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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혈관의 구멍 봉합용 어셈블리

요약

이 발명은 환자의 몸 내의 절개된 곳 또는 구멍(puncture)을 봉인하기 위해서, 환자의 혈관, 도관, 체강 
또는 루멘의 벽을 따라 위치하는 제1 부재(30)및 상기의 환자의 혈관, 도관 또는 루멘를 통해 체액의 흐
름으로부터 절개부 또는 구멍을 봉인하도록 제1 부재에 결합된 필라멘트(36) 또는 클립 부재(78) 주위에 
절개부 또는 구멍내로 주입되는 젤라틴 물질을 포함하여 생흡수되는 어셈블리 및 이에 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표도

도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의료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며, 보다 상세히는 환자의 몸 내의 여러 구멍난 곳 또는 
절개된 곳을 봉합하기 위한 지혈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 분야에  숙련된  자들이 아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수술 과정은 현재 혈관내에서 또는 관강 내에서
(intraluminally)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테롬성동맥 경화증과 같은 혈관 질환 치료에 있어서는 동
맥 내에 기구 또는 카테데르, 예를 들면 발룬(balloon) 또는 다른 형태의 카테테르를 삽입시키기 위해서 
동맥에  침범하여 동맥 내에서 수술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는 
통상, 동맥 내에 삽입기 외장(introducer sheath)을 삽입한 연후에 상기 외장을 통해 기구 또는 카테테르
를 동맥 내의 수술 부위까지 삽입할 수 있도록 동맥 피부에 구멍을 내는 것이 수반된다.   이런 형태의 
수술과정에  있어서,  한  문제점은  수술을  마친후에  그리고  기구(  및  이와  함께  사용된  임의의  삽입기 
외장)를 제거한 후에 출혈을 멈추게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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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러한 출혈을 멈추게 하는 가장 일반적인 치료는 숙련된 의사, 또는 기타 적합하게 숙련된 의료인
이 구멍난 곳에 손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압으로 지혈되도록 하는 데는 충분히 긴 시간 동
안 수행하여, 개구된 곳이 더 출혈되지 않게 효과적으로 폐쇄되도록 해야 한다.   구멍이 퇴부 또는 얕
은 퇴부 동맥에 난 경우, 지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45분 이상 압력을 가하여야만 할 경우도 있다. 고
도로 숙련된 전문 의료인이 손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그 방법은 결
과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멈추지 않을 경우, 혈관을 통한 혈액의 흐름을 실제적으로 감소시킨다. 수술직후
에 발생할 수 있는 주된 부작용 중 하나는 현전증(thrombosis)이기 때문에, 이를 테면 손으로 압력을 인
가함으로써 야기되는 혈액 흐름의 어떤 감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흡수성 플러그 또는 부재를 질(vagina) 내에 삽입하기 위한 간단한 구조의 애플리케이터(applicator) 디
바이스에 관한 것이 특허 문헌에 개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상기 디바이스는 질 내에 삽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흡수성 물질로 된 플러그를 질 내에 둘 수 있게 한 관형 요소이다. 상기 디바이스는 관형 요소로
부터 플러그를 질 속으로 밀어 넣기 위한 플런저를 또한 포함한다. 또한, 질로부터 회수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플러그에 실 또는 줄이 부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디바이스의 예로서는 로버트슨에게 허여된 미
국 특허 제1,191,736호 및 워쉬번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1,794,221호에 기재되어 있다. 상기 디바이
스들은 이들이 의도하는 목적에는 적절하나, 이들의 다른 용도에 해 제시된 것이 없으며, 상기 디바이
스는 특히 혈관 벽이나 기타 다른 신체의 관강(lumen) 또는 도관(duct) 내의 개구된 곳을 봉하기 위해 이 
곳에 삽입하기에는 적합하지도 않다.

켄세이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744,364호 및 제4,852,568호는 생물체의 몸의 일부를 다른 부분과 분리
하는 조직 내의 개구부, 예를 들면 생물체의 혈관, 도관 또는 관강 내의 구멍을 봉하기 위한 위치 설정 
기구와 클로져(closure) 또는 앵커(anchor) 디바이스에 해 개시하고 있다.   상기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또한 이들 특허에 개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켄세이 발명의 위치 설정 기구는 말단 단부
에 출구가 구비된 관형 몸체이다. 디바이스의 말단 단부는 구멍 또는 다른 개구된 곳을 관통하여 삽입되
도록 구성되어 있다. 동맥 또는 다른 혈관에 구멍이 있는 상황에서, 관형 몸체의 출구는 상기 구멍을 통
해 삽입됨으로써 디바이스의 말단 단부가 혈관 내에 놓이게 된다. 앵커는 관형 몸체 내에 배치되며, 사용
하기 전에 관형 몸체 내에 조밀하게 정열되거나 압착된 형상으로 보유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관형 몸체는 
체로 개구부에 접촉한 생물체의 몸의 일부, 예를 들면 혈관의 내부로 앵커를 출구로부터 몰아 넣는, 플

런저 같은 부재 형태의 방사기를 또한 포함하는데, 이 때문에  앵커는 펼쳐지거나 전개되므로 확장된 조
직  맞물림  표면을 이루게 된다.

수축 필라멘트는 앵커 또는 클로져에 고착된 상태로 노출되므로 디바이스의 관형 몸체가 회수된 후에 구
멍을 따라서 또는 이에 인접하여 필라멘트틀 완전히 끌어 당길 수 있어, 앵커 또는 클로져의 맞물림 표면
은 구멍을 따라 조직의 내표면과 맞물리거나 접하게 된다.

켄세이 특허에  개시된 한 특징에 따라, 필라멘트는 팽팽하게 유지되거나 아니면 구멍내 소정 위치에 앵
커 또는 클로져를 유지하도록 환자의 피부 표면을 따라 고착되어 놓여  있다. 앵커 또는 클로져 및 이에 
결합된 필라멘트는 각각 생물분해성 물질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앵커 및 클로져가 구멍 또는 혈관 
내 절개된 곳을 봉하는 데 사용될 때, 개시된 바에 따른 구조를 보면, 상기 앵커가 열려(즉, 펼쳐진 상태 
또는 확장된 상태) 구멍을 봉하는 소정의 장소에 있게 될 때, 혈관을 통해 혈액의 흐름을 분명하게 막지 
못한다.

켄세이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890,612에는 생물체의 몸의 체내 2부분을 가르는 조직 내에 피부를 통
하여 형성된 구멍 또는 절개된 곳을 봉하기 위한 또 다른 봉합 디바이스에 해 개시하고 있으며, 상기 
디바이스 사용에 한 여러 가지 방법도 개시되어 있다. 상기 켄세이 발명의 봉합 디바이스는 일반적으로 
보유 부재, 필라멘트, 및 봉합 부재 형태이다. 보유 부재는 길게 연장된 몸체이며, 토글(toggle)처럼 구
성되며, 바람직하게는 열가소성 폴리머 또는 폴리글락타이드(polyglactide)와 같은 생물 분해성 물질로 
형성된다. 토글은 필라멘트의 말단 단부에 주조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필라멘트 역시 생물 
분해성이며, 바람직하게 폴리글락타이드 봉합선 물질로 형성된다. 필라멘트는 가요성이 있어 토글이 봉합
선 및 봉합 부재에 관해 여러 가지 방위로 선회할 수 있게 한다. 봉합 부재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게는 
압축된 포말재(foam) 또는 기타 다른 물질, 즉 흡수성이 상당히 높은 물질로 형성되어, 몸 안에 배치될 
때 이의 압축된 직경을 초과하여 부풀게 되는 원통형 플러그이다.

