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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대리인 윤석운

전체 청구항 수 : 총 121 항

(54) 의료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유방 유관에 접근하기 위한의료 기기 및 이의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로우 프로파일(low-profile) 인간공학적 매니폴드 허브를 포함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를 포함한 의료 장치에 관

한 것이며, 상기 매니폴드 허브는 유방 유관 내로 유체를 도입하고 유방 유관내로부터의 유관 상피 세포를 포함한 유관액

샘플을 수거할 수 있다. 이러한 유관 액세스 장치는 또한 작동 밸브와 기다란 액세스 카테테르를 포함하며, 상기 기다란 액

세스 카테테르는 원위 단부, 한 루멘, 및 유관구를 통해서 원위 단부의 도입을 허용하며 도관형 삽입기를 활주식으로 수용

하는 치수를 지닌다. 삽입기는 카테테르의 원위 팁을 지나서 연장될 수 있고 유관구를 투과하도록 작용한다. 이러한 방법

은 유관 액세스 장치를 통한 조절된 유체 압력을 이용하여 유관 괄약근을 개방시키거나 유방 유관을 처리함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관 내에 물질을 도입하고 제거하도록 유관 내에 도입되어 정위되는 장치에 있어서,

매니폴드의 허브의 내부와 유체 소통관계에 있는 다수의 개구를 포함하는 매니폴드 허브로서, 상기 개구 중 2 이상이 매니

폴드 허브의 일부를 통해서 연장되는 한 쌍의 기다란 채널과 유체 소통관계에 있는 매니폴드 허브;

매니폴드 허브로부터 연장되며 유관 내에 위치하도록 하는 크기와 형상을 하고 있는 카테테르;

카테테르의 길이와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되어 유두 표면 위에서 일정한 거리로 매니폴드 허브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인입식

스페이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카테테르가 종축을 포함하고; 매니폴드 허브가 카테테르의 종축과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연장되는 높이

및 카테테르의 종축과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연장되는 길이를 포함하고, 매니폴드 허브의 길이가 매니폴드 허브의 높이 보

다 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매니폴드 허브의 다수의 포트가 매니폴드 내부와 유체 소통관계에 있는 4 개 이상의 포트를 포함하고, 한

쌍의 채널이 매니폴드 허브의 일부를 형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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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카테테르가 매니폴드 허브의 제 1 단부로부터 연장되어 있으며, 장치가 카테테르 반대편의 매니폴드 허

브의 제 2 단부에 위치한 실링 피팅(sealing fitting)을 추가로 포함하고, 실링 피팅이 반복적으로 개방 및 폐쇄될 수 있는

구멍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실링 피팅이 매니폴드 허브의 제 2 단부에서 매니폴드 허브를 통해서 연장되는 부재에 대해서 밀봉하는

토우히-보르스트 피팅(Touhy-Borst fitting)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토우히-보르스트 피팅이 구멍 및 나사형 캡을 포함하는 실리콘 플러그를 포함하여, 캡이 첫 번째 방향으

로 돌아가는 경우, 실리콘 플러그가 변경되고 실리콘 플러그내의 개구의 크기가 감소됨으로써 매니폴드 허브를 통해서 연

장되는 부재에 대해서 밀봉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장치를 환자의 몸에 고정하는 매니폴드 허브에 고정된 고정 부재를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고정 부재가 환자의 몸과 접촉되는 하부 표면을 지니며, 하부 표면이 생적합성 접착제를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매니폴드 허브내로부터 유관액 수거 저장소로 유관액 샘플을 유도하도록 매니폴도 허브와 통해 있는 음

압원을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음압원이 매니폴드 허브와 유체 소통관계에 있는 전동 진공 공급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음압원이 매니폴드 허브와 유체 소통관계에 있는 기계식 제어 음압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유방 유관에 전달되는 유체를 넣는 유체 컨테이너, 유체를 유체 컨테이너로부터 매니폴드 허브로 전달하

는 유체 주입 부재, 유관액 수거 저장소 및 매니폴드 허브와 수거 저장소 사이에 연장되어 유관액 샘플을 매니폴드 허브로

부터 수거 저장소로 전달하는 유관액 수거 부재를 추가로 포함하는 장치.

공개특허 10-2006-0135677

- 3 -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유체 컨테이너가 생적합성 유체를 담는 유체 백을 포함하며, 유체 백이 생적합성 유체를 매니폴드 허브

에 전달하도록 매니폴드 허브 위에 수직으로 정위 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유체 주입 부재가 주사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 12항에 있어서, 유관액 수거 저장소가 주사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 12항에 있어서, 유관액 수거 저장소가 매니폴드 허브 아래에 수직으로 떨어져 있어서 매니폴드 허브내로부터의 유관액

샘플을 수용하는 유체 수거 백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 12항에 있어서, 유체 주입 부재 및/또는 유관액 수거 부재가 일방 체크 밸브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 1항에 있어서, 카테테르가 유방 유관 개구내로 용이하게 도입되게 하는 윤활 코팅을 지니는 마이크로카테테르를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윤활 코팅이 윤활제, 세정제, 마취제 및/또는 확장제를 포함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 18항에 있어서, 마이크로카테테르의 근위 단부가 비외상성 팁(atraumatic tip)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 1항에 있어서, 매니폴드 허브가 투명한 물질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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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항에 있어서, 투명한 물질이 ABS 플라스틱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 1항에 있어서, 스페이서가 매니폴드 허브와 카테테르의 일부 사이에 연장되는 둘 이상의 망원경 부재를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 1항에 있어서, 스페이서가 매니폴드 허브에 대해서 이동 가능한 부재를 포함하여 매니폴드 허브의 일부가 이동 가능한

부재 내에 수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5.

제 1항에 있어서, 매니폴드 허브가, 유방에 관련된 매니폴드 허브의 용이한 조작을 위한, 실시자 또는 참관자의 손가락을

수용하는 리세스와 수직인 측벽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6.

유체를 유방 유관내로 도입하는 의료 장치에 있어서,

유방 유관내로 연장되게 하는 크기와 형태를 지니는 카테테르로서, 카테테르의 종축과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연장되는 내

부 내강을 지니는 카테테르;

카테테르에 유체 소통관계로 연결된 매니폴드를 포함하며,

상기 매니폴드 허브는 매니폴드 허브의 내부와 유체 소통관계에 있는 4 개 이상의 포트를 포함하며, 4 개 이상의 포트 중 2

이상의 포트가 각각 유체 도입 라인 및 유관액 수거 라인을 수용하는 매니폴드 허브 내에 형성된 채널과 유체 소통관계에

있으며, 매니폴드 허브가 카테테르의 종축과 평행하게 연장되는 높이 및 카테테르의 종축에 수직으로 연장되는 길이를 지

니며, 매니폴드 허브의 길이가 매니폴드 허브의 높이 보다 긴 의료 장치.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카테테르가 매니폴드 허브의 제 1 단부로부터 연장되며, 의료 장치가 카테테르의 반대편의 매니폴드 허

브의 제 2 단부에 실링 피팅을 추가로 포함하며, 실링 피팅이 반복적으로 개방 및 폐쇄될 수 있는 구멍을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실링 피팅이 매니폴드 허브의 제 2 단부에서 매니폴드 허브를 통해서 연장되는 부재에 대해서 밀봉하는

토우히-보르스트 피팅(Touhy-Borst fitting)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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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항에 있어서, 토우히-보르스트 피팅이 구멍및 나사형 캡을 포함하는 실리콘 플러그를 포함하여, 캡이 첫 번째 방향으

로 돌아가는 경우, 실리콘 플러그가 변경되고 실리콘 플러그내의 개구의 크기가 감소됨으로써 매니폴드 허브를 통해서 연

장되는 부재에 대해서 밀봉됨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30.

제 26항에 있어서, 의료 장치가 장치를 환자의 몸에 고정하는 매니폴드 허브에 고정된 고정 부재를 추가로 포함하며, 고정

부재가 환자의 몸과 접촉되는 생적합성 접착제를 지니는 하부 표면을 지님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31.

제 26항에 있어서, 매니폴드 허브내로부터 유관액 수거 저장소로 유관액 샘플을 유도하도록 매니폴드 허브와 통해 있는 음

압원을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음압원이 매니폴드 허브와 유체 소통관계에 있는 전동 진공 공급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

치.

청구항 33.

제 31항에 있어서, 음압원이 매니폴드 허브와 유체 소통관계에 있는 기계식 제어 음압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34.

제 26항에 있어서, 유방 유관에 전달되는 유체를 넣는 유체 컨테이너, 유체를 유체 컨테이너로부터 매니폴드 허브로 전달

하는 유체 주입 부재, 유관액 수거 저장소, 및 매니폴드 허브와 수거 저장소 사이에 연장되어 유관액 샘플을 매니폴드 허브

로부터 수거 저장소로 전달하는 유관액 수거 부재를 추가로 포함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35.

제 34항에 있어서, 유체 컨테이너가 생적합성 유체를 담는 유체 백을 포함하며, 유체 백이 생적합성 유체를 매니폴드 허브

에 전달하도록 매니폴드 허브 위에 수직으로 정위 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36.

제 34항에 있어서, 유체 주입 부재가 주사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37.

제 34항에 있어서, 유관액 수거 저장소가 주사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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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제 34항에 있어서, 유관액 수거 저장소가 매니폴드 허브 아래에 수직으로 떨어져 있어서 매니폴드 허브내로부터의 유관액

샘플을 수용하는 유체 수거 백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39.

제 34항에 있어서, 유체 주입 부재 및/또는 유관액 수거 부재가 일방 체크 밸브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40.

제 26항에 있어서, 카테테르가 유방 유관 개구 내로 용이하게 도입되게 하는 윤활 코팅을 지니는 마이크로카테테르를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41.

제 40항에 있어서, 윤활 코팅이 윤활제, 세정제, 마취제 및/또는 확장제를 포함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42.

