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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환자의 체강(202)내에 이식시킬 인공삽입기(104)의 목적하는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100) 및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장치(100)는 일반적으로 탄성-변형성 물질로부터 형성된 나선형 스텐트(104), 스텐
트(104)의 근위 말단(118)에 접속된 플런저(102), 플런저(102)와 외장(106)이 체강(202)내에 스텐트(10
4)를 삽입하고 제거가능하게 배치시킬 때 플런저(102)와 스텐트(104) 상에서 활주하는 외장(106), 및 일
단 체강(202)내에 제거가능하게 배치된 스텐트(104)의 길이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눈금(122)을 포함한다.
스텐트(104)를 부분적으로 배치시키기 위한 외장(106)의 근위 이동은 길이가 눈금(122)상에 표시되도록
한다.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르면, 장치(100)의 플런저(102)와 외장(106)을 사용하므로써 장치의 나선형
스텐트(104)가 체강(202)내에 놓여지고 부분적으로 배치된다.
일단 스텐트(104)가 체강(202)과
교락되면, 장치(100)의 눈금(122)을 사용하여 배치된 스텐트(104)의 길이를 측정한다. 그 다음, 장치
(100)를 체강(202)으로부터 제거하고, 장치의 스텐트(104)와 유사한 스텐트를 눈금(122)상에 표시된 길이
로 절단한다. 장치(300) 및 방법의 제 2 태양에서, 측정 장치(300)의 스텐트(304)는 실질적으로 비다공
성이어서 체강(301)으로부터 연장된 측부 혈관(302, 303)을 폐색시킨다. 그 다음, 상기 폐색으로부터 발
생하는 모든 질병 효과에 대해 환자를 관찰한다.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광범위하게는 신체 도관내 스텐트의 크기를 측정하여 스텐트가 주위 조직과 기관에 미치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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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결정하기 위한 측정 및 시험 장치에 관한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혈관내에서 사용하
기에 필요한 꼬인 관상 스텐트의 길이를 측정하는 장치와 방법, 및 스텐트를 장착하고 배치시키는 장치와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배치시에 스텐트가 중요한 결합 혈관을 차단하는지, 또한 상기 차
단이 환자에게 해로운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내강 사이의 인공삽입물은 생체의 혈관, 담관 또는 다른 유사 기관내에 이식시키기 위한 의술에서 충분히
공지되어 있다. 이들 인공삽입물은 보통 스텐트로 알려져 있으며, 관상 구조물을 유지, 개방 또는 확장
시키는데 사용하거나, 또는 문합된 관상 구조물을 지지하는데 사용된다. 생체적합성 물질을 스텐트의 외
장 또는 라이닝으로 사용할 때, 인공삽입물은 스텐트-이식물 또는 관강내 이식물이라 한다. 특히 혈관내
에서 사용하는 경우, 스텐트-이식물은 혈관내 이식물로 알려져 있다. 스텐트가 카테터에 공급될 수 있도
록 그 직경이 충분히 감소될 때까지 스텐트를 길이-신장시키거나 또는 반지름-압축시키므로써 신체내에
투입할 수 있다. 스텐트는 카테터를 통해 배치 부위까지 운반된 다음, 카테터로부터 방출되어, 이때 스
텐트가 자가-확장된다. 수축 대 신장의 비와 스텐트의 방사상 압력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브레이드 방
정식(braid equation)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브레이드 방정식의 완전한 기술적 검토 및 스텐트의 기
계적 특성은 문헌[Jedweb, M.R. 및 Clerc, C.O., 'A Study of the Geometr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 Self-Expanding Metallic Stent-Theory and Experiment', Journal of Applied
Biomaterials; Vol. 4, pp. 77-85 (1993)]에 알려져 있다. 상기한 관점에서, 스텐트는 일정한 탄성 및
압축 특징을 가져야함이 명백해진다.
왈스텐(Wallsten)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4,655,771호 또는 디드콧트(Didcott)에게 허여된 영국 특허
제 1,205,743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당해 기술에 따른 전형적인 스텐트의 상태를 본원에서는 선행 기술인
도 1, 도 1a, 도 2 및 도 2a에 도시하였다. 디드콧트와 왈스텐은 와이어 요소(12)로 이루어진 관상 몸체
부 스텐트(10)에 대해 개시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은 공통축으로서 스텐트(10)의 중심축(14)을 가지고 나
선형으로 연장되어 있다. 상기 요소(12)의 반은 한 방향으로 감겨있는 반면, 다른 반은 반대 방향으로
감겨있다. 이런 형태를 갖는 경우, 스텐트의 직경은 스텐트의 말단(9, 11)의 축을 이동시키므로써 변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교차 요소는 꼬임과 유사한 형태를 형성하며 배열되어서 스텐트(10)의 직경이 일
반적으로 도 1 및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장된다. 도 2에서 화살표(16, 18)로 나타낸 바와 같이 스
텐트(10)의 말단(9, 11)을 각각 다른 말단으로부터 멀어지게 당기므로써 직경을 수축시킬 수 있다. 몸체
부의 말단이 방출될 때, 스텐트(10)의 직경은 자가-확장되고, 스텐트의 말단(9, 11)이 서로 더욱 근접하
도록 당겨진다.
스텐트는 압축된 형태에서 압축되지 않은 형태까지로 직경이 다양하게 변화하므로 배치가 복잡해진다.
압축 결과로서 임의의 연신도와 방사상 압력을 갖는 스텐트를 배치하기가 여러 이유로 매우 어렵다. 첫
째, 피치(pitch)각에 따라 스텐트는 장거리에 걸쳐 카테터 밖으로 밀려나야만 할 수도 있다. 이는, 카테
터가 비틀린 경로를 통과할 때 카테터 내부에서 마주치게 되는 마찰력의 증가 및 다양한 만곡 영역으로
인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스텐트는 직경이 확장될수록 역으로 길이가 매우 감소되어서, 스텐트
를 도관내에 정확히 배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혈관 관강내의 플라크(plaque), 혈전 또는 기
타 융기부, 또는 함유물이 스텐트의 직경을 변경시켜서, 결과적으로 스텐트의 길이를 변경시킬 수 있다.
