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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내신장성 혈관 폐색 장치

요약

본 발명은 혈관 폐색 장치에 관한 것이다.  전형적으로, 본 발명은 혈관 폐색 장치는 2 차형으로 권취될 
수 있는 1 차 나선형으로 권취된 코일을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요지는 형
성된 관강을 통해 연장하는 내신장성 부재를 이용하며, 내신장성 부재는 적어도 두개의 위치에서 직접 또
는 간접으로 코일에 고정 부착된다.  바람직하게, 내신장성 부재는 신체를 통해 권선이 통과하는 동안에 
코일이 붕괴, 접착 및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강의 내부내에서 다소 느슨해진다.  코일은 쉽게 
구부러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변형예에서, 내신장성 부재는 납땜철 등과 같은 간단한 기구를 이용
하는 코일의 단부에서 코일 팁내에 형성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팁은 그 자체의 코일 본체와 직경이 동
일하다.  이러한 내신장성 부재는 전개후에 재삽입 또는 재위치시킴으로서 그 코일의 이동 동안에 코일의 
신장을 방해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본 장치는 2 차 형태를 가질 필요는 없을 지라도 예비형성된 선형 
나선형 권취 코일로서 자체 형성되는 2 차 형상을 갖는다.  바람직하게, 코일은 가요성이며, 전해적으로 
분리가능한 접합부와 같은 절단가능하거나 또는 기계적인 접합부를 이용하여 제어될 수 있다.  외부 섬유
는 장치에 부착될 수 있으며, 혈전형성을 증가시키도록 예비형성 선형 부재에 고정된다.  본 발명의 극가
요성 변형예는 카테터의 관강을 통해 유압으로 도입되며, 흐름 배향 카테터를 통해 재도입된다.  혈관 폐
색 부재는 섬유로 커버될 수 있다.  장치는 카테터를 통해 신체내료 도입된다.  장치는 카테터 외장을 통
해 축방향으로 통과하며, 그 2 차 형상은 카테터를 빠져나갈시에 형상이다.

대표도

도1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대체로 선형인 섬유 내신장성 부재를 구비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혈관 폐색 코일의 부
분 절단 측면도.

도 1B는 대체로 선형인 와이어 내신장성 부재를 구비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혈관 폐색 코일의 
부분 절단 측면도.

도 1C는 대체로 나선형인 내신장성 부재를 구비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혈관 폐색 코일의 부분 
절단 측면도.

도 2A 내지 도 2C는 본 발명의 혈관 폐색 코일의 대표적인 단부의 부분 절단 측면도.

도 3A, 도 3B 및 도 3C는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혈관 폐색 코일과 조합시에 전해에 의해 분리가능한 접
합부의 부분 절단 측면도.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혈관 폐색 코일과 조합시에 전형적인 기계적으로 분리가능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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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부의 부분 절단 측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혈관 폐색 장치용의 C0b자형의 2 차 형상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혈관 폐색 장치용의 클로버형의 2 차 형상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혈관 폐색 장치용의 2중 루프형의 2 차 형상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혈관 폐색 장치에 외부 섬유 물질을 접착하는 것을 도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혈관 폐색 장치에 외부 편조된 섬유 물질을 접착하는 것을 도시한 도면.

도 10은 흐름 배향성 카테터와 조립되어 있는 본 발명의 혈관폐색장치의 도면.

도 11A 내지 도 11D는 다른 도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혈관 폐색 코일을 동맥류내로 도입시키기 위
한 순서를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200, 210 : 코일104, 204 : 제 1 단부

106, 206 : 제 2 단부

108, 134, 148, 162, 184, 208, 214, 234 : 내신장성 부재

112 : 외부 손잡이 130, 230 : 혈관 폐색 코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매립식 혈관 폐색 장치(an implantable vaso- occlusive device)에 관한 것이다.  전형적으로, 
혈관 폐색 코일은 2차 형상으로 권선될 수 있는 나선형 권취 1 차 코일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중앙에는 
형성된 관강을 통해 연장한 내신장성 부재가 사용된다.  이 내신장성 부재는 적어도 두개의 위치에서 직
접 또는 간접으로 코일에 고정 부착된다.  이 내신장성 부재는 신체를 통한 권선의 통과중 코일이 압축, 
결속 및 그에 따라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강의 내부에서 다소 헐거운 것이 바람직하다.  이 
코일은 절곡이 쉬워야 한다.  본 발명의 어떤 변형예에 있어서, 내신장성 부재는 납땜 인두등과 같은 간
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코일의 단부의 코일 팁에 형성될 수도 있다.  이 팁의 직경은 코일 본체 자체의 직
경과 동일하다.  이러한 내신장성 부재의 주 목적은 이 코일의 운동, 예를 들면 전개후의 회수 또는 재위
치설정과 같은 이동 동안에 코일이 신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이 장치는 비록 2 차 
형상을 가질 필요가 없을 지라도 나선형으로 권취되고 예비형성된 1 차 선형 코일로부터 제조된 자체 형
성 2 차 형상을 가질 수도 있다.  코일은 가요성이 대단히 크며, 전해적으로 분리가능한 접합부와 같은 
전단가능한 또는 기계적인 접합부를 이용하여 제어가능하게 해제된다.  외부 섬유는 장치에 부착되거나 
혈전형성을 증가시키도록 예비형성된 선형 부재에 고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대단히 가요성이 큰 변형
예는 카테터의 관강을 통하여 유압에 의하여 반송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흐름배향성 카테터가 회수
가능하게 반송된다.  또한, 혈관 폐색 부재는 섬유 브레이드(braid)로 커버될 수도 있다.  전형적으로, 
상기 장치는 카테터를 통해 신체내로 도입된다.  상기 장치는 카테터 외장(sheath)을 통해 축방향으로 통
과하며, 카테터를 빠져나갈시에 그 2 차 형상을 나타낸다.