제 40항에 있어서, 마이크로카테테르의 근위 단부가 비외상성 팁(atraumatic tip)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43.

제 26항에 있어서, 매니폴드 허브를 유두의 표면 위의 일정한 거리에 정위시키는 조정 가능한 스페이서를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44.

제 43항에 있어서, 스페이서가 매니폴드 허브와 카테테르의 일부 사이에 연장되는 둘 이상의 망원경 부재를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45.

제 43항에 있어서, 스페이서가 매니폴드 허브에 대해서 이동 가능한 부재를 포함하여 매니폴드 허브의 일부가 이동 가능한

부재 내에 수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46.

유방 유관으로부터의 유체를 흡인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에 있어서,

유방 유관내로 도입되는 유체를 수용하는 매니폴드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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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폴드 허브로부터 연장되는 카테테르로서, 그러한 카테테르가 유방 유관내에 정위되게 하는 크기를 지니며 유방 유관

내의 유체를 도입하고 수용하는 내강을 포함하며, 그러한 내강이 매니폴드 허브와 유체 소통관계에 있으며 유방 유관내로

부터의 유관액 샘플을 수용하는 크기를 하고 있도록 구성된 카테테르; 및

음압원으로서, 매니폴드 허브와 유체 소통관계로 있어서 매니폴드 허브내의 유관액 샘플이 수거 장치내로 수용되도록 음

압원 쪽으로 끌리도록 구성된 음압원을 포함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47.

제 46항에 있어서, 카테테르가 종축을 포함하고; 매니폴드 허브가 카테테르의 종축과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연장되는 높이

및 카테테르의 종축과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연장되는 길이를 포함하고, 매니폴드 허브의 길이가 매니폴드 허브의 높이 보

다 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48.

제 46항에 있어서, 매니폴드 허브가 매니폴드 허브의 내부와 유체 소통관계에 있는 4 개 이상의 포트를 포함하고, 포트 중

두 개가 매니폴드 허브의 일부를 형성하는 한 쌍의 채널과 유체 소통관계에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49.

제 46항에 있어서, 카테테르가 매니폴드 허브의 제 1 단부로부터 연장되어 있으며, 장치가 카테테르 반대편의 매니폴드 허

브의 제 2 단부에 위치한 실링 피팅(sealing fitting)을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50.

제 46항에 있어서, 장치를 환자의 몸에 고정하는 생적합성 접착제를 지니는 하부 표면을 포함한 고정 부재를 추가로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51.

제 46항에 있어서, 음압원이 매니폴드 허브와 유체 소통관계에 있는 전동 진공 공급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

세스 장치.

청구항 52.

제 46항에 있어서, 음압원이 매니폴드 허브와 유체 소통관계에 있는 기계식 제어 음압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53.

제 46항에 있어서, 유방 유관에 전달되는 유체를 넣는 유체 컨테이너, 유체를 유체 컨테이너로부터 매니폴드 허브로 전달

하는 유체 주입 부재, 유관액 수거 저장소, 및 매니폴드 허브와 수거 저장소 사이에 연장되어 유관액 샘플을 매니폴드 허브

로부터 수거 저장소로 전달하는 유관액 수거 부재를 추가로 포함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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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4.

제 53항에 있어서, 유체 컨테이너가 생적합성 유체를 담는 유체 백을 포함하며, 유체 백이 생적합성 유체를 매니폴드 허브

에 전달하도록 매니폴드 허브 위에 수직으로 정위 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55.

제 53항에 있어서, 유관 유제 수거 장치가 매니폴드 허브내로부터의 유관액 샘플을 수용하도록 매니폴드 허브 아래의 수직

으로 공간을 두고 있는 유체 수거 백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56.

제 46항에 있어서, 카테테르가 유방 유관 개구 내로 용이하게 도입되게 하는 윤활 코팅을 지니는 마이크로카테테르를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57.

제 56항에 있어서, 윤활 코팅이 윤활제, 세정제, 마취제 및/또는 확장제를 포함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

치.

청구항 58.

제 46항에 있어서, 매니폴드 허브를 유두의 표면 위의 일정한 거리에 정위시키는 조정 가능한 스페이서를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59.

제 58항에 있어서, 스페이서가 매니폴드 허브와 카테테르의 일부 사이에 연장되는 둘 이상의 망원경 부재를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60.

제 58항에 있어서, 스페이서가 매니폴드 허브에 대해서 이동 가능한 부재를 포함하여 매니폴드 허브의 일부가 이동 가능한

부재 내에 수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61.

유방 유관 내에 정위되는 크기의 기다란 부재로서, 그러한 기다란 부재가 기다란 부재의 길이를 따라서 연장되는 기다란

내강을 포함하며, 기다란 내부 경로가 삽입기를 수용하는 기다란 부재의 길이의 일부 이상을 따라서 연장되며, 기다란 부

재가 내강내에 위치되어 연장되는 중심 종축을 포함하고, 기다란 내부 경로가 중심 종축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오프셋되는

중심적으로 배치된 종축을 포함하며; 기다란 부재가 내강의 원위 단부를 넘어서 기다란 내부 경로의 종축을 따라 연장되는

기다란 원위 팁을 포함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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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2.

제 61항에 있어서, 기다란 원위 팁이 내부에 있는 기다란 내부 경로를 포함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63.

제 62항에 있어서, 내강의 근위 단부에 결합되고 유체를 유방 유관내로 주입하도록 및 유광 유관으로부터의 유체를 회수하

도록 내강과 소통되는 멀티포트 몸체를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64.

제 61항에 있어서, 기다란 원위 팁이 길이를 따라서 연장되는 상이한 강성을 각각 지닌 다수의 구역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65.

제 61항에 있어서, 기다란 원위 부재가 삽입기의 원위 단부와 접촉되는 형상의 밀폐된 원위 팁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66.

제 61항에 있어서, 삽입기가 그 길이를 따라서 연장되는 다수의 구역을 포함하며 그러한 구역이 상이한 강성을 지님을 특

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67.

제 61항에 있어서, 기다란 경로가 상이한 소정의 길이를 지닌 다수의 삽입기를 수용하는 형성을 하고 있는 유관 액세스 장

치.

청구항 68.

유방 유관에 액세싱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로서,

내강을 포함하고 유방 내에 위치되는 크기를 하고 있는 기다란 부재로서, 그러한 기다란 부재가 내강을 통해서 연장되는

제 1의 중심 위치된 축과 제 1의 중심 위치된 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평행하고 오프셋되는 제 2 축을 지니며, 내강이 원위

단부 및 반대쪽의 근위 단부를 지니도록 구성된 기다란 부재;

내강의 원위 단부를 지나서 제 2 축을 따라서 연장되는 기다란 원위 팁으로서, 유방 유관내에서 내비게이팅하는 폐쇄된 원

위 단부를 지니는 기다란 원위 팁; 및

내강의 근위 단부에 결합되고 유방 유관내로 유체를 주입하도록 및 유방 유관으보터의 유체를 회수하는 내강과 소통하는

멀티포트 몸체를 포함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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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9.

제 68항에 있어서, 기다란 원위 팁이 기다란 삽입기를 내부에 제거 하능하게 수용하는 크기를 지닌 내부 경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70.

제 69항에 있어서, 기다란 경로가 멀티포트 몸체를 통해서 연장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71.

제 69항에 있어서, 경로가 기다란 부재의 벽내에서 내강의 근위 단부로 기다란 부재내에서 연장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72.

제 68항에 있어서, 기다란 원위 팁이 내강의 벽으로부터 연장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73.

제 68항에 있어서, 내부 루멘의 원위 단부와 기다란 원위 팁의 근위 단부 사이에 위치되는 경사(beveled) 표면을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장치.

청구항 74.

유방 유관 내에 위치되는 크기의 캐뉼라 및 내강; 및 내강의 근위 단부에 부착되어 유체를 유방 유관 내로 주입하고 유방

유관으로부터 유체를 회수하는 내강과 소통되는 멀티포트체를 포함하는 유관 액세스 시스템으로서, 상기 캐뉼라가 내강을

통해서 연장되는 제 1 축 및 제 1 축에 오프셋되고 실질적으로 평행한 제 2 축을 지니며, 내강이 원위 단부 및 그 반대편의

근위 단부를 지니며, 기다란 원위 부재가 내강의 원위 단부를 지나서 제 2 축을 따라 연장되고, 기다란 원위 부재가 내부에

기다란 삽입기를 활주식으로 수용하는 크기의 내부 경로를 포함하는 유관 액세스 시스템.

청구항 75.

제 74항에 있어서, 경로가 멀티포트 몸체를 통해서 연장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시스템.

청구항 76.

제 74항에 있어서, 기다란 원위 부재가 삽입기의 원위 단부와 접촉되는 형태의 밀폐된 원위 팁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시스템.

청구항 77.

제 74항에 있어서, 기다란 원위 부재가 개방된 원위 팁을 포함하며, 삽입기가 그를 통해서 연장 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유

관 액세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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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8.

제 74항에 있어서, 기다란 원위 부재가 내강의 벽으로부터 연장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시스템.

청구항 79.

제 74항에 있어서, 삽입기 부재가 초탄성물질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세스 시스템.

청구항 80.

제 74항에 있어서, 기다란 삽입기가 다수의 삽입기를 포함하며 이들 각각이 상이한 경도를 지님을 특징으로 하는 유관 액

세스 시스템.

청구항 81.

제 1항의 유관 액세스 장치를 사용하여 인간 유방 유관으로부터 세포성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으로서,

삽입기를 기다란 원위 부재의 내부 경로로 삽입시켜 복합 삽입 부재를 형성시키고; 유방 유관의 유관구내로 복합 삽입 부

재를 삽입시키며;

유방 유관내로 기다란 부재를 진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2.

제 81항에 있어서, 내부 경로로부터 삽입기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3.