상기 켄세이 특허의 봉합 디바이스는 봉해질 구멍 또는 절개부 안에 봉합 디바이스를 두기 위한 삽입 기
구와 함께 사용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삽입 기구는 보유 부재가 관형 몸체 부재의 세로축에 평행한 보유 
부재의 세로축에 방향설정 되도록 봉합 디바이스가 배치된 관형 몸체 부재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배치될
때, 보유 부재는 봉합 부재의 말단 단부의 부분을 압착할 수 있다. 필라멘트 부재는 봉합 부재를 통해서 
또는 이를 따라 보유 부재로부터 후방으로 연장한다.

상기 켄세이 특허의 삽입 기구는 그 말단 출구가 환자몸 내의 필요한 위치에 있게 될 때까지 동맥 또는 
임의의 신체 조직(예를 들면, 간, 쓸개, 폐, 심장 등)내의 구멍 또는 절개부 안에 도입된다. 상기 기구가 
동맥을 합하는 데 사용될 때, 삽입 기구의 출구는 이것이 동맥 내에 있도록 배치된다. 이때 삽입 기구는 
관형 부재로부터 보유 부재를 방출하도록 동작된다. 일단 보유 부재가 방출되면, 기구는 봉합 부재의 끝, 
즉 봉합 디바이스의 말단 단부에 있는 포말재가 부풀게 되도록 짧은 시간 동안 이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 이 동작으로 인하여 보유 부재는 효과적으로 기울어진다. 이때 삽입 기구를 빼어 봉합 디바이스의 
필라멘트가 빠지도록 한다. 이 동작은 더 빠지지 않게 보유부가 동맥벽의 내표면과 맞닿을 때까지 클로저 
디바이스의 봉합부를 동맥벽 내의 구멍 또는 절개부를 통해 뒤로 잡아 당긴다. 보유 부재가 동맥벽과 맞
닿게 될 때, 봉합 부재의 말단 단부 부분의 압착을 달성할 수 있다. 더구나, 봉합 부재의 중앙단부 부분
은 피부에 매우 인접한 지점까지 피하 조직 내의 구멍 또는 절개부 내로 확장한다. 이들 동작은 효과적으
로 혈액 통로로부터 구멍 또는 절개부를 봉한다.

특허 문헌은 또한 혈관 내 개구 또는 다른 개구를 페쇄시키는 여러 가지 다른 디바이스를 공시한다. PCT 
공개 번호 WO 90/14796은 절개부를 통한 혈액의 흐름으로부터 절개부를 봉합하도록 혈관벽을 가로질러 놓
이는 교합(occlusion) 부재 및 록킹 부재의 사용에 해 개시하고 있다. 파울러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108,412호에서, 절개부 안에 플러그를 삽입하는 한가지 이상의 방법과 함께 플러그형 부재를 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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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상처 또는 다른 절개된 곳을 폐쇄시키는 다른 수단 및 기술이 짐머만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4,606,337호 및 쟈네스에게 허여된 미국특허 제5,053,046에 개시되어 있다.

이 분야에 비교적 최근의 모든 관심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절개부에 손으로 압럭을 가할 필요없이 
젤라틴 물질 또는 유사한 지혈 물질과 앵커 또는 유사한 어셈블리를 사용하여  개구된 곳을 막아 혈관박 
내에서와 같이 개구의  페쇄를 달성하는 간단한 구조의 신뢰성 있는 수단에 한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어셈블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혈관, 도관 또는 관강 내의 구멍 또는 다른 개구된 곳을 손으로 압력을 가할 
필요 없이 그리고 혈관을 통하는 피의 흐름이 현저히  감소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봉하는데 효과적인 
봉합 어셈블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구조가 간단하며, 앵커 부재 또는 다른 클로져를 안에 배치시켜 구멍을 일시적
으로 지혈되도록 봉합한 후, 피브리형 조직 접착제같은 젤라틴 또는 다른 지혈 물질을 절개부 안으로 주
입하여 절개부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간단히 봉합하도록 혈관, 도관 또는 관강 안으로 신뢰성 있게 삽입될 
수 있는 삽입 기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환자 몸안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으며, 봉합 어셈블리
의 삽입 직후 환자가 걸을 수 있게 하는 봉합 어셈블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목적은 생물체의 혈관, 도관 또는 관강의 벽의 개구를 봉하는 총체적인 어셈블리
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삽입 어셈블리는 봉합 어셈블리를 안에 수용하기 위한 관형 몸체를 갖는 삽입 
기구를 포함한다. 봉합 어셈블리는 관형 몸체로부터 방출되도록 구성된다.   관형 몸체는 중앙단부 쪽 부
분과 말단단부 쪽 부분을 갖는 긴 관형 부재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형성된다. 말단단부쪽 부분은 안이 열
린 단부를 가지며, 이는 혈관, 관강 또는 다른 체강의 개구된 곳을 통해 도입되도록 구성된다.

체로 본 발명의 봉합 어셈블리는 앵커 부재, 봉합 수단을 형성하는 젤라틴 또는 유사한 물질, 및 필라
멘트 부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앵커 부재는 조직 결합부를 포함하며 한 방향으로 개구부를 통해 
통과하도록 형상화되며, 반  방향으로 상기 개구부를 통한 통과를 저지한다. 봉합 수단은 시아노아크릴
레이트(cyanoacrylate), 또는 젤라틴 물질이 건조 또는 경화할 때 필라멘트 부재에 접하게 되는 피브린 
물질을 포함하는 조직 접착제같은 젤라틴 물질을 포함한다.   필라멘트 부재는 혈관, 도관 또는 관강벽을 
가로질러 확장할 동안 앵커 부재와 봉합 수단 사이에 접속될 만큼 충분한 길이를 갖는 봉합선 물질로 바
람직하게 형성된 가늘고 긴 부재이다.

본 발명의 사용 방법은 캐리어  또는 삽입 어셈블리의 자유 또는 개방된 단부에 인접하게 캐리어 내에 앵
커 부재를 초기에 배치하도록 캐리어 및 앵커 부재를 조작하는 것을 포함한다.  삽입 어셈블리의 개방 단
부는 삽입기 외장을 통해 환자의 혈관, 도관 또는 관강 내의 개구된 곳 안으로 도입되며, 이어서 봉합 어
셈블리의 앵커 부재는 삽입 어셈블리의 개방 단부로부터 방출된다.   그후 삽입 어셈블리는 환자의 개구
와 체로 접하고 있는 조직과 맞닿는 상태로 되도록 앵커 부재의 조직 맞물림 부분을 끌어당기도록 동작
됨으로써, 앵커 부재의 조직 결합부는 적어도 초기에 또는 일시적으로 혈관, 도관 또는 관강에서의 제액
의 흐름으로부터 개구부를 봉합하게 된다.

본 발명의 삽입 어셈블리는 또한 바람직하게 혈관, 도관 또는 관강에 인접한 절개부 안으로 필라멘트 부
재를 따라 젤라틴 물질을 주입하여 피브린 접착제같은 젤라틴 물질이 앵커의 중앙단부쪽으로 절개부 내로 
주입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삽입 어셈블리의 이 부분은 일단, 앵커 및 필라멘트 부재가 
혈관, 도관 또는 관강을 따라 놓이게 되면, 절개부 내로 젤라틴 물질이 주입될 수 있도록, 하나로 되거나 
또는 별개의 주사기 어셈블리의 일부로서의 하나 이상의 플런저부재를 포함할 수 있다. 젤라틴 물질의 사
용은 절개부 내의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앵커 및 필라멘트 부재를 보유하고 젤라틴 물질이 절개부 또는 
구멍 안으로 주입된 직후 혈관, 도관 또는 관강을 따라 앵커 부재를 보유하도록 필라멘트 부재와 접촉되
어 생체내로 흡수되는 조직 접착제로서 작용하는 장점이 있다. 본 발명에서, 앵커 부재는 구멍 또는 절개
부를 일시적로 봉합할 수 있도록, 즉 젤라틴 물질이 정착 또는 경화할 때까지 하는데 주로 필요하다. 그
러므로, 앵커 부재는 비교적 단시간 내에 용해되며, 켄세이의 여러 특허에 개시된 재흡수 가능한 앵커 부
재의 용해 시간 이하인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젤라틴 물질의 조성은 각 환자의 필요에 따라 임상
에서 취사선택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젤라틴 물질의 조성은 절차 진행 동안 환자가 받는 혈
액 응고 방해 물질의 양에 따라 빠르게 또는 느리게 경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개시
된 본 발명은 이전에 제안되었던 여러 가지 다른 봉합 디바이스보다 현저하게 덜 복잡하고 제조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여겨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다른 목적  및 본 발명의 많은 부수적인 장점은 첨부된 도면에 관련하여 고찰할 때, 다음의 상세한 설명
을 참조하여 보다 잘 이해될 것이다.

