에 삽입된 가이드 와이어(GW) 위로 
전진할 수 있다.  푸울-백 절단 부재(532)가 초기에 형성된 통로 또는 트랙 내로 완전히 전진된 후에, 이
것은 근위 방향으로 후퇴하여, 근위 절단 표면(536)이 조직을 절단시켜서 통로를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킬 
것이다.  임의적으로, 절단 표면(536)은 푸울-백 부재(532)의 후퇴 동안 회전하여, 조직의 절단을 촉진시
킬 수 있다.   또한,  임의적으로,  모루(도시되지 않음)가 통로(10)의 반대 말단에 위치하여 절단 에지
(536)에 대한 역압을 제공하여, 푸울 백 절단 부재(532)에 의한 조직의 절단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근위 
절단 표면(536)에 의해 통로의 벽으로부터 절단된 조직은 푸울-백 절단 부재(532)의 내부 챔버 내에 수집
될 것이다.  

도 8g는 푸쉬-포워드 절단 부재(542)가 원위 말단에 고정되어 있는 연장된 샤프트(540)를 포함하는 통로 
변형 장치(500g)의 제 7 양태를 도시한 것이다.  중공 관강(504g)는 샤프트(540) 및 절단 부재(542)를 통
해 세로로 연장하여, 장치(500g)는 조직 관통 요소(102)에 의해 초기에 형성된 통로 또는 트랙을 통해 삽
딥된 가이드 와이어(GW) 위로 전진할 수 있게 된다.  절단 부재(542)는 일반적으로 원통형인 와부 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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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원위 부분(542') 및 외향으로 점점 가늘어진 외부 표면을 갖는 근위 부분(542'')을 포함한다.  날카
로운 환형 절단 에지(542')가 원위 부분(542')의 원위 말단 상에서 형성되어, 장치(500g)가 원위 방향으
로 전진함에 따라, 절단 에지(544)는 일반적으로 원통형인 조직 덩어리 절단하여, 장치(500g)를 전진시키
는 초기에 형성된 통로 또는 트랙을 확대시킬 것이다.  임의적으로, 장치(500g)날카로운 환형 절단 에지
(544)는 장치(500g)의 전진 동안 회전할 수 있다.  또한, 임의적으로, 모루(도시되지 않음)가 통로(10)의 
반대 말단에 위치하여, 절단 에지(544)에 대한 역압을 제공하여, 장치(500g)에 의한 조직의 절단을 촉진
시킬 수 있다. 

도 8h에는 통로 변화 장치(500h)의 8번째 구체예가 도시되어 있다.  세로으로 연장된 관강(504h)을 갖춘 
연장 관 부재(550)를 포함한다.  대다수의 유출 구멍(554)들은 관형 부재(550)에 형성되며, 이들은 관형 
부재(550)의 원위 말단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의 내부 영역에 있다.  또한, 원위 가이드 와이어 출구 구멍
은 장치(500h)가 초기에 형성된 통로 또는 조직 관통 요소(500h)에 의해 생성된 관을 통하여 삽입된 가이
드 와이어 GW를 걸쳐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부재(550)의 원위 말단에 형성된다.  근위 및 원위 봉 벌
룬(552', 552')은 관형 부재(550)의 외부 표면 주위 즉, 유출 구멍(554)의 근위 및 원위에 형성된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출 구멍(534)이 유출 가능한 액체 물질로 처리될 통로(10) 내에 위치할 때 까
지,  관형 부재(550)는  가이드 와이어 GW를  걸쳐서 나아갈 수 있다.   그  후,  환상의 봉 벌룬(552', 
552')은 통로(10)의 반대쪽 말단이 봉쇄되도록 팽창될 것이다.  그 후, 원하는 유출 가능한 물질이 유출 
구멍(554)으로 흘러나오고, 통로(10)의 내부를 채울 수 있도록, 원하는 유출 가능한 물질은 관형 부재
(550)의 관강(504h)을 통하여 통과 할것이며, 이는 봉 벌룬(552', 552')에 의해 봉쇄된 상태로 유지된
다.  유출 가능한 제재로 통로(10)의 벽의 원하는 처리를 달성시킨 후, 통로(10)의 내부로부터 유출 가능
한 제재를 회수하기 위해 네거티브 압력이 관강(504h)에 가해질 것이다.  그 후, 봉 벌룬(522', 522')
은 수축되며, 장치(500h)가 통로(10)로부터 회수되고 제거될 것이다.  도 8h'에는 장치(500h')의 대안적
인 변형체가 도시되어 있으며, 액체 유출 구멍(554)이 관형 부재(550)에 형성되지만, 와이어와 같은 에너
지 전동 부재(도시하지 않음)는 관형 부재(550)의 본체를 통하여 연장될 것이며, 봉 벌룬(552',552')사
이의 관형 부재의 영역은 전극, 전기 소작기, 저항 가열기, 레이저, 또는 다른 에너지 방출기로 장착되어
서, 장치(500h')가 통로(10) 내에 위치하게 될 경우, 봉 벌룬(552', 552')사이의 관형 부재(550)의 외
부 표면이 가열되거나, 에너지를 방출하여 통로(10)의 벽을 처리하게 하며, 도 8h 및 8h'와 관련하여 참
조 문헌으로 상기에 설명되었다.

ⅳ. 세로 압박에 대한 장치 및/또는 두 개의 혈관사이에 형성된 혈관외 통로의 지지대

본 발명의 혈관외 통로(10)는 두 개의(2) 혈관사이에 형성되며(상기에 많이설명된 혈관 이식 방법에서와 
같이), 상기 혈관 벽사이의 움푹하거나 처진 조직이 문제이며, 이점에 있어서 통로(10)을 통한 혈액 흐름
은 움푹하거나 처진 조직으로 스며들음으로써 혈액 누출 및/또는 혈종 형성이 증가될 수 있다.

인접한 혈관 벽 사이의 조직 또는 공간으로의 혈액 침윤과 같은 것을 제지하기 위한 한 방법은 이러한 움
푹하거나 처진 조직을 압박하도록 통로(10)내에 세로 통로 압박 장치(22)을 위치시키는 것이며, 이로 인
해 상기 조직으로의 혈액 침윤을 억제시킬 수 있다.  또한, 통로(10)내의 세로 압박 장치(22)의 배치는 
통로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인접한 조직의 이동으로 인한 통로의 원하지 않는 수축 또는 폐쇄를 막도록 
통로내에 구조 지지대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하게는, 임의의 이러한 세로 압박 장치
(22)는 인접한 조직으로의 원하지 않는 혈액 침윤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세로 압박을 제공하도록 구조될 
수 있으며, 의인성 국소 빈혈을 유도하고 이러한 조직으리 회저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조직의 과압
박을 유도하지 않을 것이다.  도 9a 내지 9''' 및 이러한 도면의 상세한 설명은 특이적 세로 압박 장치
(22)의 예를 나타내며, 상기 장치는 혈액의 조직 침윤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또는 통로내에 구조적 지
지대를 제공하기 위해 본 발명의 혈관외 통로(10)내에 위치될 수 있다.  도 9a 내지 9f''' 및 이들의 상
세한 설명은 세로 압락 장치(22)의 모든 가능한 형태를 속속들이 기재하거나 설명한 것은 아니며, 상기 
장치는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도면 및 더욱 상세한 설명은 단지 세로 압박 장
치(22)의 형태의 예이며, 이들은 사용 가능하다.

도 9a 내지 9f'''에 도시되고 하기에 설명된 세로 압박 장치(22)의 효용은 반드시 본 발명의 혈관외 통로
(10)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혈관, 나팔관 등과 같은 신체의 병렬된 관형 해부학적 통로 사이의 측면 연결
(예를 들어, 문합)을 형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될 수 있다.

도 9a 내지 9a'는 제 1 환상 부재(600) 및 제 2 환상 부재(602)를 포함하는 세로 압박 장치(22a)의 제 1 
구체예를 나타내며, 상기 부재들은 두 개의 혈관 BV1 및 BV2사이에 형성된 통로(10)를 둘러싸는 다른 조직 

및 혈관 벽을 세로로 압박하도록 서로 직접 대체 될 수 있고, 서로 연결 가능하다.  제 1 고리 부재(60
0)은 이들로부터 연장된 다수의 레그 부재(604)를 가진다.  제 2 고리 부재(602)는 이들 내부의 다리 부
재(604)를 수용하도록 위치하고 형성된 다수의 수용 구멍(606)을 가진다.  각각의 레그 부재(604)는 베이
니트(bayonet) 연결계(608) 또는 상기 부재상에 형성된 다른 형태의 연결계를 가져서, 레그 부재(604)가 
수용 구멍(606)으로 삽입될 경우, 혈관 BV1 및 BV2의 벽 및 통로(10)을 둘러싸는 다른 개재된 조직 부분의 

세로 압박을 유도하는 제 1 및 제 2 고리 부재(600, 602)를 고정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연결계(608)
는 대응하는 부재 또는 수용 장치(606) 내에 형성된 표면과 맞물려진다.