제 81항의 유관 액세스 장치를 사용하여 인간 유방 유관으로부터 세포성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으로서,

기다란 원위 부재를 유관구내로 삽입시키고;

삽입기를 기다란 원위 부재의 내부 경로로 삽입시켜 복합 삽입 부재를 형성시키며;

복합 삽입 부재 및 내강을 유방 유관내로 진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4.

물질을 유방 유관내에 도입하거나 이로부터 제거하는 유방 유관내에 도입되어 정위되는 장치로서,

내부와 유체 소통관계에 있는 다수의 포트 개구를 포함하는 매니폴드 허브, 매니폴드 허브의 일부를 통해서 연장되는 한

쌍의 기다란 채널과 유체 소통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개구, 및 매니폴드 허브로부터 연장되는 카테테르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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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카테테르가 카테테르의 종축에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연장되는 기다란 내강을 포함하고, 내강이 매니폴드 허브와 유

체 소통관계에 있으며 그 내부에 있는 도관형 삽입기를 활주식으로 수용하도록 구성되며, 삽입기가 카테테르의 원위 팁을

지나서 0.250인치 이상 연장되는 장치.

청구항 85.

제 84항에 있어서, 삽입기가 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카테테르의 내강내에 삽입될 수 있는 유도 와이어, 확장기, 스타

일렛(stylette) 또는 이의 어떠한 일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6.

제 84항에 있어서, 카테테르가 삽입기의 원위 단부와 접촉하는 형태의 밀폐된 원위 팁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87.

제 84항에 있어서, 삽입기가 카테테르의 원위 팁을 지나서 0.492 인치 이상 연장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8.

제 84항에 있어서, 삽입기가 카테테르의 원위 팁을 지나서 0.984 인치 이상 연장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9.

제 84항에 있어서, 카테테르의 원위 팁이 비외상성 형태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0.

물질을 유방 유관 내에 도입하거나 제거하는 유방 유관내에 도입되고 정위되는 장치로서,

내부와 유체 소통관계에 있는 다수의 포트 개구를 포함하는 매니폴드 허브, 매니폴드 허브의 일부를 통해서 연장되는 한

쌍의 기다란 채널과 유체 소통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개구, 및 매니폴드 허브로부터 연장되는 카테테르; 및

허브 및카테테르를 통해서 내부로 연장되는 외장으로, 외장의 종축에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연장되는 기다란 내강을 포함

하는 외장을 포함하며;

내강이 매니폴드 허브와 유체 소통관계에 있으며 그 내부에 있는 도관형 삽입기를 활주식으로 수용하도록 구성되며, 외장

이 카테테르의 원위 팁을 지나서 연장되는 장치.

청구항 91.

제 90항에 있어서, 외장이 삽입기의 원위 단부와 접촉하는 형태의 폐쇄된 원위 팁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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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0항에 있어서, 삽입기가 카테테르의 원위 팁을 지나서 0.250 인치 이상 연장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3.

제 90항에 있어서, 삽입기가 카테테르의 원위 팁을 지나서 0.492 인치 이상 연장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4.

제 90항에 있어서, 삽입기가 카테테르의 원위 팁을 지나서 0.984 인치 이상 연장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5.

제 90항에 있어서, 카테테르의 원위 팁과 외장이 비외상성 형태를 지님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6.

제 90항에 있어서, 외장의 원위 팁이 카테테르의 원위 팁을 지나 1.5 mm 인치 이상 연장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7.

제 90항에 있어서, 외장의 원위 팁이 카테테르의 원위 팁을 지나 6.0 mm 인치 이상 연장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8.

제 90항에 있어서, 외장의 원위 팁이 카테테르의 원위 팁을 지나 18.5 mm 인치 이상 연장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9.

제 84항의 장치를 사용하여 인간 유방 유관으로부터 세포성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으로서,

삽입기를 유방 유관의 내부 경로내로 삽입하고;

카테테르를 유방 유관내로 진행시킴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0.

제 90항의 장치를 사용하여 인간 유방 유관으로부터 세포성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으로서,

삽입기를 유방 유관의 내부 경로내로 삽입하고;

외장을 유방 유관내로 진행시키고;

카테테르를 유방 유관내로 진행시킴을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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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1.

의료 장치를 괄약근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서,

의료 장치를 괄약근 근처내로 위치시키고;

가압된 유체를 의료 장치를 통해서 도입하여 유체가 괄약근과 접촉되게 하고;

의료 장치를 개방된 괄약근에 통과시킴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2.

제 101항에 있어서, 의료 장치를 카테테르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3.

제 101항에 있어서, 압력을 증가시키면 괄약근이 개방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4.

제 101항에 있어서, 유체 압력이 유체 펌프, 마우스 피펫팅, 또는 중력에 의해서 적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5.

제 101항에 있어서, 유체가 카테테르내로 도입되기 전에 체온으로 가온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6.

카테테르를 유관 괄약근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서,

카테테르를 유관 괄약근 근처에 위치시키고;

유체를 카테테르를 통해서 도입시켜 유체가 유관 괄약근과 접촉되게 하고;

유체에 압력을 가하여 유체의 압력이 상승하면 유관 괄약근이 개방되고;

카테테르를 개방된 유관 괄약근에 통과시킴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7.

제 106항에 있어서, 유체 압력이 유체 펌프, 마우스 피펫팅, 또는 중력에 의해서 적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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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6항에 있어서, 유관 괄약근이 유방 유관에 위치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9.

제 106항에 있어서, 유체가 카테테르내로 도입되기 전에 체온으로 가온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0.

제 106항에 있어서, 카테테르를 투관되기가 어려운 유관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서,

카테테르를 유관 근처에 위치시키고;

유체를 카테테르를 통해서 도입시켜 유체가 유관과 접촉되게 하고;

유체에 압력을 가하여 유체 압력이 상승하면 유관이 개방되거나 펴지게 하고;

카테테르를 개방되거나 펴진 유관에 통과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1.

제 110항에 있어서, 유체 압력이 유체 펌프, 마우스 피펫팅, 또는 중력에 의해서 적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2.

제 110항에 있어서, 유체가 카테테르내로 도입되기 전에 체온으로 가온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3.

물질을 유방 유관내로 도입하거나 그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유방 유관 내에 도입되고 정위되는 장치로서,

도관형 삽입기에 대해서 밀봉하는 피팅을 포함하는 매니폴드 허브를 포함하는데, 상기 도관형 삽입기가 매니폴드 허브의

한 단부에서 매니폴드 허브를 통해 연장되고, 상기 피팅이 반복적으로 개방 및 폐쇄될 수 있는 구멍을 포함하고, 매니폴드

허브의 측면이 한 단부에서 상기 허브의 기저부에 연결되고 다른 단부에서는 연결되지 않으며 서로 실질적으로 평행한 두

개의 반대측 가요성 아암을 포함하며, 상기 아암이 튀어나온 위치에 고정되어 상기 아암의 연결되지 않은 단부가 피팅을

압박하여 구멍이 폐쇄되고, 아암이 압박되는 경우에 상기 아암의 연결되지 않은 단부가 더이상 피팅을 압박하지 않고 구멍

이 개방되도록 구성되는 매니폴드 허브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14.

제 113항에 있어서, 실링 피팅이 실리콘 개스킷임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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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3항에 있어서, 스프링이 가요성 아암과 허브의 몸체 사이에 위치하여 스프링이 아암을 작동 위치에 유지시킴을 특징

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6.

제 113항에 있어서, 아암의 자유 단부들이 연동 후크(hook)임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7.

제 113항에 있어서, 도관형 삽입기가 고리형 핸들을 지님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8.

제 113항에 있어서, 도관형 삽입기가 니티놀로 제조되고 점점 가늘어지는 원위 팁을 지님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9.

제 113항에 있어서, 삽입기가 약 0.025 인치로부터 약 0.008 인치로 점점 가늘어지는 장치.

청구항 120.

유관 삽입기에 대해서 밀봉하는 피팅을 포함한 매니폴드 허브를 포함하는 장치를 사용하는데, 상기 도관형 삽입기가 매니

폴드 허브의 한 단부에서 매니폴드 허브를 통해서 연장되며, 상기 피팅이 반복적으로 개방 및 폐쇄될 수 있는 구멍을 포함

하고, 매니폴드 허브의 측면이 한 단부에서 상기 허브의 기저부에 연결되고 다른 단부에서는 연결되지 않으며 서로 실질적

으로 평행한 두 개의 양측 가요성 아암을 포함하며, 상기 아암이 튀어나온 위치에 고정되어 상기 아암의 연결되지 않은 단

부가 피팅을 압박하여 구멍이 폐쇄되고, 아암이 압박되는 경우에 상기 아암의 연결되지 않은 단부가 더 이상 피팅을 압박

하지 않고 구멍이 개방되도록 구성되는 장치를 사용하고;

삽입기를 유방 유관의 내부 경로 내로 삽입시는 단계 및 카테테르를 유방 유관 내로 진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인간 유방 유관으로부터 세포성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

청구항 121.