혈관내 이식물(EVG)의 배치에서 고도의 정확성은 선행 기술에서 이해되는 것처럼 중요하다. 예를 들면,
신동맥과 동맥류 사이의 간격이 매우 짧은(3㎝ 미만) 복부 대동맥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동맥류 혈관
질병에서, 신동맥상의 또는 단지 동맥류내의 EVG의 오배치는 치명적인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배치할 체강에 비해 스텐트가 너무 길거나 너무 짧은 경우, 스텐트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없다.
이려면, 도관 치수를 매우 정확히 알아야하며, 스텐트를 도관 특징에 맞게 절단해야 한다.

효과적

그러나, 임의의 특정 체강에 필요한 스텐트의 적절한 길이를 측정하려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
한 문제점중 하나는, 특히 왈스텐과 디드콧트가 기재한 바와 같은 자가-확장성 스텐트에 존재하는
것으로, 특정 혈관내에 적절히 일치시키기 위해 절단해야 하는 스텐트 길이를 정확히 예상하는 것이 종종
어려운 점이다. 예를 들면, 대동맥 동맥류내에 EVG를 배치시킬 때, 스텐트의 길이를 너무 짧게 절단하면
스텐트의 원위 말단이 동맥류 영역에 존재할 수 있고, 이로써 동맥류를 봉합시키지 않고 동맥류 파열과
같은 잠재적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EVG를 너무 길게 절단하면 EVG의 원위 말단은 장골 동
맥중 하나에로 연장될 수 있으며, 이로써 대측성 장골 동맥이 응고된다. 또한, 다중 분지를 갖는 도관내
에 배치되면, 너무 긴 EVG는 의도와 달리 동맥 분지를 덮을 수 있으며, 따라서 분지를 폐색시켜서 자양분
을 주려던 조직을 아사시킬 수 있다.
현재, 각종 혈관조영법(방사선 비투과성 물질을 주입한 후 혈관 또는 림프관의 X-레이 검사)을 이용하여
EVG 스텐트의 배치 길이의 근사값을 얻을 수 있음이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상기 방법은 방사선 비투과
성 염료를 도관내에 주입시키고, 염료가 도관을 통과할 때에 X-레이 기계로 염료를 영상화시키므로써 이
루어진다. 그러나, 상기 방법은, 일반적으로 혈관조영법이 검사하려는 혈관의 2차원영상 만을 생성하므
로 X-레이가 연상화시킨 평면으로 제한되는 단점을 갖는다. 그 결과, 종종 혈관조영사진은, 혈관조영사
진의 평면위에 있을 수 있고 평면밖에 있을 수 있는 검사하려는 혈관의 만곡 경로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
다. 또한, EVG는 동맥류중의 피브린(칼슘 이온의 존재하에서 트롬빈 작용에 의해 섬유소원으로부터 형성
된, 혈액 응고물중 불용성 단백질의 최종 생성물) 함유량에 따라 동맥류 영역에서 확장되고, 동맥류의 좁
은 영역에서 수축하므로 필요한 스텐트 크기의 예상이 어려워진다. 또한, 컴퓨터 단층촬영(CT) 스캔법
등을 사용하여서 원하는 배치 스텐트 길이에 대해 외삽법을 실시할 수 있는 동맥 직경을 나타내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그러나, 단지 1편의 직경을 기준으로 스텐트 배치 길이가 예측되고 동맥류내의 피브린
함량이 예측불가능하므로 CT 스캔법의 정확성이 제한된다. 더욱 신규한 혈관 가시화의 다른 방법에는 나
선형 CT 스캔법 및 혈관내 초음파(IVUS)법이 포함한다. 나선형 CT 스캔법은 모세혈관 현미경법과 CT 스
캔법의 동일 단점중 일부를 공유하는 것 이외에도 혈관의 외부 영상만을 제공하므로, 플라크와 혈전이 축
적되고 스텐트가 배치될 혈관의 내부를 도시하지 못한다. IVUS는 피브린의 압축성을 가시화하지 못하고
혈관의 직경과 길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상기한 장치가 공유하는 또 다른 단점은, 이들 장
치가 혈관의 순간 영상만을 제공하므로 도관의 수축 또는 이완 중의 혈관 직경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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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다.