혈관 폐색 장치는 보통은 카테터를 통하여 인체의 혈관구조체내에 배치되는 외과 기구 또는 삽입물로서, 
혈전을 형성함에 의하여 혈관구조체의 부분을 이루는 혈관을 통한 혈액의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 또는 혈
관으로부터 유래한 동맥류내에 색전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널리 사용되는 하나의 혈관 폐색 장치는 
혈관 벽과 결합하는 크기를 가질 수도 있는 권선을 갖는 나선형 와이어 코일이다.  이보다 강성이 작은 
또다른 나선형 코일과 직조 브레이드를 포함하는 코일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있다.  실제로 모든 그러한 
혈관폐색 삽입물은 카테터를 통하여 장치를 밀 때 와이어 안내 카테터에 의하여 반송된다.  푸셔(pushe
r)의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신체내에 잘못 배치되었을 때 그러한 혈관폐색장치의 복원에 대한 염려 때문
에, 본 발명 이전에는 본 발명과 유사하게 흐름 배향성 카테터를 통하여 반송되는 형태의 혈관폐색장치가 
있었을 것 같지 않다.

이전의 혈관폐색장치의 예로서, 리차트 등(Ritchart et at.)의 미국 특허 제 4,994,069 호에는, 신장시에
는 선형 나선형 구조를 취하며 이완시에는 접힌 회선 구조를 취하는 혈관 폐색 코일이 개시되어 있다.  
이 신장 상태는 코일을 (카테터를 통한 그것의 전진을 통하여) 소망하는 부위에 배치하는데에 사용되고, 
혈관  폐색  장치가  그렇게  배치되자마자  이  코일은  이완된  구조(혈관을  폐색하기에  보다  적합함)를 
취한다.  상기 미국 특허 제 4,994,069 호에는 각종 형상체가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코일의 2 차 형상
으로는 0b꽃0c의 형상과 이중 와륜이 있다.  또한 무작위 2차 형상도 개시되어 있다.

치이 등(Chee et al.)의 미국 특허 제 5,304,194 호에는 각종 2 차 형상의 섬유질 요소가 부착되어 있는 
혈관 폐색 코일이 개시되어 있다.  이 특허에는 섬유질 요소가 코일 길이의 아래로 사인파 형태로 연장되
는 2 차 형상을 갖는 나선형 권취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이 특허에 개시된 것과 같은 이러한 코일은 그
것을 카테터의 관강을 통하여 대체로 직선 구조로 통과시키고, 그것이 카테터로부터 해제될 때 신체내의 
선택된 내강 또는 공동내에 이완된 또는 접힌 형상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진다.  이 특허에 개시된 섬유질 
요소는, 혈관구조체내의 공간을 채우고, 또한 혈전의 형성 및 그에 따른 관련 조직의 형성을 촉진하는 코
일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성형 코일 및 선형 코일을 신체의 혈관구조체내로 배출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상기 특허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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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코일을 혈관구조체내까지 외측으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미는 것만이 명백히 기술되어 있지만, 코일을 
특정하게 선택된 시간 및 부위에서 해제하는 여러가지의 다른 방법들이 있다.  구글리엘미 등(Guglielmi 
et al.)의 미국 특허 제 5,354,295 호 및 그것의 원특허인 동 제 5,122,136 호에는 전해적으로 분리가능
한 색전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또한, 기계적으로 분리가능한 각종 장치가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세펫카(Sepetka)의 미국 특허 제 
5,234,437 호는 상호체결 표면을 갖는 푸셔(pusher)로부터 나선형 권취 코일을 나사해제시키는 방법을 개
시하고 있다.  팔러모(Palermo)의 동 제 5,250,071 호는 푸셔와 색전 코일의 양자상에 장착된 상호체결 
클래습(interlocking clasps)을 이용하는 색전 코일 조립체를 개시하고 있다.  엥겔슨(Engelson)의 동 제 
5,261,916 호는 상호체결형 볼(ball)과 열쇠구멍형 커플링을 갖는 분리가능한 푸셔-혈관 폐색 코일 조립
체를 개시하고 있다.  타이포드 등(Twyford et al.)의 동 제 5,304,195 호는 기단부상에서 볼을 지지하는 
부착된 기단방향 연장 와이어와, 유사 단부를 갖는 푸셔를 구비하는 푸셔-혈관 폐색 코일 조립체를 개시
하고 있다.  이 2 개의 단부는 상호체결되고, 카테터의 말단 팁으로부터의 방출시 해제된다.  팔러모의 
동 제 5,312,415 호는 나선형 권취 코일의 내부와 상호접속될 수 있는 섹션을 갖는 가이드와이어를 이용
하여 다수의 코일을 단일 푸셔로부터 배출시키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팔러모 등의 동 제 5,350,397 
호는 말단부에 스로트(throat)를 갖는 푸셔와 그것을 통과하는 푸셔를 개시하고 있다.  푸셔 외장이 색전 
코일의 단부상에 보유되며, 그런 다음 이 외장은 축방향으로 배치된 푸셔 와이어가 혈관 폐색 코일의 기
단부상에 있는 부재쪽으로 밀릴 때 해제될 것이다.