유관 삽입기에 대해서 밀봉하는 피팅을 포함한 매니폴드 허브를 포함하는 장치를 사용하는데, 상기 도관형 삽입기가 매니

폴드 허브의 한 단부에서 매니폴드 허브를 통해서 연장되며, 상기 피팅이 반복적으로 개방 및 폐쇄될 수 있는 구멍을 포함

하고, 매니폴드 허브의 측면이 한 단부에서 상기 허브의 기저부에 연결되고 다른 단부에서는 연결되지 않으며 서로 실질적

으로 평행한 두 개의 양측 가요성 아암을 포함하며, 상기 아암이 튀어나온 위치에 고정되어 상기 아암의 연결되지 않은 단

부가 피팅을 압박하여 구멍이 폐쇄되고, 아암이 압박되는 경우에 상기 아암의 연결되지 않은 단부가 더 이상 피팅을 압박

하지 않고 구멍이 개방되도록 구성되는 장치를 사용하고;

삽입기를 유방 유관의 내부 경로 내로 삽입시는 단계; 외장을 유방 유관 내로 진행시키는 단계; 및 카테테르를 유방 유관

내로 진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인간 유방 유관으로부터 세포성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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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진단 또는 치료의 의료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적어도 일부가 포유 동물의 신체에 삽입되는 의료 기기에 관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유관구(ductal orifice)를 통해 유방 유관(breast duct)내로 도입하기 위한 크기의 적

어도 일부 및 로우 프로파일(low profile)을 갖는, 진단 또는 치료의 의료적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에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기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유방은 유두로부터 뻗어나오며 상당히 조밀한 연결 조직에 의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복잡한 유방 유관 시스템을 포함하는

특수화된 선 구조(glandular structure)이다. 각각의 이들 유방 유관은 유관액(ductal fluid)이 나타날 수 있는 유두 표면

상의 관련된 유관구를 포함한다. 각각의 관은 주요 유즙 지류(lactiferous branch)를 통해 배액되는 일련의 연속되는 소엽

간 지류 (interlobular branch)를 포함하며, 상기 유즙 지류는 연합된 유관구를 통해 유두에서 끝나고 유방에서 퇴거한다.

유관구에 바로 근접하여, 각각의 유관은 유관액이 축적할 수 있는 유관도(lactiferous sinus)를 포함한다. 관상 괄약근은

유관도 내에 있으며, 유관액이 비의도적으로 관련 유관구를 통해 유방 유관을 나오지 못하게 한다.

유방암은 이러한 유방 유관의 내피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수십년 동안 유방암 연구에 전념했던 의료 단체의 많은

연구진은 유방 유관내로부터의 유두 유출액에서 회수한 세포의 세포학적 분석이 유방암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왔고, 이를 보여 주었다. 실제로, 파파니콜라우(Papanicolaou)는 유두 유

출액에 함유된 세포를 분석하므로써 유방암에 대한 "Pap" 도말(smear) 가능성의 기원에 기여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암

특이적 마아커가 유두 흡인에 의해 얻어진 유관액에서 검출되었다. 그러나, 의료 단체의 연구진에 의해 사용된 회수 기술

및 기기는 보편으로는 의미있는 유관액 샘플을 얻지 못하였다.

관상 상피 세포를 포함하는 유방 유관액 샘플을 회수하려는 노력함에 있어서, 숙련자들은 내재하는 모발형 단일 루멘 카테

테르(indwelling hair-like single lumen catheter)를 사용하여 유방 유관으로 세척액을 유입시켰다. 이러한 세척액이 유

방 유관에 유입된 후, 유체 유입 카테테르는 제거되었다. 이후, 외부적으로 인가되는 유두 흡인 기술 또는 유방에 인가되는

외압이 사용되어 유관액의 샘플을 수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관상 괄약근의 유체 보유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유

방의 측면을 따라 또는 유두 표면 상에 상당히, 때로는 고통스럽게 가압될 것을 요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의미있는

세포 분석을 위한 충분한 수의 관상 상피 세포를 갖는 의미있는 유관액 샘플을 보편적으로는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일반적으로 20개 이하의 관상 상피 세포를 갖는 샘플을 회수하게 한다. 추가로, 이러한 기술은 10개 이상의 세포로

된 세포 클러스터(cluster)를 갖는 샘플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얻어진 유체 샘플은 회수된 관이 전암 또

는 암 세포를 포함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징후를 일관되게 제공할 수 없다. 일관되고, 의미있는 관상 상피 세포 샘

플은 본원에서 그 전부가 참고 문헌으로 인용되는 헝(Hung)) 등의 미국 특허 제 6,413,228호에 개시된 의료 기기에 의해

제공되었다.

그 밖의 의료 기기, 예컨대 유선조영술 동안에 사용되는 것들은 유방 유관내 암 세포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유방 유관 내에 삽입된다. 그러나, 이들 기구는 수행되는 절차 동안에 유방 유관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로 연장된다. 이러한

거리는 12 인치 이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작업자가 상기 기구를 잡고있지 않을 경우, 관으로부터 연장되는 기구 단면의

중량 및 길이에 의해 생성된 모멘트가 기구의 내재부를 관의 측벽과 결합하여 관을 비틀고/거나 꼬이게 하고, 유두를 일그

러뜨릴 수 있다. 관 및 유두에 대한 이러한 효과는 기구의 내재부를 꼬이게 하거나 주름지게 하므로써 의료적 절차를 방해

하거나, 환자의 관을 손상시키고 환자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는 이러한 기다란 기구

에 의해 유발되는 통증 및 불쾌감을 견디어 내거나, 보조자가 의료적 절차 동안에 환자 위로 기구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수술대 주위의 한정된 공간내에서, 그리고 유두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에서, 보조자가 유방 유관으로 연

장되는 기구의 단부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를 수용하기 전에, 환자

는 의료적 절차 동안에 불쾌감을 감수할 것인지 수행되는 의료적 절차를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선행 기술의 기

기는 또한 유두를 둘러싸고 있는 영역에서 작용하는 동안에, 숙련자 또는 보조자에 의해 용이하게 붙잡아 조절하도록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조밀한 관상 괄약근 또는 비틀린 유관구를 갖는 환자는 카테테르의 내재부가 꼬이거나 주름짐으로 인해 세척 절차시 어려

움을 겪을 수 있으며, 환자의 관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환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환자

에게 불쾌감을 최소화하면서 유방 유관에 접근하는 개선된 방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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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유방은 지방 조직, 섬유 조직, 유방 유관 및 유선(milk gland)으로 이루어진다. 사람 유방은 6 내지 8개 이상의 유방

유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상기 논의된 관상 세척 절차 및 샘플링 결과는 유방암 위험의 조기 경고를 위해 환자를

선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관상 세척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는 카테테르를 유방 유관에 삽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유방 유관은 유방의 유선으로 가는 복잡한 해부학적 경로이다. 의사는 유방 유관의 내벽이 손상

되지 않도록 하고/하거나 유방 유관의 천공을 피하도록 하여 유방 유관에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카테테르가 유방 유관에

깊이 삽입될수록, 유방 유관 벽의 천공 위험성은 더 커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의사가 카테테르를 관상 형태에 맞

추어, 관상 망상 구조의 지류에 카테테르를 깊숙히 유도하도록 가요성 및 강성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관상 접근 카테테르

가 필요한 실정이다.

관상 접근 절차 동안에, 카테테르는 유두내 관 개구 내로 삽입되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

서, 관상 접근을 위한 개선된 삽입 시스템 및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르면, 유체를 유방 유관내로 도입하고, 유방 유관내로부터 관상 상피 세포 및 관상 상피 세포의 덩어리

를 포함하는 유관액 샘플을 수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로우 프로파일 매니폴드 허브(low profile manifold hub)를 포함

하는 관상 접근 장치를 포함하는 의료 기기가 제공된다. 또한, 관상 접근 장치는 원위 단부, 하나의 루멘 및 유관구를 통해

원위 단부의 삽입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 유방의 관상 괄약근의 원위에 원위 단부가 정위되도록 하는 치수를 갖는 기다란

접근 카테테르를 포함한다. 이러한 카테테르는 사용자가 카테테르의 원위 단부가 삽입되는 깊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외표면 상의 길이 표시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의료 기기는 유두 표면 위 바람직한 거리에 상기 매니폴드 허브를 조절

하게 위치시키기 위한 하나 이상의 스페이싱(spacing) 부재(스페이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스페이싱 부재는 유방 유

관으로의 카테테르의 삽입 깊이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의료 기기는 상기 장치를 유방에 고정시키기 위한 하나 이상의 부

재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서는, 유방 유관내 삽입되어 정위되는 장치가 제공된다. 이러한 장치는 유방 유관 내에 물질을 유

입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매니폴드 허브를 포함하며, 이는 매니폴드 허브의 내측와 유체 소통하는 다수개

의 포트 개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개구중 두개 이상은 매니폴드 허브의 일부를 통해 연장되는 한쌍의 기다란 채널과 유체

연통한다. 또한, 상기 장치는 매니폴드 허브로부터 연장되는 카테테르를 포함한다. 카테테르는 유방 유관내에 위치하도록

사이징되고 배치된다. 상기 장치는 유두 표면 상의 소정 거리에 매니폴드 허브의 공간을 두도록 카테테르의 길이에 대해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입식(retractable) 스페이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서는, 유방 유관에 유체를 도입하기 위한 의료용 장치가 제공된다. 이러한 의료용 장치는 유방 유

관내에서 연장되도록 사이징되고 배치되는 카테테르를 포함한다. 카테테르는, 카테테르의 종축에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연

장되는 내부 루멘을 포함한다. 또한, 의료용 장치는 카테테르와 유체 연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매니폴드 허브를 포함한다.

매니폴드 허브는 매니폴드 허브의 내측에 유체 연통하는 4개 이상의 포트를 포함한다. 4개 이상의 포트 중 2개 이상은, 유

체 유입 라인 및 유관액 수거 라인을 수용하기 위한 매니폴드 허브내에 형성된 채널과 유체 연통한다. 매니폴드 허브는 카

테테르의 종축에 평행하게 연장되는 높이 및 카테테르의 종축과 수직으로 연장되는 길이를 갖는다. 매니폴드 허브의 길이

는 매니폴드 허브의 높이보다 크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서는, 유방 유관으로부터의 유체를 흡인하기 위한 관상 접근 장치가 제공된다. 관상 접근 장치는

유방 유관에 유입되어야 할 유체를 수용하기 위한 매니폴드 허브 및 매니폴드 허브로부터 연장되는 카테테르를 포함한다.