스텐트, 특히 피복 스텐트 실시(EVG 배치)중에 갖는 또 다른 문제점은 종종 분지 동맥이 폐색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동맥 동맥류의 교정시에 EVG는 신장 하부의 동맥류의 근위 경부로부터 분기점 사
이에, 분기된 EVG는 장골 동맥류 또는 그 상부 사이에 배치된다. 그 결과, EVG는 요동맥, 늑간 동맥 및
장간막 동맥과 같은 동맥을 폐색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간막 및 척추현이 다른 대측성 동맥에 의
해 공급되므로 상기한 동맥의 폐색은 환자에게 해롭지 않다. 그러나, 소수의 환자에게서는 이들 동맥의
차단이 양측 마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발명의 요약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신체 도관내에서 스텐트 또는 혈관내 이식물의 길이
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이 용이한, 신체 도관내에서 스텐트 또는 혈관내 이식물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신체 도관의 분지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이 차단이 환자에게 해로운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탄성-변형 물질로부터 제조된 스텐트를 포함하는, 신체 도관내에서 스텐
트 또는 혈관내 이식물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신체 도관내에 스텐트를 투입하여 배치시키기 위한 플런저(plunger) 및
외장(sheath)을 포함하는, 신체 도관내에서 스텐트 또는 혈관내 이식물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분지 도관을 차단시킬 수 있는 탄성-변형 물질로 피복되고 또 다른 탄성
-변형 물질로부터 제조된 스텐트를 포함하는, 분지 도관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보정 눈금을 포함하는, 신체 도관내에서 스텐트 또는 혈관내 이식물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중공(hollow) 카테터를 포함하는, 신체 도관내에서 스텐트 또는 혈관내
이식물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측정된 일정 길이의 스텐트 또는 혈관내 이식물
을 장착시키고 배치시키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환자의 예정된 체강내에 이식시킬 인공삽입기의 목적하는 길이를 측정하는 장치는
반적으로 피복 또는 비피복된 탄성-변형 물질로 제조된 나선형 스텐트, 체강내에 스텐트를 삽입시키고
강내에 스텐트를 제거가능하게 배치시키는 플런저와 외장, 및 체강내에 배치된 스텐트 길이의 지표를
정하는 측정 장치를 포함한다. 본 장치는 유도 와이어를 수용하는 관강을 갖는 카테터로 구성되어 본
치를 체강내에 쉽게 유도할 수 있고, 확장기 팁을 갖추어서 맥관구조를 통해 쉽게 카테터를 조작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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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에서, 스텐트의 근위 말단은 플런저의 원위 말단에 부착되고, 플런저의 근위 말
단에는 압축 상태일 때의 스텐트 길이에 비례하여 보정된 눈금을 기록하고, 외장은 플런저상에서 이동할
수 있게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플런저에 대해 외장을 이동시켜 외장으로부터 스텐트를 배치시키므로
써 혈관내에서 제거가능하게 배치된 스텐트는 혈관내에서 자유롭게 확장된다. 플런저에 대한 외장의 이
동량은 눈금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보정 눈금의 판독은 외장 및 플런저에 의해 배치되는 스텐트의 '정지
된(at rest)' 또는 완전히 압축되지 않은 길이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요지는 외장의 근위 말단에 나사 중심축과 압축성 O형-고리를 함유하는 플런저
잠금 또는 정지 장치의 외장, 및 플런저 근위 말단에 나사 중심축과 압축성 O형-고리를 함유하는 카테터
잠금장치의 플런저를 함유한다. 플런저 잠금장치에 대한 외장의 나사 중심축 및 압축성 O형-고리는 플런
저에 대한 외장의 의도되지 않은 이동을 방지하고, 또한 차단 외과 수술동안 지혈 밸브로서 작용하도록
사용한다. 카테터 잠금장치에 대한 플런저의 나사 중심축과 압축성 O형-고리는 추가적인 지혈 밸브로서
작용한다. 필요시에, 방사선 비투과성 매질을 중공 카테터의 원위 말단에서 투여하므로써 사용자는 장치
의 진행을 관측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에 따르면, 본 발명의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환자의 체강내에 이식시킬 인공삽입기의 목적
하는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르면, 장치의 나선형 스텐트는 장치의 배치
수단을 통해 체강내에 놓여서 배치된다. 일단 충분한 길이의 스텐트가 체강 내에 배치되어서 목적하는
길이에 이르면, 스텐트가 절단되어야할 길이를 결정하는데 장치의 측정기를 사용한다. 그 다음, 상기 장
치를 체강으로부터 제거하고, 장치의 스텐트 또는 이와 동등한 스텐트를 측정한 길이만큼 절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방법에서, 유도 와이어는 우선 스텐트가 배치될 부위를 약간 지난 지점에 도달할 때
까지 스텐트가 배치될 체강을 통해 조작된다. 그 다음, 장치의 외장은 장치의 스텐트상에서 완전히 연장
되어서 스텐트가 외장 내에서 완전히 압축된다. 그 다음, 장치는 유도 와이어를 따라 장치의 중공 내부
카테터를 통해 체강내에 적절하게 놓일 때까지 빠져나간다. 사용자는 투시검사장치, 또는 장치가 환자를
통해 이동할 때 장치 옆에서 운반되어 산포되는 방사선 비투과성 매질을 사용하므로써 압축 스텐트의 진
행을 관측할 수 있다. 또한, 카테터와 스텐트는 그 자체가 바람직하게는 방사선 비투과성이어서, 투시검
사중에 가시화를 보조한다. 제자리에 위치하면, 장치의 외장을 수축시키며, 이와 동시에 플런저를 정지
시킨다. 외장이 벗겨진 압축 스테트 부분은 방사상-확장되고 길이가 감소됨으로써 체강내에 배치된다.
사용자가 투시검사장치를 통해 스텐트로 교락시킬 체강 영역이 완전히 교락되었는지를 결정할 때까지 외
장의 수축은 계속된다. 이때, 즉 일단 적절한 길이의 스텐트가 배치되면, 눈금에 대한 외장의 정지점을
읽는다. 눈금을 보정하였으므로, 수득된 수치는 체강을 교락시키기에 필요한 압축되지 않은 스텐트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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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바로 상응한다. 측정 후, 외장은 스텐트 상에서 재확장시키고, 체강에서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한
번 더 압축시킨다. 그 다음, 별도의 스텐트를 지시된 길이로 제조하고, 당해 기술에서 공지된 임의의 방
법으로 체강내에 배치할 수 있다. 또는, 체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스텐트를 측정기로부터 지시된 길
이로 절단하고 체강내에 스텐트를 배치시키므로써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요지에 따르면, 분리식 중심축을 내부 카테터의 근위 말단에 고정시키고, 카테터 잠금
장치에 대한 플런저를 제거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배치를 이용하여, 스텐트 길이를 상기에서 요약한 바
와 같이 측정한다. 일단, 측정치를 읽고, 측정기를 체강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분리식 근위 중심축을 제
거하고, 내부 카테터 잠금장치에 대한 분리식 플런저를 제거하고, 카테터가 중공 플런저로부터 제거될 때
까지 카테터의 원위 말단을 당긴다. 그 다음, 스텐트에 접속된 플런저를 스텐트가 외장에서 제거될 때까
지 근접하게 당긴다. 그 다음, 스텐트에 그 원위 말단에서 필요한 길이까지를 표시하고, 플런저의 근위
말단이 외장의 원위 말단에서 튀어나올 때까지 스텐트에 접속된 플런저의 근위 말단을 플런저 잠금장치에
대한 외장내에 삽입한다. 스텐트가 외장을 통과해 외장의 원위 말단에서 튀어나와 표시점까지 당겨질 때
까지 플런저의 근위 말단은 외장의 원위 말단 밖으로 당겨진다. 그 다음, 스텐트를 표시점 부근에서 절
단하여 외장내 스텐트를 원하는 크기로 만들고, 스텐트의 나머지 말단을 함유한 플런저는 폐기하거나, 또
는 플런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스텐트의 나머지 부분을 플런저에서 절단해낼 수 있다. 스텐트가 장착
되면, 투입 시스템은 바람직하게는 분리식 중심축, 카테터 잠금장치에 대한 분리식 플런저, 및 새로운 또
는 재사용된 플런저로 재조립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 및 이점은 제공된 도면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할 때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
자들에게 명백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비가압 위치에서 확장된 선행 기술에 따른 스텐트의 절단된 측면도이다.