또한, 고유의 2 차 형상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혈관 폐색 코일도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베렌스
타인 등(Berenstein et al.)이 0b유체 유사 특성을 갖는 초연성 색전 코일(Ultrasoft Embolization Coils 
with  Fluid-Like  Properties)0c이라는 명칭으로 1992  년  11  월  18  일자로 출원한 미국 특허 출원 제 
07/978,320 호에는 혈관의 공간내로의 도입후 형상을 거의 또는 전혀 갖지 않는 코일이 개시되어 있다.

이들 장치중 어느 것도, 그 내부에 포함된 내신장성 부재를 보유한 나선형 나선형 코일은 아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제 1 및 제 2 단부를 구비한 외부 나선형 부재를 형성하도록 제 1 또는 1 차 나선체로 와이어
를 권선함으로서 형성된 나선형 권취 코일을 포함한 혈관 폐색 장치에 관한 것이다.  형성된 관강을 통해 
연장하는 내신장성 부재는 적어도 두개의 위치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코일에 고정 부착된다.  내신장성 
부재는 혈관구조체내의 절곡부를 통한 코일의 통과중 코일의 결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코일내에서 헐겁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차 나선체가 2 차 형상으로 권취될 수도 있으며, 또한 바람직하게는 내신장성 부재를 코일내로 도입시
키는 단계에 앞서 그 형상을 보유하도록 열처리될 수도 있다.  2 차 형상은 분배 카테터로부터 방출될 경
우 특정 형상을 형성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형상은 예를 들면 동맥류, 아마도 누관 또는 AVM과 같은 
맥관 공동을 충전할 수 있을 것이다.  코일의 각종 부분의 강성은 특정 용도에서 혈관 폐색 장치의 유용
성을 향상시키도록 선택될 수도 있다.  가요성이 아주 높은 코일이 대단히 바람직하다.  섬유질 물질이 
혈관 폐색 부재내로 직조되거나 결속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둘러싸서 응괴형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이 혈관 폐색 장치는 필요하다면 그것을 일시적으로 교정(신장)하는 것과 그것을 적당한 카테터내로 도입
하는 것에 의하여 간단하게 사용된다.   상기 카테터는 그것의 말단 구멍이 충전 대상 혈관강의 입구
(mouth) 또는 구멍내에 있도록 그 전에 이미 배치된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혈관 폐색 장치를 카테터를 
통하여 밀고, 그 장치는 카테터의 말단부로부터 혈관강내로 배출될 때 그것의 이완 형상을 취한다.

이 혈관 폐색 장치는 보통 신체의 혈관구조체내에 사용되어 색전을 형성하나, 본 발명의 장치가 이루는 
것과 같은 폐색이 필요한 신체내의 부위라면 어떠한 곳이든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중요한 실시예를 형성하는 것은 본 발명의 혈관폐색장치와 흐름 배향성 카테터의 조합이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A 내지 도 1C도는 본 발명의 코일(100, 200, 210)용의 매우 바람직한 변형예의 부분 단면(절단) 측면
도이다.  

도 1A 및 도 1B에 도시한 변형예는 제 1 단부(104, 204) 및 제 2 단부(106, 206)를 구비한 나선형 권취 
외부 코일(102, 202)로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형상을 1 차 권취 또는 형상이라 한다.  이러한 
변형은 제 1 단부(104, 204) 및 제 2 단부(106, 206)에 고정 부착되도록 도시된 내신장성 부재(108, 208, 
214)를 포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개의 단부중 하나에만 또는 단부사이의 적어도 하나의 사이트에 
내신장성 부재(108, 208)를 부착하거나, 두개의 단부중 아무것에도 붙이지 않을 수 있다.  명료하게, 내
신장성을 이루기 위해서, 내신장성 부재는 코일상의 적어도 두개의 지점에 부착되어야 한다.

도 1A에 도시한 변형예의 내신장성 부재(108)는 섬유 및 바람직하게는 중합체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내
신장성 부재(108)는 열가소성 재료 또는 열경화성 재료일 수 있으며, 실의 번들 또는 그위에 접착되어 용
융되고 혈관 폐색 코일(100)에 달리 고정 부착된 단일 세사(filament)를 포함한다.  몇몇 상황에서는 또
한, 특정 응용을 위해 강성 또는 전기 전도성을 제공하도록 내신장성 부재(108)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금속성 스트랜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도 1B에 도시한 변형예의 내신장성 부재(208)는 땜납, 납땜, 접착제등에 의해 제 1 단부(204), 제 2 단부
(206) 또는 이들 단부의 중간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위치에서의 코일에 고정 부착된 간단한 와이어 또는 
리본(ribbon)일 수 있다.