카테테르는 유방 유관내에 정위되도록 사이징되고, 유방 유관내 액을 유입하고 수용하기 위한 루멘을 포함한다. 루멘은 매

니폴드 허브와 유체 연통하며, 유방 유관내로부터 유관액 샘플을 수용하도록 사이징된다. 또한, 관상 접근 장치는 매니폴

드 허브내 유관액 샘플이 수거 장치내 수용되기 위한 음압원으로 유인되도록 매니폴드 허브와 유체 연통하는 음압원을 포

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카테테르는 외경이 약 0.01(0.254mm) 내지 약 0.05인치(또는 1.27mm)일 수 있다. 카테테르는 내부 루멘

직경이 약 0.007(또는 0.178mm) 내지 약 0.047인치(또는 1.19mm)일 수 있다. 관련된 매니폴드 허브는 추가로 주입 장치

로부터 카테테르의 루멘으로 유체 흐름 경로를 제공하는 주입 커텍터 및 카테테르의 루멘으로부터 유체 수거 장치로의 유

체 배출 경로를 제공하는 수거 커넥터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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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밀 밀봉 시스템이 매니폴드 허브의 근위 단부에 위치할 수 있다. 이러한 밀봉 시스템은 의료 기기내에 위치하고, 연장되

는 확장기 또는 기타 삽입기주변을 밀봉할 수 있다. 이러한 밀봉 시스템은 토우히-보르스트(Touhy-Borst) 피팅(fitting)

을 포함할 수 있다. 카테테르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확장기 또는 기타 삽입기 부재는 외경이 0.024인치(또는 0.61mm) 내

지 약 0.001인치일 수 있다. 또한, 삽입기는 테이퍼링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의료 기기의 투시도이다.

도 2a 및 2b는 도 1에 도시된 의료 기기의 또 다른 구체예의 단면도이다.

도 3은 도 1의 의료 기기의 파쇄 투시도이다.

도 4는 매니폴드 허브와 각 주입 및 수거 장치 간에 연장되는 주입 라인 및 수거 라인을 갖는 도 1의 의료 기기의 상부도이

다.

도 5는 주입 라인 및 수거 라인을 지닌 도 1에 도시된 의료 기기의 측면도이다.

도 6은 도 1에 도시된 의료 기기의 또 다른 투시도이다.

도 7 및 8은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의료 기기의 또 다른 구체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9 및 10은 강성(stiff) 삽입기를 사용하여 도 1의 의료 기기를 유방 유관에 도입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도 12-14는 가요성 삽입기를 사용하여 도 1의 의료 기기를 유방 유관에 도입하는 또 다른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1은 유방 유관 내에서 의료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로우 프로파일의 단일 루멘 의료 기기(10)의 구체예를 도시한 것이

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용어 "의료적 절차"는 준비 절차, 진단 절차 또는 치료 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유방

유관으로 물질을 전달하는 단계 및/또는 유방 유관내로부터 물질을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의료 기기(10)는 매니폴드 허브(20)에 전달된 관상 세척액을 유방 유관에 주입하고, 분석을 위해 유방 유관

내로부터 수백개의 관상 상피 세포 및/또는 10개 초과의 세포로 된 세포 클러스터를 포함하는 유관액 샘플을 수거하거나

유출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의료 기기(10)는 진단제 또는 치료제를 유방 유관으로 주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기(10)는 또한 환자에게 기기(10)를 고정시키기 위한 부재(11)를 포함할

수 있다. 고정 부재(11)는 기기(10)를 환자에게 접촉시키고 부착시키기 위해 한 측면에 생체적합성 접착제를 가질 수 있다.

부재(11)는 환자 몸에 대해 매니폴드 허브(20)의 이동을 방지하도록 사이징된다. 도 7 및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재(11)

의 섹션(11a) 및 (11b)는 고정 부재(11)의 크기가 절차 동안에 형성된 힘 및 환자에 대해 조절될 수 있도록 서로 접힐 수 있

다. 또한, 상기 부재(11)는 스페이서(90)(하기 논의됨) 단부에 위치할 수 있다.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의료 기기(10)는 매니폴드 허브(20), 및 매니폴드 허브(20)의 원위 단부(21)로부터 연장되는

관상 접근 카테테르(40)를 포함한다. 이러한 접근 카테테르(40)는 유방 유관에 접근하도록 사이징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는 카테테르(40)의 길이에 평행하게 연장되는 방향으로 로우 프로파일(높이)을 가질 수 있다.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의 높이는 그 길이(카테테르(40)의 길이에 수직으로 연장되는 방향)보다 낮을 수 있

다. 제 1 구체예에서, 매니폴드 허브(20)는 폭이 약 0.25인치 내지 약 0.375인치 범위이며, 높이가 약 0.75인치 내지 약

1.0인치 범위이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매니폴드 허브(20)는 내부 유체 용량이 1ml 이하이다. 매니폴드 허브(20)의 로우

프로파일은 큰 토오크(torque)가 의료적 절차 동안에 환자의 관에 인가될 수 있는, 카테테르(40)의 길이를 따라 소정의 위

치에서 피봇점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보조할 것이다. 관의 토오크를 없애거나, 적어도 상당히 감소시키므로써, 관은 관상

조직의 위치 변화로 인해 꼬여 폐쇄되지 않거나, 관의 상피 내막을 누르는 카테테르(40)로 인해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기기(10)는 보조자 또는 숙련자에 의해 용이하게 취급하고 붙잡을 수 있어 매니폴드 허브(20) 및 카테테르(40)가 용이

하게 조작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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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폴드 허브(20)가 유두 표면으로부터 이격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입식 스페이서(90)는 도 7 및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의 원위 단부, 및 카테테르(40)의 근위 단부에 위치할 수 있다. 인입식 스페이서(90)는 약 1 mm 내지 약

10mm의 범위, 보다 일반적으로는 약 5mm의 범위로 스페이싱 간격을 가질 수 있다. 제 1 구체예에서, 인입식 스페이서

(90)는 제 2 스페이싱 부재(93)내에 수용된 제 1 스페이싱이 부재(92)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르게는, 상기 제 1 스페이싱 부

재(92)는 망원경식으로 제 2 스페이싱 부재(93)를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예에서, 제 1 부재(92)는 매니폴드 허브

(20)에 대해 이동하지 못하도록 고정되고, 제 2 부재(93)는 제 1 부재(92) 및 매니폴드 허브(20) 두 모두에 대해 이동가능

하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스페이싱 부재(92, 93)는 모두 매니폴드 허브(20)에 대해 이동가능하다. 유두 표면으로부터 매

니폴드 허브(20)의 스페이싱에 요구되는 거리, 예를 들어 약 15mm 내지 20mm는 연장된 위치에서 스페이싱 부재(92,93)

를 록킹(locking)하므로써 조절될 수 있다(도 8). 다르게는, 인입식 스페이서(90)가 인입된 위치에서 록킹될 수 있다(도 7).

또 다른 구체예에서, 인입식 스페이서(90)는 인입 위치를 달성하기 위해 매니폴드 허브(20)의 일부를 활주가능하게 수용

하고, 연장된 위치를 달성하기 위해 매니폴드 허브(20)의 단부에서 록킹될 수 있는, 단일의 이동가능한 스페이싱 부재(95)

를 포함한다. 상기 논의된 임의의 구체예에서, 스페이싱 부재(92, 93, 95)는 서로 및 매니폴드 허브(20)에 대한 병진 운동

에 대해 각각의 스페이싱 부재(92, 93, 95)를 록킹시키기 위해 서로 및 매니폴드 허브(20)에 대해 회전될 수 있다. 망원용

부재에 대한 임의의 공지된 회전 록킹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다르게는, 스페이싱 부재(92, 93, 95)는 널리 공지되어 있

는 스냅 록(snap lock)을 사용하여 록킹된 위치로 스냅핑될 수 있다. 추가의 스페이싱이 요구되는 경우, 상기한 크기의 부

재(92, 93, 95) 또는 두개 초과의 망원용 부재가 구비될 수 있다.

매니폴드 허브(20)는 보조자 또는 숙련자가 매니폴드 허브(20)내 유체 및 물질을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투명한 물질로 형

성될 수 있다. 투명한 재료는 플라스틱, 예컨대, ABS 플라스틱 또는 기타 공지된 플라스틱 재료일 수 있다. 도 1-8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의 구체예는 실질적으로 "F" 형상을 가질 수 있다.

도 2a, 2b 및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는 주입 튜브(34)로의 연결을 위한 제 1 포트(30)를 포함하며, 주입

튜브(34)를 통해 세척액, 진단제 또는 치료제를 포함하는 물질이 주입 장치(38)로부터 제 1 포트(30), 매니폴드 허브(20),

및 궁극적으로는 관상 접근 카테테르(40)에 전달된다. 연결된 주입 장치(38)는 주사기 또는 기타 공지된 유체 용기를 포함

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주입 장치(38)는 환자 유방 위 소정 위치에 배치된 백 또는 용기와 같이 유체 리셉터클을 포함

할 수 있다. 이 구체예에서, 환자의 유방 상의 용기의 높이 및 중력은 유체를 주입 장치(38)로부터 주입 튜브(34)로 전달하

는 데 사용된다.

도 2a, 2b 및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는 수거 튜브(36)로의 연결을 위한 제 2 포트(32)를 포함한다. 유방

유관내로부터 수거된 유관액 샘플은 매니폴드 허브(20)로부터 수거 튜브(36)를 통해 수거 리셉터클(39)에 전달될 수 있다.

수거 리셉터클(39)은 주사기, 또는 의료용 유체 백 또는 용기를 포함하는 기타 공지된 유체 수거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수거 리셉터클(39)은 음압원을 포함하거나 연결되어 저압 영역이 수거 튜브(36), 및 필요에 따라 회수된 유관

액 샘플을 수거 리셉터클(39)에 전달하는 것을 보조하는 매니폴드 허브(20)내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저압 영역,

예를 들어, 일 구체예에서의 진공 영역은 구상 주사기(bulb syringe), 수작동 진공원, 발작동 진공원 또는 모터 제어 진공

원을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진공원은 수거 튜브(36)내 음압을 형성하는 펌프를 포함할 수 있다. 보다 낮은 압력

원 이외에, 또는 저압원 대신에, 수거 튜브(36)내 저압이 유체를 매니폴드 허브(20)에 주입하여 형성될 수 있으며, 이로써

수거 튜브(36)에 비해 매니폴드 허브(20)내의 압력을 증가시킨다. 임의의 이러한 구체예에서, 수거 리셉터클(39)이 의료적

절차 동안에 환자 아래 소정 위치에 위치하여, 수거된 유관액 샘플이 중력에 의해 리셉터클(39)에 전달될 수 있다.