도 1a는 도 1의 1A-1A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도 2는 연장되어 수축된 선행 기술에 따른 스텐트의 절단된 측면도이다.
도 2a는 도 2의 2A-2A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도 3은 외장이 수축된 본 발명의 혈관내 측정 장치의 절단된 측면 투시도이다.
도 4는 부분적으로 체강내에 삽입되어 그 외장이 완전히 연장된 경우에 본 발명의 혈관내 측정 장치의 절
단된 측면 투시도이다.
도 5는 체강내에 완전히 삽입되어 그 외장이 완전히 연장된 경우에 본 발명의 혈관내 측정 장치의 절단된
측면 투시도이다.
도 6은 스텐트가 체강을 부분적으로 교락시키도록 스텐트를 체강내에 배치한, 본 발명의 혈관내 측정 장
치의 절단된 측면 투시도이다.
도 7은 스텐트가 체강을 완전히 교락시키도록 스텐트를 체강내에 배치한, 본 발명의 혈관내 측정 장치의
절단된 측면 투시도이다.
도 8은 분지 도관을 갖는 체강내에 배치된 비다공성 스텐트를 갖는 측정 장치를 나타낸, 도 7과 유사한
도면이다.
도 9는 측정된 스텐트를 배치시키기 위해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사용된 분리식 근위 중심축의 도 3과 유
사한 확대도이다.
도 10은 측정된 스텐트를 배치시키기 위해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사용된 분리식 지혈 밸브의 도 3과 유
사한 확대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3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혈관내 측정 장치(100)는 대체로 중공 플런저(102), 와이어 스텐트(104), 중
공 외장(106), 및 중심축(109)에 부착된 중공 내부 카테터(08)를 포함한다. 플런저(102)는 제 1 잠금 지
혈 밸브(112)를 갖는 근위 말단(110), 및 스텐트(104)의 근위 말단(118)에 부착된 원위 말단(116)을 갖는
다. 지혈 밸브(112)는 O형-고리(113) 및 잠금 캡(114)을 포함한다. 중공 플런저(102)의 관강(도시되어
있지 않음)은 중공 내부 카테터(108)의 몸체부에 걸쳐 자유롭게 활주할 수 있는 치수를 갖는다. 중공 내
부 카테터(108)는 유도 와이어(144)의 유도체 및 사슬로서 작용하여 카테터(108)의 원위 말단(146)에서
유연한 가요성 중공 확장기 팁(148)을 적소에 유지시킨다. 상기 팁(148)은, 플런저(102) 내에 내부 카테
터(108)를 활주시키므로써 플런저(102)의 원위 말단(116)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팁(148)이 압축 스텐트(104)를 수용하도록 조절하면, 제 1 잠금 지혈 밸브(112)의 나사부(117)에 캡(11
4)을 조이므로써 내부 카테터(108)를 적소에 고정시킨다. 캡(114)은, O형-고리(113)를 압축시켜서 내부
카테터(108) 및 팁(148)에 대해 플런저(102)를 고착시키거나 고정시키는 효과적인 잠금 메카니즘이다.
플런저(120)의 몸체부(120)는 예를 들면, 보정된 간격을 갖는 50개의 주요 눈금(124)을 갖는 보정 눈금
(122)을 갖는다. 눈금(122)은 압축되지 않을때에 특정 스텐트(104)에서 발생하는 종방향 길이 수축 및
직경 확장에 대해 조정되도록, 즉 외장내에 있을 때의 스텐트 길이 대 압축되지 않을때의 스텐트 길이의
비에 대해 조정되도록 보정한다.
와이어 스텐트(104)의 근위 말단(118)은 열융합, 삽입 주형, 또는 에폭시를 사용한 봉합과 같은 임의의
바람직한 방법에 의해 플런저(102)의 원위 말단(116)에 부착된다. 압축되지 않을 때에 와이어 스텐트
(104)의 몸체부(128)는 플런저(102) 및 외장(106)의 직경보다 더 큰 직경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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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106)의 원위 말단(130)은 개방되어 있고, 플런저(102)의 몸체부(122)를
은 플런저(102)의 몸체부(122) 직경보다 약간 더 큰 직경을 갖는다. 또한,
가요적이고 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스텐트(104) 상에서 이동할 수 있다.
(104) 상에 위치하면, 스텐트(104)는 본 발명의 배경기술에서 검토되고 132로
로 수축되고 연신된다.

따라 이동하도록 외장(106)
외장(106)은 스텐트(104)의
외장(106)이 와이어 스텐트
도시된 바와 유사한 방식으

외장(106)의 근위 말단(131)은, 바람직하게는 외부 나사(135)가 제공된 제 2 지혈 밸브(133)에 부착된다.