도 9b 내지 9b'''는 세로 압박 장치(22b)의 제 2 구체예이며, 이는 도시된 바와 같이 두 개의 상층 아치
형 부분(610, 610'') 및 두 개의 하층 아치형 부분(612', 612'')을 갖는 도 9b에 도시된 형상으로 구부려
진 탄성(예를 들어, 고탄성) 와이어 링을 포함한다.  장치(22b)는 도뇨관(616)의 관강(614)내에 초기에 
설치된다.  감소된 직경 원위 부분을 갖는 내부 도뇨관 부재(618)는 도 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도
뇨관(616)의 관강(614)내에 동일 축으로 위치해서, 장치(22b)의 세로로 확장된 하층 아치형 부분(612', 
612'')가 내부 도뇨관(618)의 원위의감소된 직경 부분의 외부 표면과 외부 도뇨관(616)의 내부 관강 표면
사이에 포획되고, 마찰적으로 맞물려진다.  외부 도뇨관(616)은 장치(22b)가 배치된 통로(10)을 통하여 
초기에 나아간 후, 내부 도뇨관(616)이 도뇨관(616)의 원위 말단 개방부의 외부에서 세로로 확장된 상층 
아치형 부분(610', 610'')을 어내기 위해 원위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제 1 혈관 BV1의 관강 표면상에 

위치하도록 상층 아치형 부분(610', 610'')은 바깥쪽으로 탄력 있게 구부릴 것이다.  그 후, 내부 도뇨관
(618)은 세로로 확장된 하층 아치형 부분(612, 612', 612'') 형성 마찰적 맞물림을 해체하며, 내부 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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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618)과 외부 도뇨관(616)사이에 포획되도록 뒤쪽으로 끌어당겨 지고, 외부 도뇨관(616)은 빼져서, 제 
2 혈관 BV2의 관강 표면에 끼우고 맞물리도록 하층 아치형 부분(612', 612'')은 도뇨관(616)의 개방 원위 

말단을 통과하고, 바깥쪽으로 탄력있게 구부릴 것이며, 이로 인해 혈관 BV 및 BV의 벽과 이들사이에 위치
한 움푹하거나 처진 조직을 압박할 수 있다.  장치(22b)가 형성된 환형 와이러 부재는 탄력성 있는 물질
의 형태가 적합할 것이며, 바람직하게는 포유동물 몸체내에 배치되고 이식되는 동안 장치(22b)에 의해 만
나는 온도 범위내에 고탄력성 또는 높은 가요성을 나타내는 니켈-티탄 합금 또는 중합체를 포함할 수 있
다.

도 9c에는 제 1 환상면 벌룬(620) 및 제 2 환상면 벌룬(622)를 포함하는 세로 압박 장치(22c)의 제 3 구
체예가 도시되어 있다.  제 1 및 제 2 환상면 벌룬(620, 622)는 서로 세로로 일직선으로 위치하며, 다수
의 세로 연결계 부재(624)에 의해 서로 결합된다.  장치(22c)는 초기에 통로내에 위치하여, 연결계 부재
(624)가 통로(10)을 통하여 세로로 확장되면서 수축된 제 1 환상면 벌룬(620)은 제 1 혈관 BV1의 관강 표

면에 인접하게 위치하고, 수축된 제 2 환상면 벌룬(622)은 제 2 혈관(622)의 관강 표면에 인접하게 위치
한다.  그 후, 도 9c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혈관 BV1과 BV2의 벽 부분 및 이들 사이에 위치한 조직 부분을 

압박하도록 통로(10)을 둘러싸는 제 1 및 제 2 환상면 벌룬(620, 622)이 수축된다.  환상면 벌룬 부재
(620, 622)는 아교질의 또는 고칠수 있는 중합 물질로 수축될 수 있으며, 환상면 벌룬 부재(620, 622)가 
수축된 후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굳어짐으로써, 환상면 벌룬 부재(620, 622)의 다운-라인(down-line) 
누출 또는 수축과 같은 일부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도 9d에는 다수의 세로 연결계 부재(630)에 의해 연결된 환상 제 1 자석(626) 및 환상 제 2 자석(628)을 
포함하는 세로 압력 장치(22d)의 제 4 구체예를 도시한 것이다.  장치(22d)는 초기에 통로(10)내에 배치
되어, 제 1 환상 자석(626)은 제 1 혈관 BV1의 관강 표면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제 2 환상 자석(628)은 제 

2 혈관 BV2의 관강 표면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그 후, 통로(10)을 둘러싸는 상기 환상 자석(626, 628)은 

서로를 향하여 자성으로 이동되는 것이 허용되어, 세로 연결계 부재(630)은 맞물려지고, 자석을 세로로 
연결할 것이며, 이로 인해 혈관 BV1, BV2의 벽의 인접한 부분을 압력할 수 있다.

도 9e에는 제 1 링 부재(632) 및 제 2 링 부재(634)를 포함하는 세로 압박 장치(22e)의 제 5 구체예가 도
시되어 있으며, 이는 제 1 및 제 2 벌룬(640, 642)의 팽창에 의해 내부로 압축되고 연결된다.  하나 이상
의 연결게 부재(636)는 제 1 링 부재는 제 1 링 부재(632)의 내면으로부터 확장된다.  하나 이상의 대응
하는 수용 구멍(도시되지 않았음)(들)은 제 2 링 부재(634)에 형성되며, 이러한 수용 구멍(들)은 연결계 
부재(들)(636)을 수용하고, 연결계 부재(들)(636)상에 형성된 라케트(rachet) 톱니 또는 다른 맞물릴 수 
있는 표면을 맞물리기 위해 형성되었다.  장치(22e)는 상층 링 부재(632)가 제 1 혈관 BV1의 관강 표면에 

병렬로 그리고 상기 표면과 접합되어 위치하고, 제 2 링 부재(634)가 제 2 혈관 BV2의 관강 표면에 병렬로 

그리고 상기 표면과 접합되어 위치할 때까지, 초기에 벌룬(640, 642)를 갖춘 도뇨관을 통로를 통하여 나
아가게 함으로써 통로(10)내에 설치된다.  그 후, 벌룬(640, 642)은 서로를 향하여 링 부재(632, 634)를 
내부로 몰아내도록 동시에 팽창된다.  링 부재(632, 634)를 내부로 몰아낼 경우, 제 1 링 부재(632)의 레
그(636)은 제 2 링 부재(634)의 수용 구멍으로 더 나아가게 될 것이며, 레그(636)상의 라케트 톱니는 수
용(도시되진 않았음)부 내에 마찰적으로 맞물리거나 고정될 것이다.  혈관 BV1, BV2 벽 및 이들 사이에 삽

입된 조직의 원하는 정도의 압박과 통로(10)을 둘러싸는 것이 달성될 경우, 벌룬(640, 642)는 수축될 수 
있으며, 통로(10) 내부에 위치한 장치(22e)와 분리되면서 수축된 벌룬(640, 642)를 함유한 도뇨관(638)은 
물러난다.

도 9f 내지 9f'''은 본 발명에 따라 두 개의 혈관 BV1, BV2 사이에 형성된 혈관외 통로(10) 내에 설치된 
세로 압박 장치(22f)의 제 6 구체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장치(22f)는 일반적으로 
원통 어레이로 배열된 다수의 실질적으로 평행하고, 연장되고, 사전 만곡되고, 탄성이 있는 와이어 부재
(646)를 포함한다.  임의적으로, 단단하거나 유연한 물질로 형성된 원통 연결계 부재(648)는 원하는 원통 
어레이로 그들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개별적인 와이어 부재(646)의 각각에 연결될 수 있다.  도 9f'''에 
점선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와이어 부재(646)는 사전 만곡되서, 자유로울 경우, 각각의 와이어 
부재(646)의 반대 면은 일반적으로 'C' 형태로 추측되는 와이어 부재가 유도될 수 있도록 외부로 꼬아질 
것이다.  초기에, 장치(22f)는 관형 수송 도뇨관(650)의 관강(652) 내부에 설치된다.  내부 관형 도뇨관 
부재(654)는 수소 도뇨관(650)의 관강(652)내에 동일 축으로 위치한다.  내부 도뇨관(654)는 감소된 외부 
지경의 원위 부분(656)을 갖는다.  장치(22f)는 수소 도뇨관(654)의 관강(652) 내부에 설치되어, 개별적
인 와이어 부재(646)가 실질적으로 곧은 형태로 강요되고 고정된다.  와이어 부재(646)의 근위 말단은 도 
9f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 관형 도뇨관(654)의 원위 부분(656)의 외부 표면과 외부 도뇨관(650)의 내부 
관강 벽 사이에 포획된다.  도 9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장치(22f)는 수송 도뇨관(650)이 통로(10)을 초
기에 통과함으로써 통로(10)내에 이식되어, 수송 도뇨관의 원위 말단이 제 1 혈관 BV1의 관강 표면으로 흘

러 나오게 된다.  그 후, 도 9f'''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 관형 도뇨관(654)은 원위 방향으로 나아가
서, 와이어 부재(646)의 원위 말단이 외부 도뇨관(650)의 원위 말단의 외부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와이어 
부재(646)의 원위 말단이 외부로 꼬아지고 끼게되거나 제 1 혈관 BV1의 관강 표면내에 압박적으로 삽입된

다.  그 후, 내부 도뇨관(654)는 인접 방향으로 약간 들어가서, 마찰적으로 맞물려진 것으로부터 와이어 
부재(646)의 근위 렌즈를 분리시키고, 내부 관(654)의 원위 부분(656)과 외부 관(650)의 내부 관강 표면 
사이에 포획시킨다.  그 후, 도 9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체 도뇨관(650)을 근위 방향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전체 장치(22f)를 도뇨관(650)을 둘러싸는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와이어 부재(646)의 
근위 말단이 꼬아지고 끼게되거나, 제 2 혈관 BV2의 관강 표면내에 압박적으로 삽입된다.  이러한 방식으

로, 장치(22f)는 통로(10)을 둘러싸는 혈관 BV1, BV2 벽 및 이들 사이에 삽입된 임의의 조직을 압박한다.  