제 1 도는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앵커 부재를 생물체의 몸 안에  개구부를 봉합하도록 도입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봉합 디바이스를 부분 단면으로 도시한 측면도.

제 2 도는 삽입기 외장 내에 부분적으로 관형 몸체가 삽입된 상태에서 제 1 도의 삽입 어셈블리 및 삽입
기 외장을 부분 단면으로 도시한 측면도.

제 3 도는 삽입기 외장 내에 삽입되어 환자의 혈관 내에 놓이게 된 삽입 어셈블리를 부분 단면으로 도시
한 확  측입면도.

제 4 도는 환자의 혈관 내에 앵커 부재가 도입된 것을 부분 단면으로 도시한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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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도는 삽입 어셈블리의 말단 단부 출구와 접촉하게 끌어 당긴 앵커 부재를 부분 단면으로 도시한 측
면도.

제 6 도는 혈관벽과 접촉하고 있는 앵커 부재를 갖는 구멍에서 삽입 어셈블리를 빼내는 것을 부분 단면으
로 도시한 측면도.

제 7 도는 일부분이 빠진 삽입 어셈블리 안에 삽입된 주사기 어셈블리 및 필라멘트 부재와 환자 피부간에 
부착된 스프링 부재를 부분 단면으로 도시한 측면도.

제 8 도는 구멍 안에 젤라틴 물질을 주입한 것을 부분 단면으로 도시한 측면도.

제 9 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양호한 위치 설정하는 것을 부분 단면으로 도시한 측면도.

제 10 도는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실시예를 부분 단면으로 도시한 측면도.

제  11  도는  제  10  도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주사기  어셈블리를  부분  단면으로  도시한 
측면도.

제 12 도는 확장된 위치에서 제 10 도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른 삽입 어셈블리내에 플런저 부재를 부분적 
단면으로 도시한 측면도.

제 13 도는 젤라틴 물질이 관형 부재의  말단 단부 가까이에서  개방된 포트를 통해 주입되는 것을 도시
한 제 10 도 내지 제 12 도에 도시된 실시예와 유사한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측면도.

제 14 도는 제 13 도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주사기 어셈블리를 부분적 단면으로 도시한 측면
도.

제 15 도는 절개부로부터 관형 몸체를 제거하기 전에 제 13 도에 도시된 본 실시예에 따른 삽입 어셈블리 
내의 젤라틴 물질을 부분 단면으로 도시한 측면도.

제 16 도는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실시예의 주사기 어셈블리를 부분 단면으로 도시한 측면도.

제 17 도는 필라멘트 부재를 따라 구멍 안에 배치된 도 16에 도시한 실시예에 따른 주사기 어셈블리를 부
분 단면으로 도시한 측면도.

제 18 도는 젤라틴 물질이 절개부 내에 주입된 상태에서 도 16에 도시한 실시예의 주사기 어셈블리를 부
분 단면으로 도시한 측면도.

제 19 도는 제 16 도에 도시된 실시예와 유사한 주사기 어셈블리에 한 또 다른 실시예를 부분 단면으로 
도시한 측면도.

제 20 도는 제 19 도에 도시된 실시예에 한 클립 부재를 도시한 입면 사시도.

제 21 도는 환자의 몸체내 절개된 곳에 제 19 도에 도시된 실시예의 젤라틴 물질, 클립 부재 및 앵커 부
재를 부분 단면으로 도시한 측면도.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여러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면에서, 동일 참조부
호는 동일구성요소를 지칭한다.

도 1에서 부호(20)는 생물체의 혈관, 도관 또는 관강 내의  절개, 구멍 또는 다른 개구된 곳을 효과적으
로  봉합시키는  디바이스를  나타낸다.  상기  디바이스(20)는  혈관  조영   염료  주입과,  발룬 혈관형성
(angioplasty), 그리고 다른 형태의 아테롬성 동맥 경화증 동맥의 재소통(recanalization) 및 인 시튜 밸
브렉토미(in situvalvulectomy) 등과 같은 혈관내 수술 절차에 관련되어 사용될 때 특히 유용하다. 그러
나, 디바이스(20)는 여러 가지 복강경, 관절 촬영 내시경 또는 다른 수술절차에서 환자의 몸속의 다른 형
태의 혈관, 도관, 관강 또는 체강(body cavity) 내의 구멍 또는 다른 개구를 지혈, 봉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여기 포함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동맥과 같은 혈관 내의 피부 관통 구멍
을 폐쇄하는 것에 해 기술하고 있으나, 본 발명의 디바이스(20)는 보다 많은 응용 및 용도가 있음을 알
아야  한다.  여기  사용되는  젤라틴  용어는  약간의  점성이  있는  물질,  현탁액(susPension)  또는 연고
(paste) 등과 같이 넓은 범위의 점도를 갖는 물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다.

디바이스(20) 전체를 설명하기에 앞서, 상기 디바이스(20)의 특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피부를 
통한 절개 또는 구멍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종래의 혈관내 수술 절차, 예를 들면 동맥의  카테테르 기구 
사용에  해  간략히  설명한다. 수술절차에서, 기구 삽입에 맞는 위치에  있는 퇴부 동맥(24)과 같은 
동맥 안으로 피부를  관통하여  혈관 조영  바늘(도시  않음)과  같은  캐뉼러(cannula)를 삽입한다. 바
늘 캐뉼러가 제자리에 유지된 상태에서 소형 가이드와이어(mini-guidewire)(도시 않음)의 가요성 단부는 
캐뉼러를 통해 필요한 깊이까지(즉, 이를 따른 길이 방향 위치) 동맥 안으로 전달된다. 소형 가이드와이
어가 필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 바늘 캐뉼러를 제거하여 가이드와이어를 그 위치에 남겨둔다. 이어서 
구멍(28)을 통해 동맥(24) 내로 종래의 삽입기 외장(26) 및 동맥 확장기(도시 않음)가 가이드와이어를 통
해 전달된다. 이때 가이드와이어 및 확장기를 제거하여 그 자리에 외장(26)을 남겨둔다. 이어서 삽입기 
외장(26)을 통해 카테테르(도시 않음) 또는 다른 혈관내 기구를 삽입하여 필요한 혈관내 위치, 예를 들면 
아테롬성 동맥 경화 폐색 위치까지 줄곧 동맥내를 나아가게 한다. 혈관내 절차가 완료되면, 카테테르 또
는 기구를 제거한다. 그후에 외장(26)을 제거하여 내과 의사 또는 다른 숙련된 전문의는 지혈이 일어날 
때까지 미리 피부 관통 구멍에 손으로 압력을 가해야 했었다. 많은 환자에 있어서, 이것은 적어도 30분의 
지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디바이스(20)는 동맥, 신체의 다른 도관 또는 관강 내의 피부 관통 또는 다른 형태의 구멍, 절
개 또는 개구된 곳에 손으로 압력을 가할 필요 없이, 이들에 한 지혈, 봉합을 달성한다. 따라서,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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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테르 또는 다른 혈관내 기구를 제거하였으나, 바람직하게는 외장(26)은 그 자리에 남겨둔 상태에서, 
본 발명의 디바이스(20)는 외장(26)을 통해 동맥(24) 내로 삽입되어 클로져 또는 앵커 부재(30)를 동맥 
내로 방출하도록 동작된다. 앵커 부재(30)는 절개된 곳을 통해, 이 부분을 혈액의 흐름으로부터 임시로 
봉합하도록 체로 혈관의 벽에 인접하여, 그리고 구멍(28)에 인접하여 후방으로 당겨지도록 구성된다. 
다음에 젤라틴 및/또는 지혈 물질이 구멍 내로 주입될 수 있으며, 이어서 삽입기 외장 및 삽입 어셈블리
를 제거한다. 앵커 부재 및 젤라틴 물질을 그 곳에 남겨 놓아, 구멍, 절개 또는 다른 개구를 이를 통한 
체액의 흐름으로부터 봉쇄한다. 이들의 구조에 기인하여 , 앵커 부재(30) 및 젤라틴 물질은 앞에서, 전반
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주위 조직에 의해 흡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앵커 부재(30)의 바람직한 형태에 해 보다 상세한 것을 설명하기로 한다. 
앵커 성분 또는 부재는 MEDISORB 상표명으로 이. 아이. 듀퐁 드 뉴모에서 판매하는 재흡수 가능한 랙타이
드/글리코라이드 폴리머와 같은 비교적 얇으며, 좁은 스트립 형상의 물질일 수 있다. 앵커 부재(30)는 일
단 동맥 내의 위치에 있게 되면, 휘어지고, 이에 따라 처음 삽입되었던 구멍 또는 절개부를 통해 뒤로 빠
지지 않도록 변형에 견딜만큼 충분히 단단하면서도, 동맥 조직에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동맥의 내부 모
양에 체로 순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연하거나, 또는 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앵커 부재(30)의 몸체부
는 앵커 부재(30)의  략 중앙에  배치된 적어도 하나의 구멍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필라멘트 부재(3
6)의 일부가 연장한다.