도 1C에 도시된 변형예는 땜납, 납땜, 접착제등에 의해 제 1 단부(204), 제 2 단부(206) 또는 이들 단부
의 중간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위치에서의 코일에 고정 부착된 나선형 권취 코일을 포함한 내신장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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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214)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형상의 상기 내신장성 부재(214)는 변형예의 와이어(208 ; 도 1B) 보
다 큰 측방향 가요성의 측정치를 제공한다.  외부 코일(202) 또는 다른 방향에 있을 때와 동일한 방향으
로 권선될 수 있다.  이러한 변형예의 온당한 단점은 축방향으로 압박될 때 도 1B의 변형예보다 더 신장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혈관 폐색 코일(102, 202) 및 내신장 부재(108, 208, 214)를 구성하는데 사용된 물질은 광범위한 물질중 
하나로일 수 있으며, 양호하게 금속 또는 중합체와 같은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이 이용된다.  1 차 코일
(102, 202) 및 내신장성 부재(108, 208, 214)를 제조하는 와이어용의 적당한 금속 및 합금으로는 백금 그
룹의 금속, 특히 백금, 로듐, 팔라듐, 레늄 뿐만 아니라 텅스텐, 금, 은, 탄탈 및 이들 금속의 합금이 있
다.  이들 금속은 방사선 불투과성이 상당히 크며, 이들의 합금에 의하여 가요성 및 강성을 적당히 조화
시키도록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들은 또한 생물학적으로 크게 비활성이다.  매우 양호한 물질은 예를 
들면 8%의 텅스텐과 나머지가 백금인 백금/텅스텐 합금이다.

또한, 리본 또는 코일 내신장성 부재(208, 214)는, 방사선 불투과성과 가요성을 일부 희생하는 것이 허용
되는 경우에, 광범위한 스테인레스 강으로 제조될 수도 있다.  기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구성 물질은 고응력이 인가되는 경우에도 그 형상을 유지하는 물질이다.  0b초탄성 합금0c의 예로는, 니
켈/티타늄 합금(48 내지 58 원자%의 니켈 및 선택적으로 함유하는 적당한 양의 철); 구리/아연 합금(38 
내지 42 중량%의 아연); 베릴륨, 규소, 주석, 알루미늄 또는 갈륨을 1 내지 10 중량% 함유하는 구리/아연 
합금; 또는 니켈/알루미늄 합금(36 내지 38 원자%의 알루미늄)이 있다.  미국 특허 제 3,174,851 호, 제 
3,351,463 호 및 제 3,753,700 호에 기술된 합금이 특히 양호하다.  0c니티놀(nitinol)0b로서 공지된 티
타늄/니켈 합금이 특히 양호하다.  이것은 매우 작은 직경의 와이어가 사용될 때에도 변형없이 상당히 큰 
구부러짐에 견딜 수 있는 매우 강한 합금이다.

니티놀과 같은 초탄성 합금이 장치에 사용되는 경우에, 코일 와이어의 직경은 상대적으로 보다 연성인 백
금 또는 백금/텅스텐 합금을 구성 물질로서 사용할 때 이용되는 와이어 직경보다 상당히 작다.

코일은  데이크론(폴리에스테르),  폴리글리콜산,  폴리락트산, 플루오로폴리머(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
렌), 나일론(폴리아미드) 또는 심지어 실크와 같은 방사선 반투과성 섬유 또는 중합체(또는 방사선 반투
과성 또는 방사선 불투과성 섬유로 피복된 금속성의 가는 줄(metallic threads))로 제조될 수도 있다.  
중합체가 혈관 폐색 코일 부재의 주 성분으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분말형 탄탈, 분말형 텅스텐, 산화 
비스무트, 황산 바륨 등과 같은 공지된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이 소량 충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코일 재료는 1 차 코일(102, 202)로 권선된다.   1 차 코일은 권선된 이후에 선형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코일(102, 202)이 금속성 코일인 경우에 그리고 이 코일이 니티놀과 
같은 초탄성 합금 또는 백금 합금인 경우에는, 코일(102, 202)의 제조시에 사용되는 와이어의 직경 범위
는 0.00025 인치 내지 0.006 인치이다.  와이어는 0.003 인치 내지 0.025 인치의 1 차 직경을 가진 1 차 
코일(102, 202)로 권취된다.  대부분의 신경혈관 적용을 위해서, 1 차 코일(102, 202)의 양호한 직경은 
0.008 내지 0.018 인치이다.  코일 와이어는 신체 부위의 벽을 확장시킴이 없이 그리고 혈관구조체 시스
템내에서 발견되는 반복적인 유체 파동의 결과로서 신체 부위로부터 이동함이 없이 선택된 신체 부위, 내
강 또는 공동에서 장치를 제위치에 유지하기에 충분한 후프 강도를 최종 장치에 제공하기에 충분한 직경
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매우 높은 패킹 성능의 극가요성 코일 조립체를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0.00015 인치 또는 그 이하의 직경의 와이어를 가진 코일 와이어가 이러한 고
가요성 장치용으로 적당하다.  전형적으로 코일 직경은 0.015 인치나 그 이하일 수 있다.  코일 와이어는 
자유 단부를 가진 코일의 1 차 형태의 약 1㎝가 수평으로 유지되는 경우 약 20°, 바람직하게는 35°내지 
90°보다 크게 ＂처지게(drop)＂될 것이다.