또한, 도 9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통형 연결계 부재(648)이 이용되는 구체예에서, 이러한 원통형 연
결계 부재는 도 9f''''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로(10)내에 실질적인 관형 내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합성적 
또는 보철학적 이식편 물질의 단편을 포함하는 것이 평가될 것이다.

장치(22f)가 사전 만곡되는 탄성 있는 구조로서 상기에 설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와이어 부재(646)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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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가단성 금속 또는 다른 압력 변형 물질로 형성될 수 있으며, 팽창 가능한 벌룬과 같은 적합한 변
형 도구를 와이어 부재(646)의 말단이 도뇨관(650)을 통과할 때 상기 말단을 원하는 대로 압력 변형시킬 
수 있도록 삽입 도뇨관(650)내에 배치시킴으로써, 원하는 사전 만곡된 'C' 형태를 제공할 수 있다.

ⅴ. 바람직한 통로 형성 도뇨관 및 시스템

도 10a 내지 11d에는 바람직한 통로 형성 도뇨관 및 본 발명에 따른 통로 형성 시스템을 형성하도록 결합
된 부속 장치의 두 개의 기본적 구체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12a 내지 13b는 두 개의 인접한 혈관 BV1, 

BV2 사이에 혈관외 통로(10)를 만들 수 있도록, 도 10a 내지 11d에 도시된 통로 형성 도뇨관 및 시스템을 

이용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단계적으로 도시하여 제공한다.

도 10a 내지 10c에는 바람직한 통로 형성 도뇨관 장치(100p)의 제 1 구체예가 도시되어 있으며, 이는 도
뇨관 몸체를 통하여 세로로 확장되고 종결된 관강(702)를 갖는 연장되고, 가요성 있는 도뇨관 몸체(700)
를 원위 배출 구멍(704)내의 이들의 원위 말단에 포함한다.  조직 관통 요소(102)는 도뇨관 몸체(700)의 
관강(702) 내부에 배치되며, 상기 조직 관통 요소는 도 7a 내지 7k에 도시되고 상기에 설명된 것중 일부
를 포함하는 임의의 적합한 조직 관통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배출 구멍(704) 및 관강(702)의 형태는 
배출 구멍(704) 밖의 조직 관통 요소를 통과하기 위한, 특히 도 6a 내지 6i에 도시되고 상기에 설명된 조
직 관통 요소 배출 설비를 포함하는 임의의 적합한 배출 설비를 수용하기 위해 변형될 수 있는 것이 평가
될 것이다.  

가요성 도뇨관 몸체(700)는 나일론, 페막스(pebax), 폴리에틸렌 등과 같은 가요성 중합제 물질 또는 얇은 
벽이 있는 히포튜빙(hypotubing)과 같은 유연한 금속 튜빙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속 끈 또는 
다른 보강 물질은 도뇨고나 몸체(700)의 벽내에 설치되거나 형성되어, 구조적 강화를 제공하고, 도뇨관 
몸체(700)이 과도한 손상 또는 주름 없이 회전되거나 토크(torque)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조
직 관통 요소(102)가 사전 만곡을 포함하는 구체예에 있어서, 탄성이 있는 부재 또는 바늘, 단단한 관형 
보강 부재(701)은 관통 요소(102)가 도뇨관 몸체(700)의 관강(702)으로 들어갈 경우, 도 10b에 도시된 바
와 같이 도뇨관 몸체(700)의 관강(702)의 원위 부분에 위치하여 관통 요소(102)의 사전 만곡 원위 부분에 
대한 단단한 압박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관형 보강 부재(701)의 존재는 조직 관통 요소(102)상의 임의
의 샤프한 원위 팁이 도뇨관 몸체(700)가 제조될 수 있는 비교적 연성 플라스틱 물질이 손상되거나 관통
되는 것을 추가적으로 방지할 것이다.

핸드피이스(706)은 유연한 도뇨관 몸체(700)의 근위 말단에 설치된다.  핸드피이스(706)은 일반적으로 핸
드피이스 내부로부터 형성된 원통형이고, 오목한 내부 공동(712)을 갖는 단단한 외부 외관을 포함한다.  
조직 관통 요소(102)의 근위 부분은 핸드피이스(706)의 내부 공동(712)으로 확장된다.  작동 버튼(710)은 
도 10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조직 관통 요소(102)에 연결된다.  작동 버튼(710)은 본 발명의 혈관외 통로
(10)을 형성하기 위해, 눌러지고 원위 방향으로 전진하게 되어 조직 관통 요소(102)를 배출구(704) 밖으
로 통과하도록 할 수 있다.  이후, 작동 버튼(710)은 근위 방향으로 후퇴하여 조직 관통 요소를 가요성 
카테테르 본체(700)의 관강(702)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

임의로, 영상화 카테테르 사이드 카(720)는 가요성 카테테르 본체(700)의 말단부에 부착될 수 있다.  이
러한 영상화 카테테르 사이드 카(720)는 세로로 연장되어 있는 관강(722)을 갖는 기다란 관을 포함한다.  
윈도우(724)는 출루 구멍(704)에 바로 인접하여 사이드 카(720)의 상측면에 형성된다.  매사추세츠 소재
의 보스톤 사이언티픽/카르디오바스큘라 이미징(Boston Scientific/Cardiovascular Imaging); 캘리포니아 
플레손톤 소재의 엔도소닉스, 인코포레이티드(Endosonics, Inc.) 및 매사추세츠 노쓰 안도버 소재의 휴렛 
팩커드(Huwlett-Packard)사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유형의 혈관내 초음파 카테테르와 같은 영상화 카테테
르(50)는 센서부(52)(예를 들어, 영상화 초음파가 방출되어 수용되는 부분)이 윈도우(724)에 인접하여 위
치되도록 하여 사이드 카(720)의 관강(722)에 삽입될 수 있다.  제조되는 사이드 카(720)의 재료로는 영
상화 카테테르(50)에 의해 이용되는 유형의 에너지(예를 들어, 초음파)의 투과를 억제하는 재료가 바람직
하나, 윈도우(724)는 개방 구멍이거나 영상화 카테테르(50)에 의해 이용된 에너지에 의해 투과될 수 있는 
재료로 피복된다.  이와 같이, 영상화 카테테르(50)의 센서부(52)는 윈도우(724)로 배열되어 있는 영역의 
영상만을 수용할 것이다.  추가로, 윈도우(724)는 바람직하게는 직사각형 형상이고, 가요성 카테테르 본
체(700)의 배출구(704)에 바로 인접한 사이드 카(720)의 측벽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윈도우
(724)의 특정 크기화, 구성 및 위치 선정은 표적 조직(예를 들어, 다른 혈관)이 윈도우(724)를 통해 영상
화 카테테르(50)에 의해 분명하게 관찰되어, 배출구(704)가 올바르게 위치되므로써 배출구(704)  밖으로 
조직 관통 요소(102)의 후속 경로가 카테테르 장치(100p)가 위치되어 있는 혈관벽을 통해 표적 조직(예를 
들어, 다른 혈관)에 나아가도록 할 때까지 장치(100p)를 단순히 회전시키므로써 사용자가 카테테르 장치
(100p)의 정확한 회전 방향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윈도우(724)의 위치 선정은 사용하
려는 영상화 카테테르(50)가 조직 관통 부재(102)의 실질적인 이동과 관통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 혈관
외 경로가 목적하는 위치에 형성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사이드 카(720)내 불연속 위치에 윈도우(724)를 형성시키는 대안으로서, 사이드 카(720)의 말단이, 조직 
관통 부재(102)가 카테테르 본체(700) 밖으로 통과하고, 영상화 카테테르(50)의 센서부(52)가 사이드 카
(720)의 말단을 지나 단순히 연장되어 조직 관통 부재(102)의 전개 및 이동을 분명하게 영상화할 수 있도
록 하는 부위에 인접하여 위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안의 배치에서, 영상화 카테테르(50)에 의해 영
상화되는 범위는 더 이상 윈도우(724)에 의해 제한되거나 억제되지 않을 것이며, 영상화 카테테르(50)은 
사이드 카(720)의 말단에 대해 360°반경 전부에서 영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합한 유형의 표
지 장치 또는 표지 재료가 카테테르 장치(100p) 또는 조직 관통 요소(102p)상에 형성되어 영상화 카테테
르(50)가 조직 관통 요소(102)의 전개 또는 작동전에 카테테르 장치(100p)의 올바른 회전 방향 결정의 목
적하는 기능에 사용되게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가이드 와이어 관강(726)이 조직 관통 요소(102)를 통해 세로로 연장될 수 
있으며, 조직 관통 요소(102)의 말단에서 형성된 가이드 와이어 배출구(728)에 말단으로 종결될 수 있다.  
이 방식에서, 가이드 와이어(GW)는 조직 관통 요소(102)를 통해 연장될 수 있으며, 가이드 와이어 배출구
(728) 밖으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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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관통 요소(102)에 가이드 와이어 관강(726) 및 이의 말단에 가이드 와이드 배출구(728)이 구비된 양
태에서, 이러한 관강(726)내 가이드 와이어(GW)의 존재는 조직 관통 요소(102)가 표적 혈관의 관강 또는 
다른 캐비티 또는 개방 영역에 관통되는 경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카테테르 장치(100p)가 위치하고 있는 혈관벽 및 통로(10)를 통과하는 다른 혈관외 
조직을 통해 조직 관통 요소(102)가 전진함에 따라 연속적이거나 간헐적인 원위적으로 유도되는 압력이 
가이드 와이어(GW)에 가해질 것이다.  조직 관통 요소(102)의 말단이 조직에 인접하여 있는 한, 가이드 
와이어(GW)는 말단 가이드 와이어 배출구(728) 밖으로 출현하여 전진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따라 가이
드 와이어(GW)에 가해지는 말단으로 유도되는 압력은 가이드 와이어 배출구(728)에 대해 인접하는 조직의 
존재로 인한 저항과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직 관통 요소(102)의 말단이 표적 혈관의 관강 또는 
다른 개방 공간에 유입되는 경우, 가이드 와이어 배출구(728)는 즉시 탈피될 것이며, 가이드 와이어(GW)
는 가해지는 말단으로 유도되는 압력에 반응하여 가이드 와이어 배출구(728) 밖으로 신속하게 나아가도록 
허용될 것이다.  가이드 와이어(GW)의 이러한 신속한 전진은 조직 관통 요소(102)의 말단 팁이 실질적으
로 표적 혈관의 관강 또는 기타 개방 공간에 유도된 것으로 작동기에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 점에서, 
조직 관통 요소(102)의 전진은 자유 의사로 중단되어, 그 안에 경로(10)가 연장되어 있는 개방 영역의 또 
다른 측면상의 표적 혈관 또는 기타 조직의 반대측 벽을 관통시키는 가능성을 피할 수 있게 한다. 