제 2 압축성 O형-고리(140)를 함유한 제 2 나사캡(138)은 제 2 잠금 지혈 밸브(133)의 근위 말단 상에서
조여진다. 제 2 나사캡(138)은 플런저(102)에 대해 외장(106)을 역고착시키기 위하여 제 2 잠금 밸브
(133)의 나사(135)와 한쌍이 된다. O형-고리는 마찰-잠금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므로써 플런저(102)에 대
해 외장(106)의 의도하지 않은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차단 외과 수술도중에 지혈 밸브로서 작용하도록 사
용한다. 제 2 잠금 밸브(133)로부터 제 1 잠금 밸브(112)를 당기므로써(또는 플런저(102)에 대해 외장
(106)을 밀어내므로써), 와이어 스텐트(104)는 외장(106)내로 당겨져서 압축된다. 역으로, 제 1 잠금 밸
브(112)를 제 2 잠금 밸브(133)를 향해 밀어내므로써(또는 플런저(102)에 대해 외장(106)을 당기므로써),
와이어 스텐트(104)의 원위 말단(106)은 방출될 수 있고, (가능하면) 배치될 혈관에 의해 가두어질 때까
지 압축되지 않은 이완된 형태로 확장된다. 제 2 잠금 밸브(133)가 놓일 수 있으며, 플런저(102)의 몸체
부(120)를 따라 임의의 장소에 고정되어서 배치될 스텐트(104)의 길이를 조절하는 수단을 사용자에게 제
공함을 인지한다. 제 2 잠금 밸브(133)의 최근위 말단(142)의 위치에서 눈금(122)을 읽으므로써, 임의의
시점에서 체강(202)내에 배치시키기에 필요한 스텐트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눈금(122)
은 바람직하게는 외장(106)내에서 압축되었을 때의 스텐트(104) 길이 대 압축되지 않은 상태의 스텐트
(104) 길이의 비에 의해 보정되고, 보정 눈금상에서 제공된 기록은 체강내에 배치된 스텐트의 상태에 상
관없이 임의의 경로에서 임의의 체강을 교락시키기 위해 필요한 압축되지 않은 스텐트 길이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한다.
도 3에 따르면, 제 1 잠금 지혈 밸브(112)와 제 2 잠금 지혈 밸브(133) 둘다에는 바람직하게는 유수관
(115, 137)이 제공되어 있음을 유의한다. 상기 관(116, 137)은 삽입 수술동안에 동심형 중공 외장(106),
중공 카테터(108) 및 중공 플런저(102)사이의 공간이 헤파린화 염수로 세수되도록 한다. 또한, 중공 카
테터(108)는 근위 중심축(109)으로부터 스텐트(104)의 개방된 원위 말단(126)을 지나 연장된다. 카테터
(108)는 환자의 체강(202, 도 4 참조)내의 유도 와이어(144)를 뒤따르게 하는 치수의 내부 관강(도시되어
있지 않음)을 갖는다. 카테터(108)의 윈위 말단(146)은 중공 확장기 팁(148)과 결합된다. 중공 카테터
(108)와 확장기 팁(148)은 투시검사장치에 사용하기 위한 방사선 비투과성 대조 매질(도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동시킬 수 있다.
장치(100)의 플런저(102)와 외장(106)은 황산 바륨 또는 아탄산 비스무스와 같은 방사선 비투과성 충전제
를 함유하거나 함유하지 않은, 나일론, 폴리우레탄, 테프론(Tdfron; 등록상표), 폴리에스테르, PVC, 폴리
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또는 이들의 각종 조합물과 같은 임의의 내성 생체적합성 물질로 제조될 수 있
다. 확장기 팁(148)은 플런저(102) 및 외장(106)과 동일한 물질로 제조될 수 있으나, 바람직하게는 방사
선 비투과성 충전제 또는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띠를 갖는, Shore 80A 폴리우레탄 또는 Pebax 나일론과 같
은 보다 유연한 내성 물질로 제조된다. 본 발명의 측정 장치(100)는 일회용으로 또는 재사용할 수 있게
제조될 수 있다. 내부 카테터(108)의 관강(도시되어 있지 않음), 또는 외장(106)과 플런저(102) 사이의
환상 공간(150)을 사용하여서 방사선 비투과성 대조 매질을 도관내에 주입하여 상기한 바와 같이 장치
(100)의 배치를 보조할 수 있다. 스텐트(104) 물질은 EVG에서 사용한 바와 같은 동일 물질 및 동일 형태
이거나, 또는 텅스텐, 스테인레스 강 및 금 등과 같은 보다 방사선 비투과성인 물질로 제조될 수 있다.
장치(100)는 요도, 식도, 담관, 혈관 등에서와 같은 신체중 실질적인 임의의 체강 영역, 또는 경정맥 간
내의 문맥전신성 문합 수술동안에 간에서 제조된 것과 같은 외과적으로 제조된 도관 또는 문합에서 사용
될 수 있다.
도 4 내지 도 7에 따르면, 본 발명의 장치(100)는 본 발명의 방법을 언급하며 본다.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르면, 본 발명의 측정 장치(100)는 우선 축방향으로 완전히 연장된 위치에 놓여있고(도 4 참조), 외장
(106)은 차례로 완전히 압축된 와이어 스텐트(104)의 전체 길이를 덮는다. 이러한 형태에서, 외장(106)
의 제 2 잠금 밸브(133)는 플런저(102)의 제 1 잠금 밸브(112)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고 정지점의 최근
위 말단(142)이 눈금(122)상의 '0'점 표시(204)와 일치하도록 눈금(122)과 나란히 놓는다. 제 1 잠금 밸
브(112)를 풀고 내부 중공 카테터(108)를 근접하게 당기므로써 팁(148)이 외장(106)내에 꼭 맞도록 조정
하여서 팁(148)의 단계별 근위 말단(143)이 외장(106)내에 꼭 맞게하고, 플런저(102)의 원위 말단(116)이
압축 스텐트(104)의 근위 말단(118)과 접하도록 한다. 유도 와이어(144)의 원위 말단(206)은 측정 장치
(100)가 적절히 배치되도록 체강(202)을 충분히 지나쳐서 놓는다. 측정 장치(100)의 배치시에, 스텐트
(104) 및 외장(106)의 원위 말단은 전형적으로 스텐트(100)가 배치될 체강(202)의 원위 경부(208)를 약간
지나쳐서 놓는다(도 5 참조). 이는, 스텐트(104)가 외장(106)내 압축된 형태로부터 혈관(202)내 배치될
형태로 될때 스텐트(104) 길이의 수축 경향을 보충하기위한 것이다. 카테터(108)의 원위 말단(146)에서
가요성 중공 확장기 팁(148)은 방사선 비투과성임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투시검사장치(도
시되어 있지 않음)로 측정 장치(100)의 진행 및 배치를 관측할 수 있다.