앵커 부재(30)는 펼칠 수 있거나 신장할 수 있는 부재일 수도 있는 것으로서, 상기 부재는 수축 또는 압
착되었을 때 관형 몸체(32) 안쪽에 꼭 들어맞지만, 관형 몸체(32)에 의해서 압착 해제되었을 때는 체로 
동맥을 따라 구멍(28)을 막는데 적합한 확장된 형상으로 신장 또는 펼쳐질 수 있도 있다. 따라서, 체로 
앵커부재(30)는 바람직하게 생물 분해성 있는/또는 재흡수성의 것이어서 비교적 짧은 시간이 지난후에 환
자의 몸 내로 흡수되도록 하는 탄력있는/또는 지혈 물질로 형성될 수도 있다. 앵커 부재(30)의 체물이 
되는 형태로 한 가능성 있는 효과적인 물질은 GELFOAM 명으로 존슨 앤 존슨사가 판매하는 다공성 지혈 흡
수성 젤라틴일 수 도 있다.

필라멘트 부재(36)는 흡수성 봉합선과 같은 길지만 매우 얇은 생물 분해성 물질로 형성될 수 있으며, 앵
커 부재(30)에 인접한 측 또는 상기 부재의 표면에 바람직하게 고정되거나, 아니면 고착되어 확장된 가요
성 실로 구성되는 것이 좋다. 부가적으로, 필라멘트 부재(36)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크림프(crimp) 
스톱 부재(43)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크림프 스톱(43)은 앵커 부재(30)로부터 소정 거리에 필라멘
트 부재(36)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금속 부재인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필라멘트 부재(36)는 확장된 가
요성 부재로서 서술되었으나, 앵커 부재(30)가 필라멘트 부재에 고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한, 덜 단단
한 부재 또는 다른 적합한 부재라도 필라멘트 부재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절개 구멍 또는 다른 개구를 
통해 체액의 흐름을 막도록 젤라틴 물질을 접착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필라멘트 물질을 결합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형태에서, 필라멘트 부재(36)는 길고 얇은 것이 바람직하며, 그에 따라, 이하 더 상
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필라멘트 부재(36)는 말단출구(34)로부터 앵커 부재(30)를 방출시키도록 플런
저 부재(38)가 작동될 때, 상기 플런저 부재(38)의 동작을 간섭하지 않는다. 더구나, 플런저 부재(38) 또
는 필라멘트 부재(36)의 부분들은 관형 몸체(32)를 관통하는 필라멘트 부재(36)의 통과 루트뿐만 아니라 
필요한 두께 및 모양의 필라멘트 부재(36)를 수용하도록 수정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앵커 부재(30)가 
동맥 내로 방출될 때, 필라멘트 부재(36)는 플런저 부재(38)를 따라서, 또는 상기 부재를 통해 관형 몸체
(32)로 미끄러진다. 필라멘트 부재(36)의 길이는 앵커 부재(30)가 동맥 내의 적합한 위치에 놓인 후에도 
필라멘트 부재(36)에 장력의 인가를 방해하지 않고 절개부로부터 관형 몸체(32)를 회수할 수 있도록 디바
이스(20)의 인접한 단부 바깥으로 확장할 정도로 충분히 길다. 필라멘트 부재(36)를 앵커 부재(30)에 결
합하는 것은 앵커 부재(30)가 필라멘트 부재(36)에 확실히 고정되어 절개부에 인접한 혈관 벽을 따라 앵
커 부재(30)가 견실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임의의 필요한 기구적인 장점을 이루는 여리 가지 방법으로 달
성될 수 있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젤라틴 물질(52)은 앵커 부재(30)가 필요한 위치, 예를 들면 혈관, 관강 또는 
도관 벽에 인접하여 일단 놓여지면, 절개부 안으로 주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형태에서, 젤라
틴 물질(52)은 생흡수성 및 바람직하게는 피브린 접착제 같은 2가지 주요 성분을 포함하는 지혈 물질로 
구성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젤라틴 물질(52)은 시아노아크릴레이트 등의 단일 성분의 물질로 
형성될 수도 있다. 젤라틴 물질(52)은 또한 환자의 몸 내에서 경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니면 절개부 
또는 구멍(28) 내에 지혈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라멘트 부재(36)에 부착됨과 아울러 환자의 체액과 반응하
여 혈관벽을 따라 앵커부재(30)를 고정시키는 물질로 된 젤과 같은 연약이 되도록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피브린 접착제의 바람직한 제1 성분은 용액으로 공급되거나 아니면 사용하기 전에 액상으로 되게 해야 하
는 분말로서 공급될 수 있는 피브리노겐 물질이 될 수 있다. 피브린 접착제의 바람직한 제 2 성분은 액상 
또는 분말로 내과 의사에게 제공될 수 있는 트롬빈 물질(56)일 수 있어, 이하 설명되는 바와 같이 상기 2
가지 성분은 절개부 내로 주입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성분들에 의해 피브린 응결체가 빠른 속도로 형성
되므로 이들 성분은 절개부 내의 필요한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피브리노겐 및 트롬빈 물질이 혼합되지  
않게  절개부 내로 개별적으로 주입된다. 이들 성분이 빠르게 응결체를 형성함에 따라 관련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한 방법은 이중 플런저  주사기 어셈블리(33)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것에  한 예를 도 8과 
도 12에 도시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주사기 어셈블리(33)는 성분들이 미리 혼합되지 않게 하여 사용전에  
전달 디바이스 내에서 응결체가 형성되지 않도록 공통의 또는 나란한 출구를 포함할 수 있다. 피브리노겐 
및 트롬빈 물질을 각각 사용하는 것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트롬빈의 농도로 결정되는 
속도로 효소 작용에 의해서 트롬빈(56)이 피브리노겐(54)을 피부린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브린(54) 및 트롬빈(56) 용액의 상 적인 농도를 조절하여 응결체 형성 속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때문에, 만약 동일한 농도의 피브리노겐 및 트롬빈에 의해 수초 내에 피브린 응결체가 형성될 경우, 보다 
더 희석한 농도의 트롬빈을 사용하여 수분 내에 피브린 응결체를 형성할 수 있다.