도 10'-10'''은 조직 관통 요소(102)의 말단이 표적 혈관의 관강 또는 기타 개방 공간을 통과하는 경우를 
측정하기 위해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경로 형성 카테테르(100p)에 혼입되어 연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가
이드 와이어(GW)상의 말단으로 유도되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 
10c'-10c'''를 참조하면, 장치(800)는 연결 부재(804)에 의해 카테테르 본체(700)의 근위 말단 밖으로 돌
출하는 가이드 와이어(GW)의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스프링(802)을  포함한다.   상기 장치
(800)는 핸드피이스(706)의 내측 캐비티(712)내에 혼입될 수 있거나, 핸드피이스(706)의 근위 말단상에 
설치될 수 있는 개별적인 유닛으로서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인지될 것이다.  

도 10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절차를 착수하기 전에, 가이드 와이어(GW)는 조직 관통 요소(102)의 말
단으로 배출구(728) 밖으로 자유롭게 연장되어, 장치(800)의 스프링 부재(102)가 이완된(예를 들어, 단축
된) 구성을 취하게 할 수 있다.

도 10c''는 조직 관통 요소(102)가 조직을 통해 전진하고 있는 경우, 가이드 와이어(GW)의 말단이 배출구
(728)로 동일 높이로 유지될 것이며, 장치(800)의 스프링 부재(802)가 인접 조직에 대해 가이드 와이어
(GW)의 말단 팁에 의해 가해지는 말단으로 유도되는 압력으로 인해 압력을 받게 됨(예를 들어, 연장됨)을 
나타낸다.

도 10c'''는 조직 관통 요소(102)의 말단 팁이 혈관의 관강 또는 기타 개방 영역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
이드 와이어(GW)가 가이드 와이어 배출구(728) 밖으로 즉시 전진하므로써 장치(800)의 스프링 부재(802)
가 다시 한번 이완된(예를 들어, 단축된) 구성을 취하도록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가이드 와이어의 
급진전 및 스프링 부재(802)의 이완은 조직 관통 부재(102)가 혈관의 관강 또는 기타 개방 공간내에 도달
하고, 조직 관통 요소(102)의 후속 전진이 중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작동기에 신호를 보낼 것이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도 10c' 내지 10c'''에 기술되고 도시된 압력 장치는 카테테르 장치(100p)에 포
함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이 인지될 것이며,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위 방향으
로의 연속적인 또는 간헐적인 가이드 와이어(GW) 자극은 장치를 사용할 필요없이 수동으로(즉, 손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하며, 인지해야 할 것이다.  

도 11a-11d는 바람직한 경로 형성 카테테르 및 시스템(100p)이 변형되어 도 7f에서 도시되고 기재된 특정 
유형의 조직 관통 요소(102f)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정 조직 관통 요소는 내측 
천공 부재(322) 및 세로로 이동할 수 있는 외측 덮개(326)로 이루어진다.

도 11a 내지 11d는 모두 상기에서 상세하게 설명된, 상기 기재된 카테테르 장치(100p)의 상기 기재된 양
태와 같이 관통하여 세로로 연장되는 관강(702)을 갖는 가요성 카테테르 본체(700), 및 그 안에 형성된 
내측 캐비티(712)를 갖는 핸드피이스(706) 및  그 안에 형성된 관강(722) 및 윈도우(724)를 갖는 영상화 
카테테르 사이드 카(720)를 포함하는 변형된 바람직한 카테테르 장치(100p')를 도시한 것이다.  

카테테르 장치(100p')의 상기 양태에서, 핸드피이스(706)는 제 1 및 제 2 작동 버튼(710a, 710b)을 혼입
하도록 변형된다.  제 1 작동 버튼(710a)은 그의 말단상에 날카로운 트로카(trocar) 팁(324)을 갖는 사전 
만곡된 탄력성 내측 부재(322)에 접속된다.  제 2 작동 버튼(710b)은 도 7f를 참조로 상기에서 상세하게 
기술된 방법으로 내측 부재(322)를 지나 세로로 이동할 수 있는 테이퍼된 유연한 덮개(326)에 접속된다.  
따라서, 카테테르 장치(100p')의 변형된 상기 양태에서, 내측 부재(322) 및 감싸는 덮개(326)는 작동 버
튼(710a, 710b)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전진하거나 후퇴할 수 있다. 

내측 부재(326)에 가이드 와이어 관강이 결여된 경우, 임의로 연속적 또는 간헐적인 말단으로 유도된 압
력을 외측 덮개(326)에 가하여 도 10c' 내지 10c'''를 참조하여 상기 기재된 동일한 관강-관통-신호화 기
능을 달성하는 것으로 인지될 것이다.  따라서, 연속적 또는 간헐적 압력 스프링 장치(800)는 카테테르 
장치(100p')의 상기 양태에서의 덮개(326)에 부착되어, 도 10c' 내지 10c'''에서의 가이드 와이어(GW)에 
기재된 동일한 방법으로 원위 방향으로 시트(326)를 연속적으로 가하거나, 이는 경우에 따라 수동 기술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본원에 기재된 카테테르 장치(100) 및 기타 수단 및 장치는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되어 본 발명의 방법을 
수행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형성한다.  본원에서 기술된 시스템은 기재된 하나 이상의 여러 항목의 작용 
요소를 조합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들 시스템의 요소는 서로 기계적인 또는 일시적인 관계로 사
용되어 본원에서 기술된 신규한 발명을 달성시키며, 가능한 다수의 조합중 어느 하나로 사용되어 명기된 
목적을 충분히 달성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혈관내로 치수가 맞춰지고, 혈관외 표적물 또는 
이웃하는 혈관 표적물에 인접하는 위치로 전진할 수 있는 카테테르 본체를 포함할 수 있다.  카테테르는 
또한 하나 이상의 기재된 활성 또는 피동 배위 수단으로 특정 방법으로 추가 결합되어 표적물에 대해 혈
관에서 카테테르의 적합한 위치 선정을 보조할 수 있다.  또한, 카테테르는 혈관으로부터 표적물에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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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조직 관통 요소를 혼입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경로에 삽입되
는 치수로 된 가이드 와이어를 혼입시킬 수 있으며, 경로에 유입되어 표적물에 레일(rail)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또한 치료 또는 진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널 사이징 및 유지 수단 또는 기타 장
치와 같은 가이드 와이어를 지나 경로에 위치되거나 삽입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장치 배치를 혼입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시스템은 본 발명의 근육외 경로와 관련하여 작동하는 혈관이 차단되거나 폐색되어 
혈액의 재경로화를 허용하는 하나 이상의 여러 혈관 차단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vi. 경로 형성 카테테르 및 시스템의 바람직한 양태의 작동

도 12a-12d는 도 10-10c'''에서 도시된 조직 관통 카테테르 장치 및 시스템(100p)의 제 1 양태의 바람직
한 방법을 나타내는 점진적인 단계를 도시한 것이다. 