측정 장치(100)가 체강(202)내에 적절히 놓이면(도 5에 도시됨), 외장(106)은 우선 제 2 잠금 밸브(133)
상에서 캡(138)을 푼 다음, 플런저(102)를 정지시키면서 외장(106)을 뒤로 당겨서 천천히 수축시킨다(도
6 참조). 외장을 수축할 때, 스텐트(104)의 원위 말단(126)이 방출되어, 체강(202)의 원위 경부(208)와
맞물릴때까지 압축되지 않은 형태를 향해 후방 확장된다. 스텐트(104)의 원위 말단(126)이 체강(202)의
원위 경부(208) 직경보다 더욱 큰 압축되지 않은 정지상 직경을 가지므로, 스텐트의 원위 말단(126)은 스
텐트(104)를 배치할 때에 원위 경부(208)에 압력을 가하여 스텐트(104)의 원위 말단(126)이 적소에 고정
되게 함을 인지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스텐트(104)의 전체 길이는 압축 형태에서 덜 압축된 배치 형태
로 될 때에 감소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스텐트(104)의 원위 말단(126)을 체강(202)의 원위 경부(208)를
충분히 지나치게 놓아서 상기 감소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시자는 외장(106)을 수축시킨
후에 스텐트(104)의 원위 말단(126)이 체강(202)의 원위 경부(208)내에서 그다지 멀지 않게 놓이도록 확
인해야 하며, 실시자는 외장(106)을 스텐트(104)상에서 완전히 재연장시켜서 상기한 배치 단계를 반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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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함을 유념한다.
도 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외장(106)은 사용자가 투시검사장치를 통해 스텐트(104)가 체강(202)의 길
이를 교락시키도록 충분히 배치되었는지를 측정할 때까지 더 수축시킨다. 도 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축가능하게 배치된 스텐트(104)의 길이는 체강(202)의 길이보다 약간 더 길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
로, 수축가능하게 배치된 스텐트(104) 길이의 근위 말단(718) 및 스텐트의 원위 말단(126)은 각각 체강
(202)의 근위 경부(210) 및 원위 경부(208)내에 놓인다. 일단 목적하는 길이의 스텐트(104)를 수축가능
하게 배치하면, 제 2 잠금 밸브(133)의 최근위 말단(142)은 플런저(102)의 눈금(122)상의 지표로서 사용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눈금(122)을 보정하여 지표 숫자(702)가 체강(202)을 완전히 교락시키기에 필
요한 압축되지 않은 스텐트 길이를 나타내도록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경우에서, 눈금(122)은 27㎜를 가
리키며, 이는 정지상의 압축되지 않은 27㎜의 길이를 갖는 스텐트가 예를 들면, 20㎜ 길이의 체강(202)을
적절히 교락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단 측정하면, 외장(106)은 스텐트(104) 상에서 재연장되고(도 5에 도시되어 있음), 따라서 스텐트를 재
압축시키고, 전체 측정 장치(100)는 체강(202) 및 환자로부터 끄집어낸다. 그 다음, 스텐트(104)는 예를
들면, 가위로 절단하므로써 측정 장치(100)로부터 분리되거나, 또는 측정 장치(100)의 스텐트(104)와 동
일한 특성 및 피치각을 가지면서 기록된 측정치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에 비례하는 압축되지 않은 정지상
길이를 갖는 새로운 스텐트 또는 피복 스텐트(도시되어 있지 않음)가 수득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한
실시예에서 동일한 직경 및 형태의 27㎜ 스텐트가 수득된다. 그 다음, 이 스텐트를 당해 기술에서 공지
된 임의의 방법으로 배치할 체강(202)내에 삽입시킨다. 본 발명의 측정 방법은 이미 적절한 스텐트 길이
를 측정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는 체강(202)내에 스텐트를 적절히 배치시키는 과제만이 남았다.
도 8에 따르면, 본 발명의 제 2 태양의 장치(300)가 도시되어 있다. 이 태양에서, 측정 장치(300)의 스
텐트(304)는 미세다공성 또는 비다공성 엘라스토머성 막으로 피복된다. 상기 장치(300)는 체강(301)이
여러 분지 혈관(302, 303) 및 낭상형 동맥류(308)를 갖는 경우에 특히 유리한 용도를 갖는다. 도시된 바
와 같이 측정 장치(300)가 체강(301) 내부에 배치되면 분지 혈관(302, 303)에 의해 공급되는 기관과 조직
(도시되어 있지 않음)을 관측하여 비다공성 스텐트(304)에 의해 발생하는 분지 혈관(302, 303)의 차단 결
과로서 상기 기관과 조직에 해로운 효과가 가해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분지 혈관(302,
303)이 나선현에 자양분을 주는 동맥을 나타낸다면, 환자의 하부 사지를 시험 및 관측하여 상기 동맥의
차단이 환자에게 양측마비를 야기시키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상기 측정을 실시할 경우, 피복 스텐트는
분지 혈관을 차단하지 않도록 보다 짧게 절단되거나 또는 수술이 동시에 종결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대동맥 동맥류를 교락시키기 위해 처리할 때에, 예를 들면, 요동맥에서 동맥류까지 역류가 있
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피복 스텐트를 갖는 측정 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기의 동맥류는 폐색되지 않
으면 파열될 수 있다. 역류가 감지된다면, 대동맥을 스텐팅시키기 전에, 폐색기를 사용하는 요동맥의 차
단이 필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요지에 따르면, 스텐트 또는 스텐트-이식물의 장착 및 배치 방법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한 분리식 중심축 및 분리식 지혈 밸브가 도 9와 도 10에 도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도 3 내지 도 8
의 혈관내 측정 장치(100)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분리식 중심축(310)(중심축 109를 대신함)이 도 9에 도시
되어 있고, 나사(314)에서 조여지는 캡(312), O형-고리(316), 관강(317), 및 지혈 밸브 등을 접속시킬 수
있는 루어(leur) 잠금 장치(320)를 갖는 근위 핸들(318)을 갖는다. 내부 카테터(315)는 분리식 중심축
(310)의 관강(317)을 통해 공급되고, 나사(314)에 캡(312)을 조이므로써 적소에 고정시키고, O형-고리
(316)를 압축시킨다. 유사하게, 도 10의 분리식 지혈 밸브(410)는 도 3 내지 도 8의 밸브 잠금(112)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분리식 지혈 밸브(410)는 근위 나사(414)와 원위 나사(416)를 갖는 몸체부(412),
원위 캡(418), 근위 캡(420), 관강(422), 원위 O형-고리(424), 근위 O형-고리(426) 및 플러시부(430)를
포함한다. 내부 카테터(108)와 플런저(120)는 관강(422)을 통과하며, 적소에 있는 경우에 원위 캡(420)
은 원위 나사(416)에서 조여져서 원위 O형-고리(424)를 압축시키고 플런저(120)상에 밸브를 잠글수 있다.