임상 시험용으로서만 사용되는 스코티쉬 내셔널 블러드 트랜스퓨젼 서비스에서 현재 구입할 수 있는 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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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봉합제 키트에서, 피브리노겐(54)은 225mg의 피브리노겐 및 략 50 단위의 개구 Ⅶ를 함유하는 동결 
건조된 무른 고형 물질로서 제공된다. 피브리노겐(54)의  액상화(reconstitution)를 위해 공급된 용제는 
pH가 7.5이며 밀러리터당 칼리크라인 비활성화제를 3000 단위 함유하는 20mM 삼당류 완충제로 구성된다. 
트롬빈(56)은 약병 당 1000 IU를 함유하는 무른 동결 건조된 고형체로서 공급된다. 트롬빈(56)은 약 40mM
의 염화 칼슘을 함유하는 염화 칼슘 용액에 의해 액상으로 된다.

사용되는 피브린(54) 및 트롬빈(56)의 상  농도가 무엇이건 간에, 본 발명은 환자 개개인의 필요조건을 
포함하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그리고 필요할 때 내과 의사가 응결체 형성 속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
에 현재 제안된 지혈 디바이스보다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것은 본 발명의 기본 성분에 한 바람직한 형태를 설명한 것이며, 다음은 혈관, 도관 또는 관강 
내의 절개부, 구멍 또는 개구부를 봉하기 위해서 앵커 부재(30) 및 젤라틴 물질(52)을 이들 각각의 요구
된 위치에 삽입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 및 방법에 한 바람직한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단일 성분의  젤라틴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 주사기 어셈블리(33)는 통상의 단일 챔버 주사기일 수 있으
며, 삽입 기술은 이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기본적인 형태를 도 1 내지 도 9에 도시하였다. 본 실시예의 디바이스(20)는 일반적으로 가늘
고 긴 관형 몸체(32)와 같은 간단한 전달 디바이스로 구성될 수 있는 삽입 어셈블리(31)를 포함한다. 삽
입 어셈블리는 또한 이에 결합된 플런저 부재(38)를 포함할 수 있다.  삽입 어셈블리(31)의 관형 몸체
(32) 및 플런저 부재(38) 조합은 환자의 몸 내의 요구된 위치에  앵커 부재(30)를 전달하는 비교적 간단
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주사기 어셈블리(33)는 개별적으로 주사기를 절개부 안으로 물질을 주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더라도 한 쌍의 별도의 챔버(57) 내에 배치된 한 쌍의 플런저 부재(55)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보다 완전하게 설명되겠지만, 갖가지 전달 수단은 본 발명의 봉하는 성
분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각각의 전달 수단 간의 주된 차이점은 삽입 
어셈블리(31) 및 주사기 어셈블리(33)의 복잡성에 관계한다. 삽입 어셈블리(31) 및 주사기 어셈블리(33)
의 조합 선택에 관계없이, 앵커 부재(30) 및 젤라틴 물질(52)이 일관되게 그리고 신뢰성 있게 절개부, 구
멍 또는 개구부 내에 그리고 환자의 혈관, 도관 또는 관강을 따라 요구된 위치에 놓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젤라틴 물질이 혈관 내로 주입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삽입 어셈블리(31)의 한 기본 형태를 예시한 것이다. 삽입 어셈블리(31)는 바람직하게 
말단 단부에 출구(34)가 있는 간단한 관형 몸체(32)및 이 관형 몸체(32) 내에 배치된 플런저 부재(38)를 
포함한다. 관형 몸체(32)는 삽입기 외장(26)이 제거된 후에 동맥(24) 안으로 또는 절개부를 관통하여 관
형 몸체(32)가 삽입기 외장(26)을 통해 삽입될 수 있도록, 비교적 작은 외부 직경, 예를 들면 약 6 프렌
치(french) 내지 14 프렌치 범위의 직경을 가지며,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와  같은 다소 유
연한 물질로  형성된  길고  가는 관형  부재이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관형 몸체(32)의 길이는 관
형 몸체(32)가 삽입기 외장 내에 완전히 삽입된 때, 관형 몸체(32)의 출구를 삽입기 외장(26)의 말달 단
부에 인접하게 또는 이를 넘어선 위치에 놓일 만큼 충분한 길이이다. 

플런저 부재(38)는 기본적으로 비교적 평탄한 말단 단부(39)를 위에 갖는 간단한 구성의 확장된, 원통형 
봉 형상의 부재를 포함한다. 관형 몸체(32)의 경우와 같이, 플런저 부재(38)는 또한 폴리에틸렌 또는 폴
리비닐클로라이드와 같은 비교적 가요성 믈질로 형성되며, 관형 몸체(32)의 안쪽에 배치되는 크기를 갖는
다. 플런저 부재(38)의 외직경은 관형 몸체(32)의 내직경보다 약간 작아 플런저 부재(38)가 관형 몸체
(32)의 길이방향 축을 따라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앵커 부재(30)를 말단 단부(34)로부터 밀어 넣
을 수 있으며, 아울러 필라멘트 부재(36)가 이들 사이를 통해 통과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플런저 부재
(38)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축된 위치에서 확장된 위치로 이동되게 구성되며, 여기서 플런저 부
재(38)의 말단 단부(39)는 관형 몸체(32)의 말단 단부(34)에 인접하게 된다. 플런저 부재(38)가 확장된 
위치로 이동된 때, 플런저 부재(38)의 말단 단부(39)는 이하 설명되는 바와 같이, 출구(34)로부터 앵커 
부재(30)를 밀어 동맥 안으로 넣는다.

본 발명의 본 실시예의 바람직한 동작은 도 1 내지 도 9를 순서 로 참조하여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디바이스(20)는 삽입기 외장(26) 내로 초기에 삽입되어 관형 몸체(32)의 말단 출구(34)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절개부 또는 구멍(28)을 통해 환자의 혈관, 도관 또는 관강 안으로 확장하게 된다. 이때 디바
이스(20)는 외장(26)으로부터 나사홈이 있는 루어 록(luer lock)을 관형 몸체(32)의 루어 록에 결합함으
로써 외장(26)에 고정시킬 수 있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관형 몸체(32)의 중앙 단부는 환상으로 돌
출한 플랜지(49) 형태이므로 이하 설명하는 바와 같이 앵커 부재(30)를 방출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손가락
으로 삽입 어셈블리(31)을 잡을 수 있게 하는 손잡이로서 작용한다.

일단 관형 몸체(32) 및 외장(26)이,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호 접속되면, 사용자는 이때 손가락 사
이에 관형 몸체(32)의 플랜지(49)을 잡으면서, 엄지 손가락으로 플런저 부재(38)의 중앙 단부 캡(50)에 
고 누를 수 있다. 이 작용으로 플런저 부재(38)는 외장(26) 내에서 말단 단부 방향으로 미끄러지므로, 

플런저 부재(38)의  말단 단부(39)는 봉합 어셈블리의 앵커 부재(30)의 단부에 접촉한다. 관형 몸체(32) 
쪽으로 플런저 부재(38)를 계속 눌러 앵커 부재(30)를 강제적으로 말단 출구(34)를 향해 관형 튜브(32)의 
내부로 미끌어지게 한다. 플런저 부재(38)의 말단 단부(39)가 관형 몸체(32)의 말단 출구(34)에 도달한 
때에, 플런저 부재(38)가 관형 몸체(32)의 말단 출구(34)를 통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동맥(24)의 
안쪽으로 앵커 부재(30)가 나왔음을 신호로 알리도록 들을 수 있는 신호를 략 종래의 수단(도시 없음)
으로 생성시킬 수 있다.