도 13a-13b는 조직 관통 카테테르 장치 및 시스템(100p')의 제 2 양태의 바람직한 방법을 나타내는 점진
적인 단계를 도시한 것이다. 

도 12a-12d와 관련하여, 영상화 카테테르(50)는 사이드 카(720)의 관강(722)에 삽입되어 카테테르(50)의 
영상화 센서부(52)가 윈도우(724)에 인접하여 위치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영상화 카테테르(50)와 통로 
형성 카테테르 장치(100')와의 결합으로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을 형성한다.  조직 관통 요소(102)가 
가요성 카테테르 본체(700)의 관강으로 후퇴하여 조직 관통 요소(102)의 말단 팁이 관형 보강 부재(701)
내에 수용되는 경우, 카테테르 장치(100p) 및 영상화 카테테르(50)를 포함하는 시스템은, 병을 앓고 있는 
포유 동물의 맥관구조에 삽입되고 카테테르 본체(700)의 말단과 사이드 카(720)의 말단이 제 1 혈관(BV1) 

및 제 2 혈관(BV2) 사이의 경로(10)를 형성하는 본 발명으로 제 2 혈관(BV2)에 인접하여 위치된 제 1 혈관

(BV1)내에 위치할 때까지 전진한다.  

이후 카테테르 장치(100p)는 윈도우(724)를 통해 영상화 카테테르(50)에 의 관찰된 영상화 범위(IF)가, 
경로(10)가 연장되어 있는 제 2 혈관(BV2)를 나타낼 대까지 회전한다.  이는 카테테르 장치(100t)가 올바

른 회전 방향으로 배치되어 조직 관통 요소(102)가 목적하는 위치에서 경로(10)를 형성하게 하여, 이 경
로가 제 2 혈관(BV2)에 연장될 것임을 나타낸다.  이후, 작동 버튼(710)은 조직 관통 요소(102)가 제 1 혈

관(BV1)벽을 통해 관통하기 시작할 때까지 진행될 것이다.  임의로, 간헐적 또는 연속적인 말단으로 유도

되는 압력은 조직 관통 요소(102)의 진행이 계속됨에 따라 손으로(즉, 수동으로) 또는 압력 장치(800)에 
의해 가이드 와이어(GW)에 가해질 것이다.

도 12b에 관련하여, 조직 관통 요소(102)의 말단 팁이 제 2 혈관(BV2)의 관강에 나타나는 즉시, 가이드 와

이어(GW)는 즉시 원위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로써 조직 관통 부재(702)의 전진이 중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작동기에 신호를 보낸다.  이점에서, 작동기는 작동 버튼(710)의 후속 진행을 중지시킬 것이다.

이후, 작옹 버튼(710)은 전체 근위점으로 후퇴하여 카테테르 본체(700)의 관강(702)에 조직 관통 부재
(102)를 후퇴시키는 반면, 가이드 와이어(GW)를 새롭게 형성된 경로(10)를 통해 제 2 혈관(BV2)의 관강으

로 연장된 채 존재하도록 한다.

도 1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경로 형성 카테테르 장치(100p) 및 수반되는 영상화 카테테르(50)는 이후 본
체에서 축출되어 제거될 수 있으며, 제 1 혈관(BV1)을 통해 위치하는 가이드 와이어(GW)를 경로(10)를 통

해 제 2 혈관(BV2)에 남겨둔다.

도 12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8a 내지 8h에 도시된 경로 변경 장치(500)중 어느 한 유형과 같은 경로 
변경 장치(500)는 이후 경로(10)를 변경(예를 들어, 확대, 벌크제거, 처리, 피복 등)하기 위해 가이드 와
이어 GB를 지나 전진할 수 있다. 

도 12v에 도시된 단계가 완료된 후 가이드 와이어(GW)는 경로(10)을 통해 제자리에 남아 목적하는 스텐트
(stent), 스텐트화된 그라프트 또는 도 9a-9f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경로 제한 장치(22)를 경로(10)내에 배
치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지될 것이다. 

도 13a-13e는 도 11a-11b에 도시된 통로 형성 카테테르 장치 및 시스템(100p)의 변형된 양태를 사용하기 
위한 단계별 바람직한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초기에, 목적하는 영상화 카테테르(50)는 사이드 카(720)의 관강(722)에 삽입되어 영상화 카테테르(50) 
및 경로 형성 카테테르 장치(100p')을 결합시켜 경로 형성 '시스템'을 형성하도록 한다.

경로  형성  카테테르(100p)  및  수반되는 영상화 카테테르(50)는  이후  카테테르 본체(700)와  사이드 카
(720)의 말단이 제 2 혈관(BV2)에 바로 인접하여 제 1 혈관(BV1)내에 위치되며, 제 1 혈관(BV1)과 제 2 혈

관(BV2)사이에 경로가 형성되어 있는 지점으로 맥관 구조로 전진한다.  이후, 영상화 카테테르(50)는 활성

화되어 영상화 카테테르의 센서부(52)가 윈도우(724)를 통해 영상 범위(IF)내에서 영상을 수용할 것이다.  
카테테르 장치(100p')는 이후 그 안으로 경로(10)가 연장되어 있는 제 2 혈관(BV2)가 윈도우(724)를 통해 

영상화 카테테르(50)에 의해 분명하게 영상화될 대까지 회전된다.  이는 카테테르 장치(100P')의 올바른 
회전 방향 및 위치가 달성됨을 나타낸다.  추가로, 카테테르 장치(100p')는 목적하는 유동 특성이 영상 
범위(IF)로 제 2 혈관(BV2)내에서 관찰될 때가지 세로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로서 카테테르 장치(100p)가 

올바른 세로 위치에 있음을 나타낸다.  추가로, 영상화 카테테르(50)는 1 혈관(BV1)과 제 2 혈관(BV2)사이

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어 조직 관통 요소(102f)가 1 혈관(BV1)에서 제 2 혈관(BV2)에 이르는 목

적하는 경로(10)를 형성하기 위해 배치되어야 하는 거리를 정의한다.

도  1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테테르(100p')가  세로로  그리고  회전하여  배위된  후,  조직  관통 요소
(102f)는 카테테르 본체(700) 밖에서 배치되고, 제 1 혈관(BV1)의 벽을 통해 전진하기 시작한다.  조직 관

통 요소(102f)의 외측 덮개(326)는 약간 후퇴한 위치로 존재하여 트로카 팁(324)가 덮개(326)의 말단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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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장되어 조직을 통해 목적하는 관통가 달성되도록 한다.

도 1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조직 관통 요소(102f)가 전진하는 동안, 수동 압력 또는 장치(800)에 의한 
압력이 사용되어 말단으로 유도되는 압력을 덮개(326)에 가해질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서, 조직 관통 
요소(102f)의 트로카 팁(324)이 제 2 혈관(BV2) 의 관강에 유입되는 경우, 덮개(326)는 즉시 제 2 혈관

(BV2)의 관강에 전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 목적하는 경로(10)가 형성되며, 조직 관통 요소(102f)의 또 다

른 전진은 중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작동기에 신호를 보낸다.

도 13b는 덮개(326)가 제 2 혈관(BV2)의 관강에 전진한 후, 기다란 트로카 팁 부재(322)가 축출되고 제거

되므로써 경로(10)를 통과하는 도관으로써 덮개(326)을 남겨둔다.

도 1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이드 와이어(GW)는 이후 덮개(326)의 관강을 통해 제 2 혈관(BV2)으로 통과

될 수 있다.

이후, 도 1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경로 형성 카테테르 장치(100p') 및 수반되는 영상화 카테테르(50)는 
본체로부터 축출되고 제거되어, 제자리에 가이드 와이어(GW)를 남겨두고, 제 1 혈관(BV1)의 관강을 통과하

고, 경로(10)을 통과하여 제 2 혈관(BV2)으로 연장된다.

이후, 도 13e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경로 변형 장치(500)의 적합한 유형은 초기 위치한 가이드 와이어(G
W)를 지나 전진하여 경로(10)의 목적하는 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에서 특정 양태 및 실시예만을 참조로 기술된 것으로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의 
가능한 모든 양태를 철저하게 기재하거나,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각각의 모든 방법의 실시예가 제공
된 것은 아니다.  사실상, 당업자들은 본 발명의 의도 및 영역에서 출발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첨가, 삭
제, 변형 및 변경이 상기 기술된 양태 및 실시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
한 첨가, 삭제, 변형 및 변경은 하기 청구범위의 영역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도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혈관 상의 제 1 위치 및 혈관 상의 제 2 위치 사이의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켜서, pO2가 50 이상인 혈

액을 혈관외 통로를 통해 흐르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혈관 재생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제 1 위치 및 제 2 위치가 심장의 하나 이상의 혈관 상에 위치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제 1 위치 및 제 2 위치가 동일한 혈관 상에 위치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제 1 위치 및 제 2 위치가 상이한 혈관 상에 위치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혈관들이 동맥 및 정맥인 방법.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혈관들이 정맥 및 정맥인 방법. 

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 혈관들이 동맥 및 동맥인 방법. 