제 1 및 제 2 포트(30, 32)는 도 2a 및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의 측벽을 따라, 관으로 또는 관으로부터

의 유체 흐름에 도움을 주는 원형, 타원형 또는 기타 기하 형태인 개구를 포함할 수 있다. 포트(30, 32)의 직경은 관으로의

바람직한 유량 또는 관으로부터의 흡인율 또는 수거율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직경일 수 있다. 따라서, 포트(30, 32)의 직경

은 약 0.060인치 내지 약 0.090인치의 범위일 수 있다. 어느 한 포트(30, 32)가 다른 하나에 비해 크거나 작을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차별된 포트 크기는 루멘의 어느 하나에 또는 어느 하나로부터의 목적하는 유량을 제공하거나, 세척액 또는

유관액의 주입 및 흡인 또는 수거의 총괄적인 세척 효율을 제공한다.

도 1-6은 제 1 및 제 2 포트(30, 32), 및 이들의 관련된 각각의 튜브(34, 36)가 매니폴드 허브(20)과 카테테르(40)의 종축

에 대해 횡으로 연장되는 커넥터 하우징(connector housing)(25)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도시하고 있다. 커넥터 하우징(25)

은 단일 부재로서 매니폴드 허브(20)와 함께 일체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다르게는, 커넥터 하우징(25)은 매니폴드 허브

(20)와 별개로 형성되어 카테테르(40)에 대해 하기에 논의되는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에 고정될 수 있다. 커넥터 하

우징(25)은 각각이 튜브(34, 36) 중 하나를 수용하는 두개의 채널(26)을 포함한다. 채널(26)은 매니폴드 허브(20) 상의 포

트(30, 32)로부터 커넥터 하우징(25)의 외측 단부 표면으로 연장된다. 각각의 채널(26)은 튜브(34, 36)의 각각의 포트(30,

32)로의 용이하고, 신뢰성 있으며 신속한 연결을 위해 각각의 매니폴드 허브 포트(30, 32)와 함께 수용된 튜브를 정렬시킨

공개특허 10-2006-0135677

- 21 -



다. 또한, 채널(26)은 포트(30, 32)로의 연결 지점에서 튜브(34, 36)를 지지하여 튜브(34, 36)가 각각의 포트(30, 32)를 연

결하는 지점에 대해 모멘트(관을 비틀어지게 할 수 있는)를 형성하지 않는다. 또한, 커넥터 하우징(25)은 보조자 또는 숙련

자에 의해 잡힐 수 있는 일체적으로 형성되거나, 다르게는 고정된 융선(ridge)(29)을 갖는 윤곽이 있는 측벽(28)을 포함할

수 있다. 윤곽이 있는 측벽(28)은 보조자 또는 숙련자에 의해 쉽게 쥐어질 수 있게 하고, 보조자 또는 전문자들이 기기(10)

를 주시하지 않고도 절차 동안에 기기(10)를 배향시킬 수 있다.

도 2b에 도시된 구체예에서, 제 1 및 제 2 포트(30, 32)는 커넥터 하우징(25)내에서 연장되며, 가요성 주입 튜브 및 수거

튜브(34, 36)를 수용하는 포스트(post)(35)를 포함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주입 및 수거 튜브(34, 36)는 수술용 튜브와

같은 가요성 튜브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튜브(34, 36)는 가요성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임의의 가요성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튜브(34, 36)는 가요성 PVC로 형성된다.

포스트(35)는 튜브(34, 36)가 포스트(35) 상에 또는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 튜브(34, 36)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다. 다르

게는, 포트(30, 32) 및 이의 관련 포스트(35)는 튜브(34, 36)의 제 1 단부 상의 상응하는 루어 록 피팅(luer lock fitting)과

함께 작동하는 루어 록 피팅(미도시됨)을 포함할 수 있다. 튜브(34, 36)의 제 2 단부는 또한 주사기 또는 그 밖의 유체 용기

상의 표준 루어 록 피팅과 짝을 이루는 루어 록 피팅을 포함할 수 있다. 루어 록 피팅은 수 또는 암 피팅 일 수 있다. 본원에

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주사기 및 기타 유체 용기는 염수, 진단물질, 예컨대, 대조 물질, 및 치료적 처리 물질을 주입튜브

(34)로 운반하여 주입한다. 튜브(34, 36)는 UV 경화성 접착제 또는 기타 공지된 결합제를 사용하여 매니폴드 허브(20)의

포스트(35) 및 루어 록에 고정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튜브(34, 36)는 오버몰딩(overmolding)에 의해 매니폴드

허브(20) 및 루어록에 고정될 수 있다.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포트(30)는 매니폴드 허브(20)의 외주를 따르는 제 2 포트(32)에 인접하여 위치할 수 있

다. 도시된 구체예에서, 원주에 인접하는 포트(30, 32)는 매니폴드 허브(20)의 제 1 및 제 2 단부(22, 24)로부터 동일한 종

방향 거리로 이격된다. 포트(30, 32)의 이러한 스페이싱은 상기 논의되는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가 숙련자 또는 기

타 보조자로부터의 지지 없이 환자에게 위치되는 경우에 관을 비틀어 지게 하는 모멘트 및 관련된 힘을 형성하지 않을, 소

형이고 로우 프로파일의 매니폴드 허브(20)를 제공한다.

제 2 포트(32)는 매니폴드 허브(20)의 벽 주변의 제 1 포트(30)로부터 임의의 거리로 원주로 이격될 수 있다. 일 구체예에

서, 제 1 포트(30)는 매니폴드 허브(20) 둘레의 제 2 포트(32)로부터 45 내지 90도 오프셋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제 1 포트(30)는 90 내지 180도 만큼 제 2 포트(32)로부터 매니폴드 벽을 따라 원주로 오프셋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

에서, 제 1 포트(30)는 제 2 포트(32)로부터 약 180도 만큼 원주로 오프셋되어 제 1 및 제 2 포트(30, 32)가 매니폴드 허브

(20)내에서 서로 대립한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제 2포트가 매니폴드 허브(20)를 따라, 제 1 포트(30) 보다 카테테르(40)로부터 보다 멀리 세로방향

거리로 이격되는 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구체예에서, 제 2 포트(32)는 수거 카테테르(40)로부터 매니폴드 허

브(20)에 유입되는 유체를 수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포트는 카테테르(40)의 원위 팁(distal tip)으로

부터 약 2.0cm에 위치할 수 있고, 한 포트는 카테테르(40)의 원위 팁으로부터 약 2.5cm에 위치할 수 있다.

튜브(34, 36)는 매니폴드 허브(20)내로, 이로부터 유체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일방향 체크 밸브(39)를 각각 포함할 수 있

다. 튜브(34)내 체크 밸브(39)는 예를 들어 세척액이 튜브(34)로 주입된 후에 튜브(34)에 연결된 주사기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유사하게, 튜브(36)내 체크 밸브(39)는 튜브(36)내 회수된 유관액 샘플이 매니폴드 허브(20)로 역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튜브(34, 36) 상의 핀치 클램프(pinch clamp)가 체크 밸브(39)중 하

나 또는 둘 모두를 대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크 밸브(39)는 주입튜브(34)내에 위치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핀치 클램프

가 수거 튜브(36) 상에 위치할 수 있다. 또한, 튜브(34, 36) 내에 유체 흐름의 방향 및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한 그 밖의 공지

의 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테테르(40)는 매니폴드 허브(20)에 고정되는 얇은 벽의 마이크로카테테르(41)를 포함한다.

제 1 구체예에서, 마이크로카테테르(41)는 매니폴드 허브(20)의 일부로서 일체적으로 형성된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마이

크로카테테르(41)는 별개의 부분으로서 형성된 후, 미세용접 또는 UV 경화성 접착제에 의해 매니폴드 허브(20)에 고정된

다. 마이크로카테테르(41)를 매니폴드 허브(20)에 고정시키기 위해 그 밖의 기술이 사용될 수도 있다. 상기 논의된 임의의

구체예에서, 카테테르(40)는 용이하게 유방 유관 개구에 도입되게 하는 윤활성 코팅을 제공하는 공지의 제(agent)로 코팅

될 수 있다. 이러한 코팅은 윤활제, 세척제, 마취제 및/또는 확장제를 포함할 수 있다. 마이크로카테테르(41)는 FEP와 같은

임의의 공지된 생적합성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카테테르(40)는 내부 루멘(43)의 직경이 약 0.008인치(약 0.2mm)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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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0.047인치(약 0.12mm)의 범위인, 약 0.01인치(약 0.25mm) 내지 약 0.05인치(약 1.25mm) 범위의 외경을 가질 수 있

다. 일 구체예에서, 마이크로카테테르(41)는 외경이 약 0.030인치(약 0.762mm)이고, 내경이 약 0.025인치(약 0.63mm)

인 내부 루멘(43)을 갖는다.

카테테르(40)는 카테테르의 원위 단부가 유방 유관에 도입된 깊이를 사용자가 측정하게 하는 카테테르(40)의 외표면 상의

길이 표시부(미도시됨)를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카테테르(40)는 카테테르의 삽입이 예정된 거리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하는 일체적으로 형성되거나 부착된 정지 부재(미도시됨)를 포함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정지 부재는 카테테

르(40)의 원위 부분이, 마디가 카테테르(40)의 원위 단부로부터 이격되는 거리보다 길게 관(duct)에 유입되지 않도록 증가

되는 직경을 갖는, 카테테르(40) 상의 마디(knob)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테테르(40)는 길이를 따라 점점 가늘어져서 수용되는 삽입기(50)로 원활하게 전이되게 하

므로써, 환자에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카테테르(40)와 삽입기(50) 간의 전이가 현저하지 않아 환자가 느끼지 않게 한다.