관형 몸체(32)의 말단 출구(34)는 바람직하기로는 삽입 어셈블리(31)가 사용될 때 한쪽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앵커 부재(30)가 방출되는 게이트 또는 말단 출구(34)를 형성하도록 관형 몸체
(32)의 주변 주위에 등간격으로 있는 복수의 꽃잎 모양의 만곡된 돌기(51)를 포함한다. 일단 앵커 부재
(30)가 말단 출구(34)를 지나쳐 동맥 안으로 방출되면, 사용자는 앵커 부재(30)가 몇초동안 동맥(24)내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  있게  함으로써  앵커  부재(30)를 약간 연해지도록 할 수 있다. 다음에, 사용자는 
펄라멘트 부재(36)를 잡고 앵커 부재(30)를 잡아 당겨 관형 몸체(32)의  말단 출구(34)에 접촉되게 함으
로써, 앵커 부재(30)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관형 몸체(32)의  말단 출구(34)를 봉쇄한다. 이어서 
사용자는,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멍(28)에 인접한 동맥의 벽에 앵커 부재(30)가 접촉하게 될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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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26), 관형 몸체(32) 및 앵커 부재(30)를 함께 빼낸다. 다음에, 필라멘트 부재(36)에 압력을 계속 가
하여 동맥(24)의  벽에  인접한 필요한 위치에  앵커 부재(30)를 보유하기 위해서 리프(leaf) 또는 유사
한 스프링 부재(62)와 같은 탄력성 부재를 사용할 수 있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프링 부재(62)는 
크림프 스톱(43)과 환자의 피부 사이에 놓일 수 있으므로 앵커 부재(30)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서도 앵
커 부재(30) 및 필라멘트 부재(36)에 하여 외장(26) 및 관형 몸체(32)가 함께 이동할 수 있다. 수술 절
차에서 이때에, 앵커 부재(30)에 해 외장(26) 및 관형 부재(32)를 약간 빼어, 관형 부재(32)의  말단 
출구(34)가 앵커 부재(30)로부터 짧은 거리만큼 떨어지게 하고 혈관의 벽의 약간 인접한 절개부 안으로 
말단 출구를 뒤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위치에서, 앵커 부재(30)는 동맥을 통해 혈액의 흐름으로부터  절개부를 일시적으로 봉하게 된다. 이
때 플런저 부재(38)는 관형 몸체(32)로부터 제거될 수 있으며 주사기 어셈블리(33)가 이어서, 도 7에 도
시한 바와 같이, 관형 몸체(32)안으로 삽입된다. 주사기 어셈블리(33)는 일반적으로 종래의 이중 플런저 
주사기 어셈블리인 것이 바람직하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사기 어셈블리(33)는 개별 챔버(57) 내
에서  이동할 수 있고 공통의 출구(59)에  개방된 일반적으로 한 쌍의 나란한 플런저 부재(55)로 구성된
다. 플런저 어셈블리(33)의 챔버(57)는 이 안에 액상으로 된 피브린 및 트롬빈 물질(54 및 56)을 포함한
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사기 어셈블리(33)는 주사기 어셈블리(33)의 출구(59)가 관형 몸체(32)
의 출구를 약간 넘어서 확장하도록 관형 몸체(32)의 길이를 따라 확장하도록 하는 크기로 만들어진다.

주사기 어셈블리(33)가 관형  몸체(32) 내의  알맞는 위치에  놓이게 되면, 사용자는 동시에 주사기 어셈
블리(33)의 플런저 부재(55)를 눌러 피브린 및 트롬빈물질(54 및 56)을 주사기로부터 방출시키도록 한다. 
피브린 및 트롬빈 물질(54 및 56)이 각각의 챔버(57)로부터 방출될 때, 이들은 절개부에 진입할 때 주사
기 어셈블리(33)의 출구에서 함께 혼합된다.

도 8 및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피브린 및 트롬빈 물질은 주사기 어셈블리(33)로부터  절개부의  말단
부 및 앵커 부재(30)의 중앙단부로 방출되어 젤라틴 물질(52)로 된 연약을 형성하게 된다. 젤라틴 물질
(52)은 앵커 부재(30) 또는 혈관벽의 중앙단부에서 절개부 내에 놓이게 된다. 피브린 및 트롬빈 물질(54 
및 56)이 주사기 어셈불리(33)로부터 방출될 때, 외장(26) 및 관형 몸체(32)를 점차적으로 절개부(28)로
부터 후퇴하여  젤라틴 물질(52)을 절개부의  관(tract)을 따라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가적으로, 절개부는 혈관벽 및 다른 피부 관통 또는 피하 조직을 통해 확장하기 때문에, 절개부를 따른 
조직은 주사기 어셈블리가 빠질 때 죄어지거나 닫히는 경향이 있다. 혈관벽은 근육과 유사한 조직으로 형
성되어 있으므로 혈관벽은 절개부의 나머지 부분보다 빠르게 닫힌다. 그러므로, 조직층의 수축 및 혈관벽
을 따라 앵커 부재(30)가 위치를 잡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피브린 및 트롬빈 물질은 환자의 혈관에 진입
하지 못하게 된다. 젤라틴 물질(52)이 주입되는 동안 외장(26) 및 관형 몸체(32)를 점차적으로 빼는 것이 
바람직할지라도, 본 실시예의 고유한 동작에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피브린 및 트롬빈 
물질의 상 적인 농도, 및 마찬가지로 절개부 안으로 주입될 젤라틴 물질(52)의 양 등을 포함하는 많은 
요인에  의존할 것이다. 이하,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외장(26) 및 관형 부재(32)를 빼냄으로
서  절개부가 교란되기 전에 젤라틴 물질(52)이 경화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동안 절개부(28) 내
에 외장(26) 및 관형 몸체(32)을 그 곳에 그 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절개부(2
8)내에 필라멘트 부재(36)를 따라 적당하게 봉합되었다고 사용자가 판단히였을 때, 스프링 부재(62)를 필
라멘트 부재(36)로부터  해제하여  환자의  피부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 다음에. 외장(26) 및 관형 몸체
(32)는 절개부로부터 완전히 제거될 수 있으며,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젤라틴 물질(52), 앵커 부재
(30) 및 필라멘트 부재(36)에 의해 절개부가 봉해진 상태로 두면서 환자의 피부 밖으로 확장된 필라멘트 
부재(36) 부분을 절단한다.

젤라틴 물질(52)이 경화하여  절개부 내에 응결체를 형성할 때, 젤라틴 물질(52)은 앵거 부재(30)가 혈관
벽을 따라 유지될 수 있도록 필라멘트 부재(36)와 마찰 결합한다. 더욱이, 젤라틴 물질(52)에 의해 형성
된 응결체는 절개부(28)를 에워싸고 있는 조직으로부터 어떤 출혈도 흡수할 것이며, 또한 앵커 부재(30)
를 지나 스며나올 수 있는 어떤 혈액도 흡수할 것이다. 다음 몇주에 걸쳐, 젤라틴 물질(52), 필라멘트 부
재(36) 및 앵커 부재(30)는 환자의 조직 안으로 흡수될 것이다.

앵거 부재(30)는 젤라틴 물질(52)이 확실하게 동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또한 피브린 및 트롬빈 물질을 
즉시 희석시키는 혈액 또는 다른 체액의 실제적인 양 없이 젤라틴 물질(52)이 경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
도록 작용한다. 젤라틴 물질(52)은 응결체를 형성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젤라틴 물질이 주입되지 않거
나 아니면 환자의 혈관 내에 방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여기 개시된 형태의 
앵커 부재(30)를 갖는 지혈 디바이스의 연구로부터 초음파 화상을 보면, 치료 과정의 초기 단계는 혈관벽
을 따라 앵커 부재(30)가 캡슐에 넣어지는 것을 수반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의해
서, 젤라틴 물질(52)이 비교적 신속하게 흡수되도록 형성되기 때문에 원래의 절개 직후 이전 절개된 곳 
근처 또는 그 곳에 또 다른 절개를 형성하도록 환자에 절개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완전히 흡수되기 전에 다시 구멍을 낼지라도 응결체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의 몸에 다시 구멍을 내는 것을 쉽게하기 위해서, 앵커 부재(30) 또는 젤라틴 물질(52)은 사용자가 
이전의 절개부(28) 위치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게 그 물질 안에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이 포함하도록 형
성될 수도 있다.