청구항 8 

제 4항에 있어서, 다수의 혈관외 통로가 혈관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혈관외 통로가 폐색되거나, 손상되거나 질병에 걸린 혈관 세그멘트를 우회하도록 형성
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제 1 위치가 동맥 상에 위치하고, 제 2 위치가 정맥 상에 위치하여, 혈액이 동맥으로부
터 혈관외 통로를 통해 정맥 내로 흐르게 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혈관외 통로를 통해 정맥에 들어간 혈액이 후속적으로 정맥을 통해 흐르게 되어, 조직
을 정맥관을 통해 역으로 관류시키는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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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항에 있어서, (b) 정맥을 혈관외 통로에 인접한 위치에서 차단시켜서, 혈관외 통로를 통해 정맥내로 
흐르는 혈액을 후속적으로, 조직을 정맥관을 통해 재관류시키는 방향으로 정맥을 통해 흐르게 하는 단계
에 의해, 혈액이 정맥을 통해 흘러서 조직을 정맥관을 통해 재관류시키는 방법.

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단계(a)에서 형성된 혈관외 통로가 제 1 혈관 및 제 2 혈관 사이에서 형성되는 일차 혈
관외 통로이어서, pO2가 50 이상인 혈액이 제 1 혈관으로부터 혈관외 통로를 통해 제 2 혈관 내로 흐르게 

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b) 제 2 혈관과 심장의 또 다른 혈관 사이에 하나 이상의 이차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
켜서, 제 1 혈관외 통로를 통해 제 2 혈관에 들어간 혈액을 후속적으로 제 2 혈관외 통로를 통해 또 다른 
혈관 내로 흐르게 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c) 제 2 혈관을 제 2 혈관외 통로에 인접한 위치에서 차단시켜서 혈액을 제 2 혈관으
로부터 제 2 혈관외 통로를 통해 다른 혈관 내로 역으로 흐르게 하는 단계에 의해, 혈액을 이차 혈관외 
통로를 통해 다른 혈관 내로 흐르게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항에 있어서, 제 1 위치 및 제 2 위치 중 하나 이상의 위치가, 폐색되거나, 손상되거나 질병에 걸린 
혈관 세그멘트가 존재하는 혈관계의 일부인 혈관 상에 위치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항에 있어서, 

(i) 카테테르 본체가 삽입된 혈관의 벽을 통해 관통할 수 있도록 조직 관통 요소가 통과할 수 있는 연장
된 가요성 카테테르 본체를 포함하는 통로 형성 카테테르 장치를 제공하는 단계;

(ii) 조직 관통 요소가 상기 혈관외 통로가 형성되는 위치에 인접하여 위치하도록 카테테르 본체를 혈관 
내에 삽입시키고 카테테르 본체를 위치시키는 단계; 및 

(iii) 조직 관통 요소를 카테테르 본체로부터 통과시켜서, 단계(a)에 따라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키는 단
계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단계(i)가 카테테르의 조직 관통 요소가 제 1 위치로부터 제 2 위치로 통과하게 될 정
도로 제 1 위치 및 제 2 위치를 위치시키고 카테테르 장치를 배향시키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여, 혈관 상
의 제 1 위치와 혈관 상의 제 2 위치 사이에 혈관외 경로를 형성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7항에 있어서, 단계(i)에서 제공된 장치의 조직 관통 요소에 조직 관통 요소에 의한 혈관외 통로의 
형성시에 가이드 와이어가 통과할 수 있는 관강이 합체되며, 

가이드 와이어를 관강을 통해 통과시키고, 가이드 와이어를 카테테르를 뽑아내고 제거한 후에 연장되어 
유지되도록 하여, 가이드 와이어 위로 통로를 통해 하나 이상의 다른 장치를 후속적으로 전진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2개의 혈관 사이에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키기에 적합한 통로 형성 카테테르를 제공하는 단계; 

카테테르를 말초 혈관 내에 삽입시키고, 카테테르를 심장의 혈관 내로 전진시키는 단계; 및

카테테르를 사용하여 카테테르가 위치한 심장의 혈관과 심장의 또다른 혈관 사이에서 하나 이상의 일차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켜서, 혈액을 혈관 중 하나로부터 혈관외 통로를 통해 나머지 혈관 내로 흐르게 하
는 단계를 포함하여, 동맥 및 정맥이 형성된 포유동물 심장에서 관상 혈관을 재생시키는 방법.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통로가 심장 동맥과 심장 정맥 사이에서 형성되어, 동맥으로부터의 혈액
이 혈관외 통로 중 하나 이상을 통해 심장 정맥 내로 흐르게되는 방법.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심장 동맥으로부터 심장 정맥 내로 흐르게 되는 동맥 혈액이 후속적으로 정맥을 통해 
흘러서, 심장 정맥관을 통해 심장 조직을 재관류시키는 방법.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혈관외 통로에 인접한 위치에서 반대 방향으로 정맥을 통한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동
맥 혈액이 정맥을 통해 흘러서 심장 정맥관을 통해 심장 조직을 재관류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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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21항에 있어서, 카테테르를 사용하여, 심장 정맥으로부터 심장 동맥으로의 하나 이상의 이차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켜서, 심장 정맥 내로 들어간 동맥 혈액이 후속적으로 하나 이상의 이차 혈관외 통로를 통
해 심장 동맥 내로 흘러서, 심장 동맥관을 통해 심장 조직을 관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20항에 있어서, 심장 동맥의 폐색되거나, 손상되거나 질병에 걸린 세그멘트를 우회하도록 수행되는 방
법.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혈관 재생이 동맥궁의 폐색되거나, 손상되거나 질병에 걸린 세그멘트를 우회하도록, 
동맥궁, 대심장정맥, 전혈관내정맥 및 좌전방하강동맥을 갖는 포유동물의 심장에서 수행되며,

(i) 좌전방하강동맥과 전혈관내정맥 사이에 일차 혈관외 통로를 형성하는 단계;

(ii) 대심장정맥 및 동맥궁의 폐색되거나, 손상되거나 질병에 걸린 세그멘트의 하류 위치에서, 이들 사이
의 이차 혈관외 통로를 형성하는 단계; 및

(iii) 혈액을 좌전방하강동맥으로부터 일차 혈관외 통로를 통해, 전혈관내정맥을 통해 대심장정맥 내로, 
그리고 이차 혈관외 통로를 통해 동맥궁 내로, 이들의 폐색되거나, 손상되거나 질병에 걸린 세그멘트의 
하류에서 흐르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단계(iii)가 일차 혈관외 통로에 인접한 위치에서 전혈관내정맥의 관강을 차단시킴으
로써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단계(iii)가 이차 혈관외 통로에 인접한 위치에서 대심장정맥의 관강을 차단시킴으로
써 추가로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29 

제 25항에 있어서, 혈관 재생이 좌전방하강동맥의 폐색되거나, 손상되거나 질병에 걸린 세그멘트를 우회
하도록, 동맥궁, 대심장정맥, 전혈관내정맥 및 좌전방하강동맥을 갖는 포유동물의 심장에서 수행되며,

(i) 동맥궁과 대심장정맥 사이에 일차 혈관외 통로를 형성하는 단계;

(ii) 전혈관정맥과 좌전방하강동맥의 폐색되거나, 손상되거나 질병에 걸린 세그멘트의 하류 위치에서, 이
들 사이의 이차 혈관외 통로를 형성하는 단계; 및

(iii) 혈액을 동맥궁으로부터, 일차 혈관외 통로를 통해, 대심장정맥을 통해 전혈관내정맥 내로, 그리고 
이차 혈관외 통로를 통해 좌전방하강동맥 내로, 이들의 폐색되거나, 손상되거나 질병에 걸린 세그멘트의 
하류에서 흐르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단계(iii)이 이차 혈관외 통로에 인접한 위치에서 전혈관내정맥의 관강을 차단시킴으
로써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단계(iii)가 이차 혈관외 통로에 인접한 위치에서 전혈관내정맥의 관강을 차단시킴으
로서 추가로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32 

(a) (i) 근위 말단 및 원위 말단을 갖는 가요성 카테테르 본체; 및

(ii) 카테테르 상의 제 1 위치 밖으로 통과하여 혈관으로부터 연장한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켜서, 카테테
르를 혈관 외측의 체내 표적 위치에 위치시킬 수 있는 조직 관통 요소를 포함하는 카테테르 장치를 혈관 
내에 위치시키는 단계;

(b) 카테테르 본체의 제 1 위치를 체내 표적 위치에 대해 배향시켜서, 조직 관통 요소가 카테테르 본체의 
제 1 위치 밖으로 통과되어 혈관과 체내 표적 위치 사이에 혈관외 통로가 형성되게 하는 단계;

(c) 조직 관통 요소를 카테테르 본체 밖으로 통과시켜서 혈관과 체내 표적 위치 사이에 혈관외 통로를 형
성시키는 단계; 및

(d) 하나 이상의 의료 행위 수행 장치를 세포외 통로를 통해 통과시키고, 의료 행위 수행 장치를 사용하
여 체내 표적 위치에서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포유동물 체내의 표적 위치에서 의료 행
위를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의료 행위가 유동성 물질의 전달이며, 의료 행위 수행 장치가 유동성 물질을 혈관외 
위치 내로 통과시킬 수 있는 관형 캐뉼라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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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제 32항에 있어서, 의료 행위가 이식가능한 약제 전달 장치의 이식이며, 의료 행위 수행 장치가 약제 전
달 장치를 혈관외 통로를 통해 통과시키고 약제 전달 장치를 혈관외 위치에서 이식시키기 위한 이식 장치
인 방법.