1 차 코일의 축방향 길이는 통상적으로 0.5 내지 100 cm, 보다 통상적으로는 2.0 내지 40 cm의 범위에 포
함된다.  용도에 따라서, 코일은 매 cm 당 10 내지 75 개의 권회, 양호하게는 매 cm 당 10 내지 40 개의 
권회를 가질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모든 치수는 단지 지침용으로 제공된 것이며, 본 발명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체내의 폐색 부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치수만이 본 발명의 범위내에 포함된다.

1 차 코일(102, 202)이 권취되면, 내신장성 부재(108, 208)는 1 차 코일(102, 202)의 관강에 삽입되고 필
요에 따라 코일에 고정된다.   단부(104, 204, 106, 206)는 1 차 코일(102, 202)에서와 같이 동일한 직경
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합체 내신장성 부재(108)용으로 적합한 중합체 재료는 열경화성 재료 또는 열가소성 재료 어느 것도 가
능하다.   열가소성 재료는 용융되어 단부(104, 106)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장치(100)를 제조하는 방
법을 단순화할 수 있으므로 열가소성 재료가 바람직하다.   단부를 형성하기 위하여 땜납 인두와 같은 간
단한 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접착제에 의하여 적소에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절한 중합체는 섬유로 제조될 수 있는 최적의 생체적합성 재료를 포함할 수 있지만, 폴리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PET) 특히, 데이크론과 같은 열경화성플라스틱; 나일론을 포함하는 폴리아미드; 폴리에틸렌, 폴
리프로필렌, 폴리부틸렌, 이들의 혼합물, 합금, 블럭 및 랜덤 공중합체; 폴리글리콜산; 플루오르폴리머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또는 실크를 포함할 수 있다.  신체에 오랜기간 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
용을 위해서 섬유성 PET(데이크론으로 판매됨) 및 폴리프로필렌이 특히 바람직하다.  그중에서 특히 바람
직한 것은 폴리프로필렌이다.

도 2A는 본 발명의 코일(100)의 한 단부의 부분 단면을 도시한다.   도 2A는 또한 내신장성 부재(108)를 
형성하는 이전에 용융된 섬유로 형성되는 단부(106)를 갖는 나선형 권취 외부 코일(102)을 도시한다.    
이러한 형태의 단부는 금속 단부보다 적절히 높은 혈관 폐색 특성을 갖는 것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이
러한  구조에  대하여  다른  기능적  등가물은  에폭시  및  그  등가물과같은  아교로  형성된  단부(106)를 
가지며, 그것은 현실적으로 기계적이다.

도 2B는 코일 부재(102)의 길이를 고정하고 코일 부재가 신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외부 손잡이(112)를 도
시한다.   도 2C는 코일(102)의 내경보다 큰 직경을 가지며 코일이 신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아교 또는 사
전에 용융된 중합체로 이루어진 재형성 메스부를 도시한다.  손잡이(112)와 블럭(114)은 코일(102)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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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되어 있는 상태로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부착될 수도 있다.

도 1A, 도 1B, 도 1C, 도 2A, 도 2B 및 도 2C에 도시된 변형예는 전술된 리차드 등의 특허에 개시된 방법
으로 푸셔와 카테터의 사용에 의하여 배치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른 방법(및 그러한 방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수적인 고정물 또는 접합부)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치의 단부는 구글리엘미 및 세펫카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354,295 호 및 제 5,122,136 
호에 개시된 형태의 전기적으로 절단가능한 접합부를 수납할 수도 있다.   도 3A 및 도 3B는 이러한 변형
예를 부분 단면도로 도시한다.   혈관 폐색 코일(130, 230)은 충전 부재(132, 232)에 부착된다.   충전 
부재 또는 부싱(132,  232)은 적소에 형성된 열가소물 또는 에폭시 등을 포함하며, 내신장성 부재(134, 
234)와 코어 와이어(136, 236)를 접착시킨다.   내신장성 부재(134, 234)는 충전 부재 또는 부싱(132, 
232)을 경유하여 혈관폐색 코일(130, 230)에 직접 부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변형예에서 코어 와이
어(136, 236)는 충전 부재(132, 232)에 매설되는 확대부재를 갖는다.   코어 와이어(136, 236)는 접합부
(138, 238)가 부식 또는 절단되고 코일이 신체 부위로 배치될 때 전해의 사이트로서 의도되는 작은 희생 
접합부(138, 238)를 제외하고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및 페릴렌(폴리페레씨시렌) 조합체로 절연된다.   
변형예에 대한 세부 사항은(내신장성 부재(136, 236)가 없이) 1994년 12월 30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
원 제 08/367,061호에 개시되어 있다(그 전체 내용은 본원에 참조되었다).