유사하게, 근위 캡(418)은 근위 나사(414)에서 조여지고 근위 O형-고리(426)를 압축시켜서 내부 카테터
(108)상에서 잠겨질 수 있다. 플러시부(430)를 사용하여 예를 들면 헤파린화 염수로 플런저(120)와 내부
카테터(108) 사이의 환상 공간을 세수시킬 수 있다.
도 9와 도 10에 제공된 바와 같이 분리식 중심축(310)과 잠금 장치(410)를 사용하여, 도 3 내지 도 8에
관해 상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원하는 스텐트 길이의 측정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또 다른 요지에 따르면, 측정한 후에 제공된 장치는 측정된 스텐트 또는 스텐트-이식물의 장착 및 배치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원하는 스텐트 길이를 측정한 후에, 전체 측정 장치를 환자의 신체로부터
제거한다. 그 다음, 상기 장치의 모든 관강은 헤파린화 염수로 세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분리식 중심축(310, 도 9)을 분리하여 제거하고, 분리식 잠금 장치(410)를 분리하여 제거한다. 중심축
(310)과 잠금 장치(410)를 제거하여, 확장기 팁(148)을 움켜잡고 원위 방향으로 당겨서, 내부 카테터
(108)가 중공 플런저(120)로부터 완전히 제거되도록 한다. 그 다음, 스텐트(104)가 외장(106)을 통해 완
전히 밖으로 당겨질 때까지, 플런저(120)의 근위 말단을 근위 방향으로 당긴다. 방수성, 무균 펠트펜 등
을 사용하거나 또는 임의의 기타 원하는 메카니즘을 사용하여, 스텐트 또는 스텐트-이식물(104)에 그 원
위 말단(126)으로부터 목적하는 길이(예를 들면, 스텐트의 원위 말단으로부터 27㎜)를 표시한다. 스텐트
를 표시하고, 플런저의 근위 말단(120)이 외장(106)의 원위 말단에서 튀어나올 때까지 스텐트(104)에 접
속된 플런저(102)의 근위 말단을 플런저 잠금 장치(133)를 통해 외장에 삽입시켜서, 플런저가 외장을 거
쳐 후방 삽입된다. 그 다음, 외장의 원위 말단에서 튀어나온 플런저의 근위 말단을 당겨서 스텐트 또는
스텐트-이식물(104)이 외장내로, 및 외장의 원위 말단 외부에서 표시점까지 당겨지도록 한다. 그 다음,
스텐트(104)를 표시점에서 또는 표시점 바로 부근에서 절단하여서, 플런저가 있는 나머지 스텐트(표시점
이 있음)를 폐기할 수 있고, 외장내의 스텐트를 적절하게 장착시킬 수 있다. 외장을 장착시키고, 외장
및 스텐트를 통해 카테터(108)를 삽입시키고, 필요시에는 적절하게 놓였을 때 스텐트 또는 스텐트-이식물
(104)을 밀어내기 위한 플런저를 제공하고, 필요시에는 중심축(310)을 카테터에 재부착시키고 잠금 장치
(410)를 플런저와 카테터에 재부착시키므로써 투입 시스템을 재조립한다. 장착된 외장과 함께 이용된 플
런저는 스텐트(104)를 배치시키기 위해 사용된 새로운 플런저이거나, 또는 초기 측정에서 이용된 스텐트
의 나머지 부분은 플런저로부터 제거된 과량의 스텐트일 수 있음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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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설정한 본 발명의 장착 및 배치 방법은 많은 이점을 갖는다. 플런저로 스텐트를 당기므로써 스
텐트가 장착되므로, 스텐트 와이어가 외장벽을 긁거나 구멍을 낼 기회가 적음을 인지한다. 또한, 일반적
으로 스텐트를 장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통이 제거되며, 스텐트의 장착 조작이 단순하다. 또한, 이용되는
스텐트 또는 스텐트-이식물은 측정기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장치이므로, 시스템이 저렴해진다.
본원에서는 꼬인 관상 스텐트의 여러 태양 및 본 발명의 스텐트를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예시되어 있
다. 본 발명의 특정 태양을 기재하였으나, 본 발명을 이에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기술이
허용하는 범주내에서 본 발명을 확장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본 명세서를 읽도록 한다. 따라서, 스텐트의
특정 디자인을 본 발명의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기재하였으나, 다른 디자인 또한 적합함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완전히 동일한 피치각을 갖는 스텐트를 기재하였으나, 상이한 몸체부 및 말단 피치각
을 갖는 스텐트 또한 동시 계류중인 미국 특허 제 08/388,612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연
속 변화하는 쌍곡면 스텐트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플런저에 대해 외장을 조정하여 고정시키기 위한
특정 메카니즘 및 내부 카테터에 대해 플런저를 고정시키는 유사한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메카니
즘을 사용하거나 또는 메카니즘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또한, 특정 형태의 눈금이 기재되
어 있으나, 임의의 기타 적절한 눈금이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예를 들면, 미터 눈금을 기재하였더
라도, 영국 시스템의 눈금 또는 임의의 기타 측정 시스템 눈금 또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플런저 몸체
부를 따라 인쇄한 눈금을 기재하였더라도, LCD 판독기에 결합된 전자 측정 수단을 함유할 수 있다.