청구항 35 

제 32항에 있어서, 의료 행위가 방사선 치료용 방사성 물질의 이식이며, 의료 행위 수행 장치가 방사성 
물질을 혈관외 통로를 통해 통과시키고, 방사성 물질을 혈관외 위치에 이식시키도록 작동되는 이식 장치
인 방법.

청구항 36 

제 32항에 있어서, 의료 행위가 모의 실험 장치의 이식이며, 의료 행위 수행 장치가 모의 실험 장치를 혈
관외 통로를 통해 통과시키고, 모의 실험 장치를 혈관외 위치에 이식시키기 위한 이식 장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 32항에 있어서, 의료 행위가 센서 장치의 이식이며, 의료 행위 수행 장치가 센서 장치를 혈관외 통로
를 통해 통과시키고 센서 장치를 혈관외 위치에 이식시키기 위한 이식 장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 32항에 있어서, 의료 행위가 전극 장치의 이식이며, 의료 행위 수행 장치가 전극 장치를 혈관외 통로
를 통해 통과시키고 전극 장치를 혈관외 위치에 이식시키기 위한 이식 장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 32항에 있어서, 의료 행위가 전송 장치의 이식이며, 의료 행위 수행 장치가 전송 장치를 혈관외 통로
를 통해 통과시키고 전송 장치를 혈관외 위치에 이식시키기 위한 이식 장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 32항에 있어서, 의료 행위가 수신 장치의 이식이며, 의료 행위 수행 장치가 수신 장치를 혈관외 통로
를 통해 통과시키고 수신 장치를 혈관외 위치에 이식시키기 위한 이식 장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 32항에 있어서, 의료 행위가 트랜스폰더 장치의 이식이며, 의료 행위 수행 장치가 트랜스폰더 장치를 
혈관외 통로를 통해 통과시키고 트랜스폰더 장치를 혈관외 위치에 이식시키기 위한 이식 장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 32항에 있어서, 의료 행위가 지지 부재 장치의 이식이며, 의료 행위 수행 장치가 지지 부재 장치를 혈
관외 통로를 통해 통과시키고 지지 부재 장치를 혈관외 위치에 이식시키기 위한 이식 장치를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43 

제 32항에 있어서, 지지 부재가, 혈관외 통로를 통해 통과됨에 따라 콤팩트 형태로 초기에 배치되고 후속
적으로 작동성 형태로 배치되어 구조적 지지체에 혈관외 위치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해부학적 구조를 제
공하는 스텐트인 방법.

청구항 44 

제 32항에 있어서, 의료 행위가 마커 장치의 이식이며, 의료 행위 수행 장치가 마커 장치를 혈관외 통로
를 통해 통과시키고 마커 장치를 혈관외 위치에 이식시키기 위한 이식 장치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 44항에 있어서, 마커가 방사선 사진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인 방법.

청구항 46 

제 32항에 있어서, 의료 행위가 조직 절제이며, 의료 행위 수행 장치가 조직 절제 장치인 방법.

청구항 47 

제 32항에 있어서, 의료 행위가 조직 파괴이며, 의료 행위 수행 장치가 조직 파괴 장치인 방법.

청구항 48 

제 32항에 있어서, 의료 행위가 조직 절단이며, 의료 행위 수행 장치가 조직 절단 장치인 방법.

청구항 49 

제 48항에 있어서, 의료 행위가 신경의 절개이며, 의료 행위 수행 장치가 신경 절개 장치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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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0 

제 32항에 있어서, 의료 행위가 생물 체액의 샘플링이며, 의료 행위 수행 장치가 생물 체액의 샘플을 혈
관외 위치로부터 흡출시킬 수 있는 캐뉼라인 방법.

청구항 51 

제 32항에 있어서, 의료 행위가 고체의 샘플링이며, 의료 행위 수행 장치가 고체의 샘플을 혈관외 위치로
부터 제거할 수 있는 장치인 방법.

청구항 52 

제 51항에 있어서, 의료 행위가 조직 생체검사이며, 의료 행위 수행 장치가 조직의 세그멘트를 혈관외 위
치로부터 절단하고 회복시키도록 작동되는 생체검사 공구인 방법.

청구항 53 

제 32항에 있어서, 카테테르를 의료 행위의 수행 후에 혈관으로부터 배출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4 

제 32항에 있어서, 관형 캐뉼라를 혈관외 통로 내에 위치시키고, 관형 캐뉼라를 카테테르의 배출 및 제거 
후에 혈관외 통로 내에 유치되도록 유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5 

제 54항에 있어서, 유치 관형 캐뉼라가 혈관외 위치로부터 체내 위치로 연장되어, 체액을 혈관외 위치로
부터 제 2 위치로 배출시키는 방법.

청구항 56 

제 54항에 있어서, 유치 관형 캐뉼라가 임의의 체내 위치로부터 접근하여, 바람직한 물질을 캐뉼라를 통
해 혈관외 위치로 전달시킬 수 있는 방법.

청구항 57 

제 56항에 있어서, 캐뉼라가 혈관외 통로를 통해, 그리고 혈관을 통해 연장되고, 체내 위치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피하 주입구에 결합되어, 유동성 물질을 피부를 통해 주입구 내에 주입시키고 유치 캐뉼라를 통
해 혈관외 위치에 전달하는 방법. 

청구항 58 

제 53항에 있어서, 의료 행위의 완결 후에, 혈관외 통로를 형성하는 혈관 중의 통로를 페쇄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9 

제 58항에 있어서, 혈관 중의 통로의 폐쇄가 에너지 방출 장치, 소작 장치, 봉합 장치, 스태플 장치, 혈
관내 이식편, 스텐트 혈관내 이식편, 벌룬, 코일, 응고물 생성 물질의 가닥, 교원미원섬유, 교원질 스폰
지, 셀룰로오스 겔 및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혈관벽 폐쇄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방
법.

청구항 60 

혈관 내에 삽입될 수 있고, 카테테르가 삽입되는 혈관의 벽을 통해 체내 표적 위치 까지 연장되는 혈관외 
통로를 형성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카테테르 장치로서, 

근위 말단 및 원위 말단을 갖는 가요성 카테테르 본체;

카테테르 본체 상의 제 1 위치 밖으로 통과하여 혈관외 통로를 형성할 수 있는 조직 관통 요소; 및 

최소한 카테테르 본체의 회전성 배향을 측정하여 카테테르 본체 상의 제 1 위치의 바람직한 위치 선정을 
촉진시켜서, 카테테르 본체로부터의 조직 관통 요소의 후속 통과로 혈관과 체내 표적 위치 사이의 혈관외 
통로를 형성하게 하는 배향 수단을 포함하는 카테테르 장치.

청구항 61 

제 60항에 있어서, 제 1 위치가 카테테르 본체의 원위 말단에서 형성되는 배출구이고, 조직 관통 요소가 
배출구 밖으로 통과할 수 있으며, 조직 관통 요소가 카테테르 본체의 원위 말단에서 형성된 배출구 밖으
로 통과함에 따라 제 1 방향으로 만곡되기에 적합하여, 카테테르가 삽입된 혈관의 벽을 관통하는 장치.

청구항 62 

제 60항에 있어서, 제 1 위치가 카테테르 본체의 측벽에서 형성되는 배출구이며, 조직 관통 요소는 카테
테르 본체의 측벽에 위치한 배출구 밖으로 통과하는 경우에 카테테르가 삽입된 혈관의 벽을 관통하게 되
는 장치.

청구항 63 

제 60항에 있어서, 조직 관통 요소가 날카로운 원위 팁을 갖는 연장된 가요성 니들 및 그안에 위치한 사
전 만곡 탄력성 돌기 부재를 포함하며, 돌기 부재가 가요성 니들을 제 1 방향으로 만곡시키도록 작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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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청구항 64 

제 60항에 있어서, 조직 관통 요소가, (i) 원위 말단을 갖는 가요성 근위 샤프트 및 (ii) 경질 재료로 형
성되고 가요성 근위 샤프트의 원위 말단에 고정된 날카로운 팁 부재를 포함하는 연장된 부재인 장치.

청구항 65 

제 60항에 있어서, 조직 관통 요소가 날카로운 원위 팁을 갖는 사전 만곡 탄력성 부재인 장치.

청구항 66 

제 65항에 있어서, 니들이 포유동물 체내에 삽입되는 경우에 초탄성인 재료로 형성되는 장치. 

청구항 67 

제 66항에 있어서, 초탄성 재료가 니켈 티탄 합금인 장치.

청구항 68 

제 66항에 있어서, 사전 만곡 탄력성 부재가 세로로 연장된 중공 관강을 갖는 중공 니들인 장치.

청구항 69 

제 66항에 있어서, 사전 만곡 탄력성 부재가 고형 니들인 장치. 