도 10 내지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 각각의 실시예간에 유사성을 보이도록 동일 
부재에 동일 부호를 지정하였다. 이 실시예에서, 관형 부재(32)는 중앙단부를 따라 하나 이상의 측면 개
구 또는 포트(64) 및 상기 중앙단부 내에 지혈 밸브(65)를 포함한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초기
에 앵커 부재(30)는 도 1 내지 도 7에 도시한 앞의 실시예에 관해 앞에 기술된 방식으로 배치된다. 관형 
몸체(32)의 측면 포트(64)는 도 11에 잘 도시된 바와 같이 관형 몸체(32)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출구
(66)와 유체 연통한다. 다음에, 관형 몸체(32)의 안쪽 표면 상에 출구(66)의 단부가 되는 위치까지 관형 
부재(32) 안에서 플런저 부재(38)를 뺀다.   이때 사용자는 주사기 어셈블리(33)를 도 11에 도시된 방식
으로 측면 포트(64)에 접속한다. 종래의 단일 챔버 주사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 트롬빈 및 피브린 물질
(54 및 56)이 절개부(28) 내로 주입될 때까지 혼합되지 않도록 복수의 측면 포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 이중 챔버 주사기 어셈블리(33)는 내부에 액상으로 된 트롬빈 및 피브린 
물질(54 및 56)을 포함한다. 일단 구사기 어셈블리(33)가 측면 포트에 접속되면, 피브린 및 트롬빈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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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사기 어셈블리(33)로부터 관형 몸체(32)의 내부로 방출된다. 사용자는 원한다면, 관형 몸체(32) 내
에서 짧은 시간 동안 트롬빈 및 피브린 물질이 경화되도록 할 수도 있다. 다음에, 관형 몸체(32)의 플런
저 부재(38)를 눌러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장된 위치로 이동시켜, 젤라틴 물질(52)을 앵커 부재
(30)에 인접한 구멍 안으로 혈관벽의 단부를 따라 방출시킬 수 있다.

도10 내지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앵커 부재(30)는 앵커 부재(30)의 남아있는 부분이 혈
관벽을 따라 위치할 때 혈관벽으르부터 안쪽으로 확장하는 확 된 헤드부재(68)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
한 형태의 앵커 부재(30)에 의해서, 젤라틴 물질(52)은 앵커 부재(30)의 헤드 부재(68) 주위에 응고될 수 
있어 구멍을 확실하게 봉합하게 된다. 앞의 실시예의 앵커 부재(30)와 같이, 젤라틴 물질(52)은 필라멘트 
부재(36) 주위에 응결체를 또한 형성하므로 앵커 부재(30)는 혈관벽에 인접하게 고정될 수 있다.

도 13 내지 도 1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예시한 것으로, 각각의 실시예간 유사성을 보이도록 동
일 구성 요소에 동일 참조 부호를 지정하였다. 이 실시예에서, 관형 부재(32)는 도 10 내지 12에 도시한 
상기 설명한 관형 부재(32)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관형 부재(32)는 중앙 단부를 따라 있는 하나 이상의 
측면개구 또는 포트(64) 및 상기 관형 부재(32)의 중앙단부에 있는 지혈 밸브(65)를 포함한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초기에 앵커 부재(30)는 도 1 내지 7에 도시한 앞의  실시예에 해 설명한 방식 로 
배치된다. 관형 몸체(32)의 측면 포트(64)는 도13에 도시한 관형 몸체(32)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출구
(66)와 흐름이 연락되는곳이다. 다음에, 플런저 부재(38)를 관형 부재(32)로부터 수축시켜 빼낸다. 이어
서 사용자는 주사기 어셈블리(33)를 도 14에 도시된 방식으로 측면 포트(64)에 접속하며, 이때 지혈 밸브
(65)는 관형 몸체(32)의 중앙단부를 봉하게 된다. 종래의 단일 챔버 주사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 트롬빈 
및 피브리노겐 물질(54 및 56)이 절개부(28) 내로 주입될 때까지는 혼합되지 않도록 복수의 측면 포트를 
사용하는 것이바람직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 이중 챔버 주사기 어셈블리(33)는 그 속에 액상으로 
된 트롬빈 및 피브린 물질(54 및 56)을 포함한다. 일단 주사기 어셈블리(33)가 측면 포트에 접속되면, 피
브린 및 트롬빈 물질은 주사기 어셈블리(33)로부터 관형 몸체(32)의 내부로 방출된다. 사용자는 관형 몸
체(32) 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트롬빈 및 피브린 물질이 경화되게 하여 젤라틴 물질(52)이 필라멘트 부재
(36)에 마찰 결합한다. 일단, 젤라틴 물질(52)이 경화하기 시작하였으면, 관형 몸체(32)를 절개부로부터 
빼내어 젤라틴 물질(52)이 절개부 내에서 필라멘트 부재(36)와 서로 접하게 하여 앵커 부재(30)에 인접하
게 배치되게 한다.

도 16 내지 도 1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예시한 것으로, 각각의 실시예간 유사성을 보이도록 동
일 구성 요소에 동일 참조 부호를 지정하였다. 본실시예에서, 앵커 부재(30)는 도 1 내지 7에 도시한 상
기 설명한 방식으로 동맥의 벽을 따라 놓인다. 외장(26) 및 관형 몸체(32)를 구멍으로부터 제거하여 앵커 
부재(30) 및 필라멘트 부재(36)만을 절개부 및 혈관 내에 남겨놓는다. 상기 기술된 스프링 부재와 유사하
게 스프링 부재(62)는 필라멘트 부재(36) 상에 놓일 수 있어  혈관벽을 따라 앵커  부재를 유지함과 아울
러  앵커 부재(30)에  약간의  연속한 압력을 유지하게 된다. 다음에, 수정된 주사기 어셈블리(70) (도 
16)는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필라멘트 부재(36)에 부착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주사기 어
셈블리(70)는 2개의  개별 챔버(72) 및 플런저 부재(74)와 공통 출구(76)를 포함한다. 주사기 어셈블리
(70)의 말단 단부는 바람직하게 약간 경사져 있고 체로 U-형상의 클립 부재(78)를 그 위에 포함한다. 
클립 부재(78)는 절개부 내에 필라멘트 부재(36)를 따라 주사기 어셈블리(70)가 도 18에 도시한 위치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필라멘트 부재(36)에 미끄러져 맞물리거나, 상기 부재에 클립되게 설계되며, 클립 부재
(78)는 앵커 부재(30)에 접촉한다. 주사기 어셈블리(70)의 말단 단부 상에 클립 부재를 사용함에 따라 주
사기 어셈블리(70)의 출구(76)와 필라멘트 부재(36)간에 적당히 정렬이 될 수 있어 젤라틴 물질(52)이 구
멍 안으로 주입될 때, 젤라틴 물질은 필라멘트 부재(36)를 에워싸게 된다. 그러므로, 젤라틴 물질이 경화
할 때 젤라틴 물질(52)과 필라멘트 부재(36)가 확실하게 마찰 결합된다. 더욱이, 도 18에 도시한바와 같
이, 주사기 어셈블리(70)의 출구는 클립 부재(78)의 일정 거리만큼 이격되어있어 주사기 어셈블리(70)가 
필라멘트 부재(36)를 따라 이동할 때, 클립 부재(78)는 앵커 부재(30)에 겁촉하여 주사기 어셈블리(70)의  
말단이 더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 일단, 클립 부재(78)가 앵커 부재(30)에 도달하면, 출구(76)는 앵커 
부재(30)로부터 필요한 거리만큼 떨어지게  될 것이며  젤라틴 물질(52)은 환자의  혈관 내에  젤라틴물
질(52)을 주입하지 않고도 주사기 어셈블리(70)로부터 방출될 수 있다.