도 3C는 본 발명의 장치의 양호한 변형예를 도시한 것이다.  조립체(131)는 코일(135)에 간접적으로 결합
된 내신장성 부재(133)를 사용한다.  특히, 내신장성 부재(133)는 코일(135)의 일 단부에서 코일 팁(13
7)을 형성하도록 용융된 열가소성 섬유 또는 섬유들이며, 코일(135)의 타 단부에서(또는 근접하여) 후크
(139)를 중심으로 고리모양을 형성한다.  앵커 코일(141)은 혈관폐색 코일(135)과 푸셔 와이어(136)사이
에 동축으로 위치된다.  상기 후크(139)는 앵커 코일(141)의 최종 권선 또는 반부 권선을 형성한다.  내
신장성 부재(133)는 앵커 코닐(141)을 경유하여 혈관폐색 코일(135)에 간접적으로 부착된다.  앵커 코일
(141) 및 혈관폐색 코일(135)은 함께 용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 3C는 그 최대로 신장된 상태의 혈관폐색 코일(135)을 도시한 것이다.  내신장성 부재(133)는 조
립체의 다른 축방향 신장에 견딜 수 있다.  혈관폐색 코일(135)이 신장되지 않은 경우, 내신장성 부재
(133)는 느슨하게, 즉 조립체(131)의 관강보다 통상적으로 길은 것이 분명하다.  내신장성 부재(133)가 
느슨한 축방향 피트를 구비할 수 없게 한다면, 코일(135)의 인접한 권선은 맥관구조내의 통로 관통 권선 
동안에 서로에 대해 ＂기초(bottom)＂를 둔다.

도 4A는 신체의 어느 한 부위까지 본 발명의 코일을 방출하기 위한 접합부의 또다른 변형예를 도시한다.   
본 변형예에 있어서, 접합부는 기계적으로 배치된다.   1 차 코일(140)은 잠금 고리를 구비하는바, 잠금 
고리중 하나의 고리(142)는 코일(140)의 단부에 위치하고 다른 하나의 고리(144)는 푸셔(146)의 단부상에 
위치한다.   내신장성 부재(148)는 충전재 블럭(154)을 경유하여 잠금 고리(142)에 부착된다.   충전재 
블럭(154)은 내신장성 부재(148)에 부착된다.   1 차 코일(140), 잠금 고리(142) 및 내신장성 부재(148)
로 형성된 코일 조립체(150)는 카테터 본체(또는 외장)(152)를 수축시켜 배치된다.   도 4B는 내신장성 
부재에 부착하기 위하여 특정 충전재 블럭 재료(154)를 사용하지 않는 도 4A에 도시된 장치의 변형예를 
도시한다.

이외에, 본 발명의 코일과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배치 접합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세펫카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234,437 호(잠금 표면을 갖는 푸셔로부터 나선형 권취 코일을 푸는 
방법을 개시)

- 팔레모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250,071 호(푸셔상에 그리고 색전 코일상에 장착된 잠금 고리를 사
용하는 색전 코일 조립체를 개시)

- 엥겔슨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261,916 호(잠금 볼과 키이홈형 커플링을 갖는 분리가능한 푸셔/혈
관 폐색 코일 조립체를 개시)

- 트와이폴드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304,195 호(기단부상에 볼을 갖는 고착된 기단부로 연장하는 
와이어와, 유사한 단부를 갖는 푸셔를 구비하며, 상기 두 단부는 상호 고정되고 카테터의 말단 팁으로부
터 배출될 때 분리되는, 푸셔-혈관 폐색 코일 조립체를 개시)

- 팔레모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312,415호(나선형 권취 코일의 내부와 결합가능한 부분을 갖는 가이
드와이어를 사용하여 단일 푸셔로부터 다수의 코일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을 개시)

- 팔레모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350,397 호(말단부와 푸셔에서 축을 관통하는 목부를 갖는 푸셔
를 개시.   푸셔는 색전 코일의 단부에서 고정되며 혈관 폐색 코일의 기단부상에 권선된 부재에 대하여 
축방향으로 위치하는 푸셔 와이어를 밀면 분리된다.)

전술된 모든 특허는 본원에 참조되었다.