청구항 70 

제 60항에 있어서, 조직 관통 요소가 니들 부재 둘레에 배치되고 니들 부재에 대해 세로로 이동할 수 있
는 관형 덮개와 조합하여, 원위 말단 상에서 형성된 트로카 팁을 갖는 연장된 부재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71 

제 60항에 있어서, 조직 관통 요소가 에너지 방출 원위 팁이 형성되어 있는 연장된 부재를 포함하며, 에
너지 방출 원위 팁은 조직을 통한 조직 관통 요소의 관통을 촉진시킬 에너지를 방출시키도록 작동되는 장
치.

청구항 72 

제 60항에 있어서, 조직 관통 요소 상의 에너지 방출 팁이 저항성 가열 팁, 단극 전기소작 팁, 쌍극 전기
소작 팁, 초음파 방출 팁 및 이들의 가능한 조합체로 구성된 에너지 방출 장치의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장
치.

청구항 73 

제 60항에 있어서, 조직 관통 요소가 회전 조직 절단 장치가 형성된 원위 말단을 갖는 연장된 부재인 장
치.

청구항 74 

조직 관통 요소가 카테테르 본체에서 형성된 배출 개구 밖으로 통과할 수 있는 에너지의 흐름인 장치.

청구항 75 

제 60항에 있어서, 에너지의 흐름이 레이저광, 열, 초음파 및 가능한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에너지 유
형의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장치.

청구항 76 

제 60항에 있어서, 조직 관통 요소가 세로로 연장된 관강을 갖는 연장된 부재를 포함하며, 관강은 부압의 
공급원에 연결되어, 조직 관통 요소의 원위 말단을 통해 관강 내로 조직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장치.

청구항 77 

제 60항에 있어서, 조직 관통 요소가 개방 원위 말단을 갖는 사전 만곡 탄력성 관형 덮개; 및 날카로운 
원위 팁을 갖고, 원위 팁이 덮개의 개방 원위 말단 밖으로 돌출하도록 관형 덮개 내에 배치되고 이를 통
해 전진할 수 있는 연장된 부재를 포함하며, 연장된 부재는 관형 덮개의 사전 만곡 형태에 따르도록 충분
히 가요성인 재료로 구성되는 장치.

청구항 78 

제 60항에 있어서, 가요성 카테테르 본체의 하나 이상의 원위 부분에 연결된 사이드 카 장치를 포함하며, 
사이드 카 장치는 영상화 카테테르를 내부에 수용하도록 구성되어, 영상와 카테테르가 카테테르 본체 상
의 제 1 위치 밖으로의 조직 관통 요소의 통과를 관찰하도록 사용될 수 있는 장치.

청구항 79 

제 78항에 있어서, 사이드 카가 영상화 장치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불
투과성인 재료로 형성되며, 카테테르 본체 상의 제 1 위치에 바로 인접한 사이드 카 중에 형성된 윈도우
를 포함하여, 영상화 장치가 카테테르 본체 상의 제 1 위치 밖으로 카테테르가 위치하는 혈관의 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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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직 관통 요소의 통과를 관찰하게 되는 장치.

청구항 80 

제 79항에 있어서, 윈도우가 조직 관통 요소가 혈관외 통로의 형성 동안 통과할 방향과 일치하여 위치하
며, 윈도우가 배향 수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카테테르 본체 상의 제 1 위치의 배향은 사이드 
카 내에 위치한 영상화 장치가 통로가 형성되는 표적 부분을 관찰할 수 있게 될 때 까지 카테테르를 회전
시킴으로써 조절되어, 카테테르 장치가 배출구 밖으로의 조직 관통 요소의 전진에 앞서 바람직하게 회전
성 배향으로 있게 되는 장치.

청구항 81 

카테테르 본체가 가요성 플라스틱 재료로 형성되며, 경질 관형 보강 부재가 배출구에 인접한 카테테르 본
체의 관강의 일부 둘레에 배치되어, 조직 관통 요소가 카테테르 본체 내로 후퇴하는 경우에 카테테르 본
체의 가요성 플라스틱 재료와 조직 관통 요소가 접촉하여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청구항 82 

제 60항에 있어서, 카테테르 본체의 근위 말단 상에 고정된 핸드피이스를 포함하며, 핸드피이스는 조직 
관통 요소에 연결된 작동 버튼을 갖고, 작동 버튼은 제 1 방향으로 전진하여 조직 관통 요소를 배출구 밖
으로 전진시키고, 제 2 방향으로 후퇴하여조직 관통 요소를 카테테르 본체의 관강 내로 후퇴시키는 장치.

청구항 83 

카테테르 상의 제 1 위치의 바람직한 위치 선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배향 수단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영
상화 장치와 조합하여, 제 60항의 통로 형성 카테테르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84 

제 83항에 있어서, 영상화 장치가 초음파 영상화 장치, 도플러 영상화 장치, 방사선 사진 영상화 장치, 
자기 공명 영상화 장치, 전자기 영상화 장치 및 가능한 이들의 조합체로 구성된 영상화 장치의 군으로부
터 선택되는 시스템.

청구항 85 

제 84항에 있어서, 장치가 영상화 카테테르인 시스템.

청구항 86 

제 85항에 있어서, 통로 형성 카테테르 장치가 가요성 카테테르 본체의 최소한 원위 부분에 연결된 사이
드 카 장치를 포함하며, 사이드 카 장치는 영상화 카테테르가 카테테르 본체 상의 제 1 위치로부터의 조
직 관통 요소의 통과를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영상화 카테테르를 내부에 수용하도록 구성되고; 영상화 
카테테르가 사이드 카 장치 내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위치하는 시스템.

청구항 87 

조직 관통 요소가 세로로 연장된 가이드 와이어 관강을 갖는 연장된 부재를 포함하여, 가이드 와이어가 
조직 관통 요소에 의한 혈관외 통로의 형성시에 관강을 통해 전진할 수 있게 되는 제 58항의 카테테르 장
치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서, 제 58항의 카테테레르 장치가 조직 관통 요소의 가이드 와이어 관강을 통해 
통과할 수 있는 연장된 가요성 가이드 와이어와 추가로 조합되는 시스템.

청구항 88 

관강을 갖는 제 1 및 제 2 관형 해부학적 도관에서 형성된 조직 주변 개구를 세로로 압축할 수 있으며, 
제 1 및 제 2 관형 해부학적 도관이 개구들이 서로 정렬될 정도로 서로에 대해 측면 대 측면으로 병렬되
어 있는 세로 압축 장치로서, 개구를 둘러싸는 제 1 관형 해부학적 도관의 관강 표면과 인접하여 위치할 
수 있는 제 1 부분; 형성된 개구를 둘러싸는 제 2 관형 해부학적 도관의 관강 표면과 인접하여 위치할 수 
있는 제 2 부분; 및 제 1 부분과 제 2 부분을 서로 연결하여 제 1 및 제 2 해부학적 도관의 정렬된 개구
를 둘러싸는 조직 및 그 사이에 삽입된 임의의 혈관외 조직을 세로로 압축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세로 
압축 장치.

청구항 89 

제 88항에 있어서, 제 1 및 제 2 부분이 관강 표면과 정렬되어 위치할 수 있는 환형 부재를 포함하는 세
로 압축 장치.

청구항 90 

제 88항에 있어서, 제 1 및 제 2 부분이 원통형 정렬로 형성되고 제 1 및 제 2 개구를 통해 연장한 연장
된 와이어 부재의 반대 말단을 포함하며, 와이어 부재의 반대 말단은 제 1 및 제 2 해부학적 도관의 관강 
표면에 인접하고 맞물리도록 외향으로 만곡되는 세로 압축 장치.

청구항 91 

제 90항에 있어서, 와이어 부재가 제 1 및 제 2 개구 내에 위치하고 외부적 힘이 경감되는 경우에 만곡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세로 압축 장치.

청구항 92 

제 90항에 있어서, 와이어 부재가 가소적으로 변형될 수 있으며, 장치가 와이어 부재가 제 1 및 제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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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내에 위치한 후에 와이어 부재의 반대 말단을 만곡시키도록 작동되는 압력 부과 공구를 포함하는 세로 
압축 장치.

청구항 93 

제 84항에 있어서, 사이드 카 장치가 영상화 카테테르에 의해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투과성인 재료로 형성되며, 사이드 카 장치는 영상화 카테테르가 카테테르 본체 밖으로, 카테테르 
본체가 위치한 혈관의 벽을 통한 통과를 관찰할 수 있도록 카테테르 본체 상의 제 1 위치에 바로 인접한 
사이드 카 장치 중에 형성된 윈도우를 포함하며, 영상화 카테테르는 윈도우에 인접한 사이드 카 내에 위
치하여, 영상화 장치에 의해 관찰될 수 있는 영역을 윈도우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제한하는 시
스템.

청구항 94 

제 93항에 있어서, 통로 형성 카테테르 장치가 비틀어져서, 영상화 카테테르 장치가 윈도우를 통해 표적 
부분을 관찰할 수 있을 때 까지 카테테르 장치가 강하게 회전하여, 카테테르 본체 상의 제 1 위치가 카테
테르 본체 상의 제 1 위치 밖으로의 조직 관통 요소의 통과에 앞서 정확한 회전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을 
보장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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