카테테르(40)는 또한 그 원위 단부에 비외상적(atraumatic) 원위팁부(42)를 포함할 수 있다. 원위팁부(42)는 점점 가늘어

지고/지거나, 윤곽이 있고(conturing)/있거나 라운딩(rounding)되어 유관구를 통한 유입, 및 관상 골격근을 지나 관상 루

멘으로의 삽입시 관에 대한 외상을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 원위팁부(42)는 또한 관상 세척 또는 진단제 및/또는 치료

제의 주입과 같은 의료적 절차가 완료된 후, 관으로부터 카테테르(40)의 제거시에 외상을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 이

러한 원위팁부(42)는 예컨대,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에테르, 폴리아미드,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이들의 공중합체

등을 포함하는 연질 중합체 물질로 구성될 수 있다. 원위팁부(42)는 직경이 약 0.012인치(약 0.031mm) 내지 약 0.020인

치(약 0.051mm)의 범위일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원위팁부(42)는 직경이 약 0.014인치(약 0.036mm) 내지 약 0.018인

치(약 0.046mm)의 범위일 수 있다. 원위팁부(42)(카테테르(40)의 원위부의 원위 단부로부터 카테테르(40)의 근위 단부

쪽으로 연장되는) 길이는 약 0.10인치(약 0.25cm) 내지 약 1.0인치(약 2.5cm)의 범위, 보다 일반적으로 약 0.20인치(약

0.50cm) 내지 약 0.70인치(약 1.8cm)의 범위일 수 있다.

원위팁부(42)를 포함하는 카테테르(40)의 강성 원위부는 평균 굽힘 강성(bending stiffness)이 약 0.010인치-lbs 내지 약

0.5인치-lbs의 범위일 수 있다. 또한, 카테테르(40)는 강성이 중량 봉합사(heavy suture)의 강성(약 0.025 OD)과 유사할

수 있다. 카테테르(40)의 근위부는 유관구를 통한, 및 관상 루멘으로의 삽입을 억제하는 단면적 형태 및/또는 크기를 가질

수 있다.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이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의 근위 단부(22)에 위치하여 사용자가 카테

테르(40)를 삽입기(50) 상에 용이하게 수용하고 이동하도록 할 수 있다.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은 유도 와이어

(guidewire), 탐침(stylet), 확장기 등을 포함하는 삽입기(50)(하기에서 논의됨)가 연장될 수 있는 개구(77)를 커버링하고

실링하기 위해 매니폴드 허브(20)의 단부에 위치한다.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은 삽입기(50)를 수용하기 위한 소공(74)

을 포함하는 실리콘 플러그(72) 및 나사산 캡(threaded cap)을 포함한다. 나사산 캡(76)이 제 1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실리콘 플러그(72)는 변경되어, 소공(74)의 크기가 감소된다. 이는 실리콘 플러그(72)가 삽입된 삽입기(50) 주변에 시일을

형성하게 한다. 나사산 캡(76)이 반대방향인 제 2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소공(74) 및 형성된 시일이 개방함으로써 삽입

기(50)가 제거되게 한다. 또한, 실리콘 플러그(72)는 매니폴드 허브(20)의 근위 단를 밀봉하도록 폐쇄될 수 있어 삽입기

(50)이 존재하지 않게 되며, 이에 따라 매니폴드 허브(20)의 원위 단부는 근위 단부(22)에 삽입기(50)가 없는 경우에 유체

흐름에 대해 밀봉될 수 있다.

삽입기(50)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관구를 통해 유방 유관 및 관상 루멘으로 카테테르(40)을 위치시키는 것을 보조

하는 매니폴드 허브(20)내에 위치할 수 있다. 삽입기(50)는 끝이 가늘어 지는 확장기, 일련의 점차적으로 직경이 커지는 확

장기, 끝이 가늘어지는 유도 와이어를 포함하는 유도 와이어, 탐침 또는 그 밖의 공지된 삽입기를 포함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삽입기(50)는 매니폴드 허브(20)의 근위 단부에서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을 통과하므로써 삽입기(50)는 카

테테르(40)를 정위시킨 후, 및 세척액의 주입/수거 전에 제거될 수 있다.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유방 유관에 삽입되기 전

에,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은 삽입 동안에 삽입기(50) 상으로 내려 간 후, 카테테르(40)가 목적하는 깊이로 유방 유관

내에 위치하면 철회될 수 있다. 삽입기(50)는 금속 와이어 또는 가요성 플라스틱 코드(cord)와 같은 강성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삽입기(50)는 폴리프로피렌 모노필라멘트와 같은 가요성 물질 또는 스테인레스강으로 형성될 수 있

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삽입기(50)는 상이한 강성을 갖는 동일 물질 또는 다중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삽입기

(50)는 동일한 삽입기(50)의 인접하는 섹션에 비해 보다 가요성인 섹션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삽입기(50)

는 관상 루멘내에 삽입기(50)를 가이딩하기 위한 제 1 강성부, 및 삽입기(50)가 삽입되는 관상 루멘 또는 루멘 지류의 형상

에 일치하도록 하는 제 2 가요성부를 가질 수 있다. 상기 논의된 임의의 구체예에서, 삽입기(50)는 도관형 삽입기(50)의 삽

입 및 진행 동안에 삽입기(50)와 유방 유관 간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액체 또는 무수 윤활제 물질로 코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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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기(50)는 형상 기억 금속 및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조될 수 있으며, 유방 유관을 부드럽게

탐침(probing)하고 접근하기 위해 점점 가늘어지는 팁 및/또는 비외상적 팁을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점점 가늘어 지

는 팁(52)은 카테테르(40)가 유방 유관으로 삽입되는 동안에 카테테르(40)의 원위 방향으로 연장될 것이다. 유방 유관의

접근이 완료된 후, 삽입기(50)가 철회될 수 있으며,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은 폐쇄될 수 있으며, 내재 카테테르(40)는

관상 골격근에 대해 먼 위치에 위치할 수 있다. 삽입기(50)는 외경이 약 0.005인치 내지 약 0.030인치일 수 있다. 일 구체

예에서, 삽입기(50)는 외경이 약 0.010인치일 수 있다. 삽입기(50)는 매니폴드 허브(20) 및 카테테르(40)의 루멘을 통해

연장될 것이다. 삽입기(50)는 그 길이를 따라 점점 가늘어 질 수 있다.

카테테르(40)를 유방 유관에 삽입하는 과정 동안에, 유관구는 숙련자 또는 보조자에 의해 유두 표면 상에 정위되고, 제 1

삽입기(50)는 유관구를 통해 유방 유관으로 진행한다. 삽입기(50)는 기다란 가요성 유도 와이어, 보다 짧은 확장기 또는 기

타 상기 언급된 임의의 삽입기일 수 있다. 삽입기(50)가 유방 유관내에 정위되기 전 또는 후, 매니폴드 허브(20) 및 카테테

르(40)는 제 1 또는 제 2 삽입기(50)를 수용할 수 있다.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은 수용된 삽입

기(50)에 대해 록킹되어 매니폴드 허브(20)의 원위 단부에서 유체 기밀 시일을 형성하여, 카테테르(40)가 유방 유관에 삽

입되는 동안에 유체가 매니폴드 허브(20)에서 삽입기(50) 주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참조 도 9, 10, 12 및 13).

카테테르(40)가 의도한 대로 유방 유관내에 정위되면,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은 개방되고, 삽입기(50)는 제거된다(참

조 도 11 및 14). 이후,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은 다시 폐쇄되어 매니폴드 허브(20)를 실링할 수 있다. 이후, 유체는, 카

테테르(40)를 통해 유방 유관으로 주입 동안에 저항이 나타날 때까지 매니포드 허브(20)로 유입된다. 이 시점에서 유방 유

관이 충전되는 것이다. 이후, 주입 튜브, 예를 들어 튜브(34)는 폐쇄되어, 유체가 예정된 시간 동안 유방 유관에 잔류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정된 시간 동안, 유방은 마사지되고 압착되어 세척액과 유관액의 혼합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유체

가 유방 유관에서 유출되어 매니폴드 허브(20)에 유입되게 할 수 있다. 수거 튜브, 예를 들어 튜브(36)는 개방되고, 유방은

압착되어 유체가 카테테르(40)을 통해 전진하여 매니폴드 허브(20)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탁한 회수액이

매니폴드 허브(20)(이는 투명하거나 투명 윈도우를 포함할 수 있다)에 나타나면, 주입 튜브(34)가 개방되고, 유체가 매니

폴드 허브(20)에 주입되어 매니폴드 허브(20)에 모아진 유관액 샘플을 수거 튜브(36) 및 대기 수거 리셉터클에 밀어 줄 수

있다. 다르게는, 추가로 가능하게는, 흡인 압력이 매니폴드 허브(20)내 및 수거 튜브(36)에 인가되어 매니폴드 허브(20)내

잔류하는 임의의 유체를 수거 리셉터클에 흡인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또 다른 유체를 유방 유관에 주입한 후에, 또는

유방 유관내로부터의 주입된 유체 및 세포 물질의 회수 및 수거를 조장하기 위한 또 다른 압착 과정에 의해 반복된다.