전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장치는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단순한 선형을 취할수 있거나, 그렇게 단순
하지 않은 형상을 취할 수도 있다.   도 5 내지 도 7은 그것이 소정의 형상을 갖는 형태로 1 차 코일을 
권선하고 나서 그렇게 형성된 형상을 가열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1 차 코일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2차 형
상이라고 하는 형상을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내신장성 부재(162)를 갖는 C형 코일 조립체(160)를 도시
한다.   도 6은 내신장성 부재(162)를 갖는 클로버형 코일 조립체(164)를 도시한다.   도 7은 2중 루프 
코일 조립체(166)를 도시한다.   그것은 본 발명에 적합한 여러 가지 2차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본 발명의 장치는 여러 가지 외부 섬유 부가물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도 8은 코일
(174)을 통해 고리로 감싸는 세사 재료(172)를 갖는 본 발명의 장치(170)의 변형예를 도시하는 부분 측면
도이다.   부착 방법은 치이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226,911 호 및 제 5,304,194 호에 보다 상세
히 기술되어 있으며, 그 전체 내용은 본원에 참조되었다.   소정의 섬유 부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1994년 6월 24일자 미국 특허 출원 제 08/265,188호에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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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섬유상 재료의 편조된 커버링(182)과 내신장성 부재(184)를 갖는 장치(180)의 부분 절제도를 도시
한다.  이 코일 밀폐 방법은 펠프스 등(Phelps et al.)의 미국 특허 제 5,382,259 호에 보다 상세히 기술
되어 있으며, 그것의 전체 내용이 본원에 참고로 인용된다.

섬유질 직조 또는 편조된 관상재료는 데이크론(폴리에스테르), 폴리글리콜산, 폴리락트산, 플루오로폴리
머(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나일론(Nylon)(폴리아미드)  또는  실크와  같은  생물학적  적합재료로부터 
제조될 수도 있다.  브레이드를 형성하는 스트랜드는 상당히 무거우며, 예를 들면 약 0.15 파운드보다 큰 
인장강도를 갖는다.  전술한 재료는 그들이 열가소성인 한도까지는 용융되거나 또는 코일에 융합될 수도 
있다.  변형예로서, 코일에 접착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고정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재료는 데이크
론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다수의 소망의 실시예를 구체화하는 바람직한 조립체를 도시한 것이다.  특히, 상술한 
본 발명의 혈관폐색 장치의 고가요성 변형예는, 즉 혈관폐색 장치가 20°이상의 강하 및 그 내에 포함된 
중합체성 내신장성 부재를 구비할 수 있는, 변형예는 흐름 배향성 카테터내에, 특히 전해로 절단할 수 있
는 접합부를 이용하는 경우 포함시키기에 특히 적당하다.  도 10은 상술한 것과 같은 고가요성 혈관폐색 
코일(202)을 포함하고 유사한 가요성 내응력성 부재(204)를 이용하는 흐름 배향성 카테터(200)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흐름 배향성 카테터(200)는 필요한 경우에 말단 방사선불투과성 마커(206)를 구비할 수 있
다.

혈관폐색 코일(202)의 기단에는 전해 접합부(210)의 기단의 모든 지점에 설치되는 결합 와이어(208)가 있
다.

흐름 배향성 카테터(200)는 젠젠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336,205 호에 기술된 것과 같은 공지된 
설계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본 원에 구체화했다.  ＂흐름배향성 카테터(flow-directed catheters)＂는 
본래의 혈액 유동의 원동력에 의해 혈관구조체를 통해 신체내의 치료 사이트에 배향된다.  흐름 배향 카
테터의 보다 말단 세그먼트는 종종 상당한 탄성 특성을 가진 재료로 되지만 높은 파열 강도를 가진, 예를
들면 폴리우레탄, 염화폴리비닐, 실리콘 등으로 될 수 있다.  이들은 종종 탄력이 자유스럽다.  따라서, 
흐름 배향 카테터는 가이드와이어 등에 사용하기에 특히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혈관폐색 장치의 이러한 변형예를 사용시에, 혈관폐색 장치는 복잡하며, 유압(살린을 구비함)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흐름 배향 카테터로 사용할 수 있다.  더우기, 혈관폐
색 장치(202)는 내신장성 부재(204)를 포함하기 때문에, 혈관폐색 장치(202)는 결합성 와이어(208)를 이
용하여 카테터(200)내로 후퇴될 수 있다.

그  내에  사용한  결합성  와이어(208)는  카테터(200)의  이동에  간섭되지  않도록  매우  가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전도성이며, 전해 접합부(210)의 기단에 위치된다.  결합성 와이어(208)내로 전류가 도입
됨으로써 전해 접합부(210)는 부식되고 혈관폐색 장치(202)는 분리된다.  이러한 장치의 복잡한 설명은 
구글리미 및 세펫카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122,136 호 및 제 5,354,295 호에 기술되어 있다.

도 11A 내지 도 11D는 전술한 본 발명의 혈관 폐색 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통상의 전개방법을 도시하고 있
다.  이 방법은 전술한 리카르트 등의 특허에 기술된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도 11A는 동맥(316)에서 발견되는 동맥류(314)의 개구(212)내에 도입 카테터(310)의 말단 팁이 배치
된 것을 도시하고 있다.  혈관 폐색장치(318)의 말단 및 단부 부분은 카테터(310)내에 있는 것으로 도시
되어 있다.  도 11B에서, 혈관 폐색장치(318)의 말단부는 카테터(310)의 말단부로부터 방출되며, 동맥류
(314)내에 2 차 형상으로 권취된다.  도 11C는 동맥류(314)내에 2 차 형상체의 형성을 완료한 것을 도시
하고 있다.  도 11D는 혈관 폐색 장치(318)가 푸셔(pusher)로부터 분리되어 동맥류(314) 내에 배치되고, 
카테터가 동맥류의 입구로부터 수축(withdrawl)된 것을 도시하고 있다.