도 16 내지 도 18에 도시한 상기 설명된 클립 부재 및 주사기 어셈블리의 안 형태를 도 19 내지 도 21
에 도시하였다.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립부재(78)는 바람직하게 주사기 어셈블리(70)로부터  분리
되는 부재로서  형성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클립 부재(78)는 비교적 소형의 반원형 모양의 말단 단부
(80), 및 주사기 어셈블리(70)의 말단 단부와 일시적으로 맞물리는 크기로 된 보다 큰 반원형 모양의 중
앙단부(82)를 포함한다. 말단 및 중앙 단부(80 및 82)는 체로 가늘고 긴 몸체 부재(84)에 의해서 상호
접속된다. 상기 실시예의 클립 부재(78)는 젤라틴 물질(52)이 절개부 내에 주입될 수 있고 클립 부재(78) 
주위에서 경화될 수 있게 하도룩 생체내로 흡수되는 물질로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일
단 초기에 젤라틴 물질(52)이 경화하면, 클립 부재(78)가 절개부 내에 있을 동안에 주사기 어셈블리(70)
를 제거한다. 이 실시예는 클립 부재(78)의  말단 단부(80)가 앵커 부재(30)의 헤드 부재(68)에 이를 데
면 스냅 끼워맞춤 또는 다른 형태의 잠금장치에 의해 맞물리도록 또한 수정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실시예에서, 주사기 어셈블리(70)가 절개부로부터 제거될 때, 클립 부재(78)는 주사기 어셈블리(70)의 말
단 단부로부터 해제되어  앵커  부재(30)와 맞물린  상태로 절개부 내에  있게  된다. 본 실시예의 주사
기 어셈블리(70)는 클립 부재를 절개부 내에 놓이게 하는 위치 설정 부재로서 작용하며, 본 실시예의 클
립 부재(78)는 주사기 어셈블리(70)의 말단 단부가 앵커  부재(30)로부터  확실하게  이격되어  있게  하
는 스페이서로서  작용한다. 본 실시예의 클립 부재(78)는 다음에 또 다른 절개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절
개부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서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을 사용하고 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예를 들면, 
클립 부재(78)는 앵커 부재(30)의 경우와 유사한 생체내로 흡수되는 물질로 형성될 수도 있으며  적어도 
클립 부재의 몸체 부재(84)는 내부에 형성된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을 포함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클립 
부재(78) 내에 방사성 불투과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클립 부재(78)가 혈관벽 내의 개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것은 내과 의사가 절개부 재형성 또는 다른 수술 절차를 수행하는데 관여할 때 의사에게 관계된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유리한 것이다. 분리할 수 있는 형태의 클립 부재(78)의 또 다른 장점은 클립 부재
(78)의 말단 단부(80) 및 중앙 단부(82)의 각각의 크기에 관계한다. 클립 부재(78)의 중앙 단부(82)는 클
립 부재(78)의 말단 단부(80)보다 바람직하게 크기 때문에, 조직은 클립 부재(78)의 길이를 따라 모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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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hour glass) 모양으로 수축할 것이므로, 젤라틴 물질(52)이 경화함에 따라 도21에 보인 바와 같이 앵
커 부재(30), 클립 부재(78) 및 젤라틴 물질(52)을 절개부 내의 필요한 위치에 보유하는데 더 도움을 주
게 된다.

산업상이용가능성

상술한 바로부터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의 주사기 어셈블리 및 도입 어셈블리 이들의 사용 방법은 혈관, 
관강, 도관, 또는 기타 다른 환자의 몸에 형성된 개구이더라도, 신체 기관, 공동 또는 조직 내의 구멍이
나 절개와 같은 개구된 곳을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유용하게 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봉합 어셈블리 및 
이의 사용 방법은 아쓰로스코픽(arthroscopic) 또는 복강경 검사 절차 후에 간의 구멍난 곳을 통해서, 또
는 심지어 스피널 구멍(spinal punctures) 후에 척주를 따라서 담즘이 복막으로  누출뇌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서  피부  관통  트랜스헤퍼틱  구멍(transhepatic puntures)을 봉합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
다. 더구나, 부상 또는 외상으로부터 발생 할 수 있는 폐 또는 심장 내의 피부 관통 절개된 곳을 봉합하
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환자의 피부로부터 환자의 혈관, 도관(duct), 관강(lumen) 또는 체강 안으로 연강되는 환자의 신체의 절
개부를 봉합하기 위한 어셈블리에 있어서,

생체내로 흡수되는(bioabsor-bable) 물질로 형성되며, 환자의 혈관, 도관 또는관강 내에 배치되는 크기로 
설정된 제 1 부재와,

생체내로 흡수되는 주사용 젤라틴 지혈 촉진 물질로 형성되며, 상기 제1부재와 연합하여, 상기 절개부를 
통과하는 체액의 흐름으로부터 상기 절개부를 협력하여 봉합하도록 형성되는 제 2 부재 및,

상기 제 1 부재로부터 신체 중심쪽으로 연장되며, 상기 제 1 부재보다 더 큰가요성을 갖는 제 3 부재를 
포함하는 신체 절개부 봉합용 어셈블리.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부재와 상기 제 2 부재 사이에서 연장되는 제 3 부재를 추가로 포함하는 신
체 절개부 봉합용 어셈블리.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부재는 필라멘트 부재이며, 상기제3 부재는 상기 제 1 부재 또는 상기 제 
2 부재 중 적어도 하나와 마찰 결합되는 신체 절개부 봉합용 어셈블리.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부재는 가요성 필라멘트 부재인신체 절개부 봉합용 어셈블리.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부재는 환자 몸 내의 절개부 안으로 주입되는 주사가능한 물질로 형성되는 
신체 절개부 봉합용 어셈블리.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부재는 환자의 혈관 내에 작동하도록 배치되며, 상기 제 2 부재는 상기 절
개부 내에 작동하도록 배치되며 제 3 부재는 상기 제 1 부재, 상기 제 2 부재 및 상기 제 3 부재가 협동
하여 상기 절개부를 통해 상기 혈관에서 혈액의 흐름으로부터 상기 절개부를 봉합하도록 상기 제1 부재와 
상기 제 2 부재 사이에 확장하는 신체 절개부 봉합용 어셈블리.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부재는 체액의 흐름으로부터 상기 절개부를 봉합하도록 함께 혼합되는 복수
의 주사가능한 물질로 형성된 신체 절개부 봉합용 어셈블리.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가능한 물질은 내부에 트롬빈 함유 물질을 포함하는 신체 절개부 봉합용 어
셈블리.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가능한 물질은 내부에 피브리노겐 함유 물질을 포함하는 신체 절개부 봉합
용 어셈블리.

청구항 10 

환자의 피부로부터  상기 환자의  혈관, 도관, 관강 안으로 확장하는, 환자의 몸 내의 절개부를 봉합하기 
위한 어셈블리에 있어서,

생체내로 흡수되는 물질로 형성되며, 환자의  혈관, 도관, 체강 또는 관강내에 배치되는 크기로 설정된 
제 1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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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내로 흡수되는 물질로 형성되며, 상기 제 1 부재와 협력하여 체액의 흐름으로부터 상기 절개부를 협
동하여 봉합하는 제 2 부재; 및

상기 제 1 부재 또는 상기 제 2 부재 중 적어도 하나의 삽입을 용이하도록 가늘고 긴 관형 부재를 포함하
는 삽입 어셈블리를 포함하는 신체 절개부 봉합용어셈블리.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그 위에 클립 부재를 갖는 주사기 어셈블리를 포함하며, 상기 클립 부재는 사용할 때 
상기  제  1  부재로부터  상기  주사기  어셈블리를  이격시키도록  크기가  설정된  신체  절개부  봉합용 
어셈블리.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립 부재는 생체 내로 흡수되며 사용할 때 상기 제1 부재와 접촉하도록 크기가 
설정된 신체 절개부 봉합용 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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