또한, 눈금은 특정한 보정을 갖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임의의 다른 보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압축되지 않은 형태의 스텐트에 의해 발생하는 수축을 보충하기 위해 눈금을 보정하더라도, 눈금은
임의의 다른 형태로 보정되거나 또는 보정되지 않을 수 있다. 보정되지 않은 경우, 실시자는 필요한 계
산을 수행하여서 사용할 압축되지 않은 스텐트의 길이를 측정하거나, 또는 장치의 외장과 동일한 직경으
로 외장내 압축 상태의 스텐트를 절단할 수 있다. 실제로, 필요시에 실시자가 사용 도중 플런저에 표시
한 후에 측정할 수 있으므로, 눈금 또는 보정은 플런저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측정
장치는 왈스텐 또는 디드콧트 형태의 자가-확장성 스텐트를 갖고 사용하기위해 기재하였으나, 상기 측정
장치는 팔마즈(Palmaz) 또는 기안투르코(Gianturco)의 기구-확장성 스텐트 등과 같은 기타 장치를 갖고
사용하기 위해 보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장치를 사용하여 자료 수집을 위해 체강의 정확한 측정치를
얻고, 이어서 측부로 외과, 전기물리적 지도화 및 내시경 검사 등과 같은 기타 수술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확장기 팁의 특정한 형태를 기재하였으나, 다른 형태를 사용하거나 또는 확장기 팁을 사용하지 않
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또한, 특정한 관측 수단이 상기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기재하였으나, 임의
의 관측 수단이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특히, 관측 수단은 투시검사장치인 것으로 기재하
였으나, X-레이 투시법 및 컴퓨터 단층촬영 스캔법과 같은 다른 수단 또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
명의 장치를 사용하여 체강내 스텐트의 배치 길이를 측정하는 특정한 방법을 기재하였으나, 당해 기술 분
야의 숙련자들은 본 방법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세부 사항을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한다. 따
라서,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은 청구된 바와 같은 취지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에서 제
공된 장치 및 방법에 대해 달리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탄성-변형성 물질로 형성된 스텐트;
b) 배치 수단으로부터 스텐트를 방출시키지 않으면서 스텐트를 체강내에 삽입 및 부분적으로 배치시키고
부분적으로 배치된 스텐트를 체강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상기 스텐트와 고정적으로 연결된 배치 수단;
c) 체강내에 부분적으로 배치된 스텐트 길이의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나선형 스텐트와 배치 수단중의 하
나와 연결된 측정 수단을 포함하는,
생체 체강내에 이식시킬 인공삽입기의 표지된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스텐트가 나선형으로 감겨있는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스텐트가 미세다공성 또는 실질적인 비다공성 피복물을 갖는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스텐트가 원위 말단 및 근위 말단을 갖고; 배치 수단이 스텐트의 근위 말단에 부착된 원위 말단을 갖는
플런저, 및 플런저 주위와 스텐트 상에서 활주가능하게 조정되는 외장(sheath)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측정 수단이 눈금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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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수단이 보정된 눈금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보정된 눈금이, 스텐트가 압축되지 않을 때의 스텐트 직경 대 스텐트가 외장내에 있을 때의 스텐트 직경
의 비에 의해 보정되는 장치.
청구항 8
제 4항에 있어서,
플런저가 잠금 메카니즘을 갖는 근위 말단을 갖는 장치.
청구항 9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외장이 플런저 주위에서 연장되는 O형-고리를 갖는 장치.
청구항 10
제 4항에 있어서,
체강 내부로 장치를 유도하기 위한 유도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유도 수단이, 플런저의 근위 말단으로부터 나선형 스텐트의 원위 말단까지 연장되고 유도 와이어 둘레에
꼭 맞고 유도 와이어 주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관강 치수를 갖는 중공 카테터를 함유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체강내에서 장치의 배치를 관측하기 위한 관측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관측 수단이 중공 카테터의 원위 말단에 위치하고 방사선 비투과성 매질을 함유한 확장기 팁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4
a) 탄성-변형성 물질로 형성되며 근위 말단 및 원위 말단을 갖는 스텐트;
b) 근위 말단, 및 스텐트의 근위 말단에 부착되는 원위 말단을 갖는 플런저;
c) 플런저 주위와 스텐트 상에서 활주가능하게 조정되는 외장(이때, 외장의 축방향 이동에 의해 스텐트가
플런저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플런저가 부착되어 있는 스텐트의 방사상 확장 및 수축이 이루어짐); 및
d) 플런저의 근위 말단으로부터 스텐트의 원위 말단까지 연장되고 유도 와이어 둘레에 꼭 맞고 유도 와이
어 주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관강 치수를 갖는 중공 카테터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e) 나선형 스텐트, 플런저 및 외장중 하나에 연결되는, 신체내에 배치될 스텐트의 길이의 지표를 측정하
기 위한 측정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f) 중공 카테터의 원위 말단에 연결된 확장기 팁을 추가로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f) 외장의 근위 말단에 연결된 제 1 지혈 밸브, 및
g) 플런저의 근위 말단에 연결된 제 2 지혈 밸브를 추가로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 15항에 있어서,
제 2 지혈 밸브가 플런저의 근위 말단으로부터 분리가능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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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카테터가 이로부터 분리가능한 근위 중심축(hub)을 갖는 장치.
청구항 20
제 15항에 있어서,
측정 수단이 압축되지 않을 때의 스텐트 직경 대 외장내에 있을 때의 스텐트 직경의 비에 의해 보정된 눈
금을 플런저상에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f) 중공 카테터의 원위 말단에 연결된 확장기 팁;
g) 외장의 근위 말단에 연결된 제 1 지혈 밸브; 및
h) 플런저의 근위 말단에 연결된 제 2 지혈 밸브를 추가로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제 2 지혈 밸브가 플런저의 근위 말단으로부터 분리가능한 장치.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카테터가 이로부터 분리가능한 근위 중심축을 갖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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