본 발명의 코일이 동맥류내에 또는 다른 사이트에 배치되어 있을 때, 코일을 이동시키거나 또는 심지어는 
회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도 11D에 있어서, 코일은 동맥류의 입구(312)를 통
하여  동맥내로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맥내에서는  폐색이  소망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라페
(Rappe)의 미국 특허 제 5,387,219 호에 개시된 혈관 폐색 올가미(snare)와 같은 장치가 노출된 코일을 
파지하여 그것을 이동시키거나, 또는 그것을 신체로부터 회수하는데에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내
신장성 부재는 코일이 와이어의 단일 스트랜드로 신장하는 것과 길이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의료장치, 특히 혈관 폐색 장치의 설계업자들이라면 명백히 알 수 있는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본 발명
의 실시예의 변경예는,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제 1 및 제 2 단부를 구비한 외부 나선형 부재를 형성하도록 제 1 또는 1 차 나선체로 와이어
를 권선함으로서 형성된 나선형 권취 코일을 포함한 혈관 폐색 장치에 관한 것이다.  형성된 관강을 통해 
연장하는 내신장성 부재는 적어도 두개의 위치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코일에 고정 부착되는 효과가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단부 및 제 2 단부를 갖고, 상기 제 1 단부와 상기 제 2 단부의 사이에 관강을 규정하는 나선형 권
취 외측 1 차 코일과;

상기 관강을 통하여 연장되고 적어도 2 개의 위치에서 상기 1 차 코일에 고정 부착된 내신장성 부재를 포
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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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부 또는 상기 제 2 단부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된 전개 팁(deployment tip)을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전개 팁은 푸셔(pusher)에 부착되는 것 및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적합한 기계적으로 분리가능
한 단부를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전개 팁은 상기 푸셔상에 전류를 인가함으로써 푸셔로부터 분리되기에 적합한 전해적으로 분리가능
한 단부를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내신장성 부재는 적어도 하나의 섬유를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내신장성 부재는 다수의 섬유를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내신장성 부재는 와이어를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내신장성 부재는 나선형 코일을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2 차 형상을 갖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나선형 권취 코일은 플라티늄, 팔라듐, 로듐, 금, 텅스텐 및 그들의 합금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금속을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나선형 권취 코일은 플라티늄 및 텅스텐의 합금을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나선형 권취 코일은 스테인레스 강 및 초탄성 합금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합금을 포함하
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나선형 권취 코일은 니켈-티타늄 초탄성 합금을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방사선 불투과성 충전재(filler)를 함유하는 중합체를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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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 차 코일에 부착된 외부의 섬유상 재료를 더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내신장성 부재는 중합체를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내신장성 부재는 열가소성 재료를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열가소성 재료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열가소성 재료는 폴리프로필렌을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열가소성 재료는 상기 1 차 코일의 적어도 일 단부에 위치되는 캡을 형성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내신장성 부재는 상기 1 차 코일의 적어도 하나의 단부에 부착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캡은 상기 1 차 코일과 직경이 동일한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열가소성 재료는 상기 1 코일의 양 단부에 캡을 형성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내신장성 부재는 상기 관강을 통하여 연장되고 상기 제 1 단부 및 상기 제 2 단부 모두에 간접적으
로 부착되어 고정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2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내신장성 부재는 상기 관강을 통해 연장하고, 상기 제 1 및 제 2 단부중 적어도 하나에 직접 부착되
어 고정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2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내신장성 부재는 리본을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리본은 플라티늄, 팔라듐, 로듐, 금, 텅스텐 및 이들의 합금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금속인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리본은 플라티늄 및 텅스텐의 합금을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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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나선형으로 권선된 코일은 스테인레스강 및 초탄성 합금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합금을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나선형으로 권선된 코일은 니켈-티탄늄 초탄성 합금을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3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내신장성 부재는 상기 나선형으로 권선된 코일의 관강내에서 느슨하게 되어 있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3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나선형으로 권선된 코일의 적어도 하나의 단부에 나선형으로 권선된 코일의 관강내에 동축으로 위치
된 앵커 코일을 더 포함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내신장성 부재는 상기 앵커 코일에 고정 부착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내신장성 부재는 상기 앵커 코일상의 후크에 고정 부착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35 

제 1 항에 있어서,

나선형으로 권선된 1 차 코일은 가요성이 있어서, 수평으로 유지될 때 약 20°보다 크게 1 ㎝가 휘는 혈
관 폐색 장치.

청구항 3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나선형으로 권선된 1 차 코일은 가요성이 있어서, 나선형으로 권선된 1 차 코일은 가요성이 있어서, 
수평으로 유지될 때 약 20°보다 크게 1 ㎝가 휘는 혈관 폐색 장치.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나선형으로 권선된 1 차 코일의 적어도 일부분을 둘러싸는 흐름 배향 카테터의 조합체를 더 포함하
는 혈관 폐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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