일 구체예에서, 세척 방법은 표준 또는 전통적인 누운(얼굴을 위로 하여) 자세보다는 세척 절차 동안에 환자를 사실상 똑바

로 착석시키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르게는, 환자는 유두 및 유방이 아래로 위치하고 얼굴을 아래로 하는 엎드린 자세에

서 세척될 수 있다. 엎드려 얼굴을 아래로 하는 자세는 중력의 이점을 가질 수 있어, 유출 포트가 개방되는 경우의 절차 동

안에 유방 유관이 수거 리셉터클로 배수되게 한다. 따라서,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세척 절차는 유출 루멘이 폐쇄되는 동

안에 개방된 유입 루멘을 통해 세척액을 유방 유관에 주입하고; 유방 유관이 충전되는 경우 유입 루멘을 폐쇄하고; 유방 유

관을 압착하거나 마사지하거나, 압착과 마사지를 모두 하고, 유출 루멘을 개방시켜 세척액을 수거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

다.

수거된 세포는 관상 상피 세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수거된 유관액은 분자 물질 및 세포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유관액 중

의 관상 상피 세포 및/또는 분자 및 세포 물질의 분석은 하기 논의되는 이러한 수거된 물질의 가능한 진단 방법에 따라 진

행할 수 있다. 수거된 세포 및 유체 및 유체 성분이 분석될 수 있다. 관상 세포를 포함하는 세척액은 진단 목적을 위해 분석

될 수 있다. 진단에 바람직할 수 있는 유액 관내 상태는 암 또는 암전 상태를 포함한다. 전암 상태는 비정형관증식(ADH)

또는 저급 관상피내암(LG-DCIS)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진단제는 섬유성, 낭포성 또는 수유와 관련된 병태를 포함하는

그 밖의 유방 유관련 병태의 진단능을 가질 수 있다. 진단제는 유관액과 (세척 과정에서 또는 유관액이 수거된 후에) 혼합

될 수 있다.

유관을 세척하기 위해 유관 내로 유입되는 유체는 공지되어 있는 생체적합성 유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세척액은 염

수, 인산염 완충 염수, 비흡수성 유체, 등장액, 삼투액, 저장액(hypotonic solution), 및 고장액(hypertonic solution)을 포

함할 수 있다. 이러한 세척액은, 예를 들어, 염수, 인산염 완충 염수, 비흡수성 유체, 등장액, 삼투액, 저장액, 고장액, 단백

질, 콜로이드, 당, 중합체, 만니톨, 소르비톨, 글루코스, 글리세롤, 수크로스, 라피노스, 프룩토스, 락툴로스, 염화나트륨, 폴

리에틸렌글리콜(PEG), 말토덱스트린, 덱스트란(예를 들어, 덱스트란 70), 히드록시에틸 전분, 유체 젤라틴, 합성 콜로이

드, 항체, 결합 단백질, 또는 알부민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진단제 또는 치료제는 매니폴드 허브(20) 및 카테테르(40)를 통해 유방 유관으로 유입될 수 있다.

유방 유관으로 주입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는 비흡수성 유체 및/또는 콜로이드 삼투압 제 및/또는 삼투압 제를 포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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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제는 가용성일 수 있다. 이러한 제는 단백질, 콜로이드, 당 또는 중합체인 분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제는,

만니톨, 소르비톨, 글루코스, 글리세롤, 수크로스, 라피노스, 플룩토스, 락툴로스, 염화나트륨, 폴리에틸렌글리콜(PEG), 말

토덱스트린, 덱스트란(예를 들어, 덱스트란 70), 히드록시에틸 전분, 유체 젤라틴, 또는 합성 콜로이드일 수 있다. 이러한

제는 단백질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단백질은 결합 단백질 또는 항체일 수 있다. 결합 단백질은 알부민일 수 있다. 투여는 국

소 투여를 포함할 수 있으며, 국소 투여는 관내 투여를 포함할 수 있다. 유방의 유관으로부터 수거할 수 있는 유체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표준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은 비흡수성 유체 및/또는 삼투압제 및/또는 콜로이드 삼투압제를 관상 루멘으로

주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이러한 제를 관상 루멘에 전달하기 위한 의료 기구 및 이의 사용 설명서를 포함할 수 있다.

상세한 설명, 청구의 범위 및 도면을 포함하는 명세서로부터 하나 이상의 부재를 다양한 조합 또는 하위 조합으로 병합한

임의의 수의 대안적인 조합이 본 발명을 정의하기 위해 존재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비추어 당해 기술자들에게, 본 발명의

양태의 교체 조합이 단독으로, 또는 본원에 정의된 하나 이상의 부재와 조합하여 본 발명의 변형 또는 변경으로서, 또는 본

발명의 일부로서 사용될 수 있음은 자명할 것이다. 본원에 포함되는 본 발명의 서술된 상세한 설명은 이러한 모든 변형 및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도될 수 있다.

비축(off-axis) 팁을 갖는 유관 세척 카테테르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일면은 상이한 관상 팁 구조를 갖는 카테테르를 포함하는 관상내 접근 및 탐사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

이다.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르면, 유방 유관내 정위되도록 사이징된 기다란 부재가 제공된다. 기다란 부재는 기다란 부재의 길이

를 따라 연장되는 기다란 내부 루멘 및 삽입기를 수용하기 위한 기다란 부재의 길이의 적어도 일부를 따라 연장된 기다란

내부 통로를 포함한다. 기다란 부재는 내부 루멘내에 정위되어 연장되는 중심 세로축을 포함한다. 기다란 내부 통로는 상

기 중심 세로축으로부터 이격되어 오프셋되는 중앙에 위치한 세로축을 포함하며, 기다란 부재는 내부 루멘의 원위 단부를

지나고, 상기 세로축을 따라 연장되는 기다란 원위팁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서는, 유방 유관에 접근하고, 유방 유관내로부터 생물학적 물질을 수거하기 위한 관상 접근 장치

가 제공된다. 관상 접근 장치는 유방 유관내 정위되도록 사이징된 외경을 갖는 기다란 부재, 및 유방 유관내로 유체를 주입

하고, 유방 유관으로부터 유체를 수거하기 위한 내부 루멘을 포함한다. 기다란 부재는 내부 루멘을 통해 연장되는 중심축,

및 비축 형태를 규정하는, 상기 중심축에 평행한 상이한 축을 포함한다. 기다란 원위 팁은 내부 루멘의 원위 단부를 지나,

상이한 축을 따라 연장된다. 연장된 원위팁은 유방 유관내 탐사를 위한 폐쇄된 원위 단부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서는, 유방 유관에 접근하고, 유방 유관내로부터 생물학적 물질을 수거하기 위한 관상 접근 시스

템이 제공된다. 관상 접근 시스템은 유방 유관내 정위되도록 사이징된 외경을 갖는 캐뉼라(cannular) 및 유방 유관으로 유

체를 주입하고 유방 유관내로부터 유체를 수거하기 위한 내부 루멘을 포함한다. 캐뉼라는 내부 루멘을 통해 연장된 중심축

및 비축 배열을 규정하도록 상기 제 1축에 평행한 제 2 축을 구비한다. 연장된 원위 부재는 제 2축을 따라 내부 루멘의 원

위 단부를 지나 연장된다. 연장된 원위 부재는 기다란 삽입기를 활주가능하게 또는 제거가능하게 수용하도록 사이징된 내

부 통로를 포함한다. 다중포트 허브 몸체가 내부 루멘의 근위 단부에 부착되고, 유방 유관으로 유체를 주입하고, 유방 유관

으로부터 유체를 회수하기 위해 캐뉼라의 내부 루멘과 작동적으로 소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서는, 관상 접근 장치를 사용하여 사람의 유관으로부터 세포 물질을 수득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러한 방법은 기다란 원위 부재의 내부 통로로 도관형 삽입기를 삽입하여 복합 삽입 부재를 형성하는 단계; 복합 삽입 부

재를 유방 유관의 유관구에 삽입시키는 단계, 및 내부 루멘을 유방 유관으로 진행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상기 양태 및 그 밖의 일면, 특징 및 이점은, 예시로서 포함되는 것이지 청구되는 발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하기 상세한 설명의 예시적인 구체예와 첨부되는 도면으로부터 용이하게 알 수 있을 것이며,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5는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제 1 관상 접근 장치의 개략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카테테르의 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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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카테테르의 부분적인 측면 개략도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제거가능한 팁을 갖는 카테테르의 측면 개략도이다.

도 19는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제 2 관상 접근 장치의 개략도이다.

도 20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내부 구조 및 성분을 도시하는, 중심을 따라 취해진 도 19에 도시된 카테테르

의 단면도이다.

도 21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카테테르의 투시도이다.

도 22는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내부 구조 및 성분을 도시하는, 중심축을 따라 취해진 도 21에 도시된 카테테

르의 단면도이다.

도 22a는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카테테르의 또 다른 구체예를 도시한 도 22와 유사한 단면도이다.

도 23a-23c는 도 16의 카테테르로 유방 유관에 접근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4a-24c는 도 21의 카테테르로 유방 유관에 접근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5는 본 발명의 일면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유도 와이어 및 삽입기에 대한 예시적인 파라미터 값 및 물질을 예시하고

있는 표이다.

도 26은 본 발명의 일면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유도 와이어 및 삽입기에 대한 예시적인 파라미터 값 및 물질을 예시하고

있는 표이다.

도 27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카테테르의 부분적인 측면 개략도이다.

예시적 구체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도 15-17은 유방 유관과 같은 인체 개구에 접근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접근 장치(10)의 바람직한 구체예를 도시한 것이다.

접근 장치(10)는 카테테르(12)의 길이로 연장되는 중심에 위치하는 단일 루멘(16)과 함께 원위 단부(14), 및 예정된 거리

로 원위 단부(14)을 지나 연장되는 기다란 원위팁부(17)를 갖는 카테테르(12)를 포함한다. 원위팁부(17)의 중심축(21)은

단일 루멘(16)의 중심축(19)에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연장되고, 카테테르의 벽내에 위치한다. 이러한 예시적 형태에서, 원

위팁부(17)는 루멘(16)의 중심축(19)으로부터 "비축" 또는 "비중심(off-center)"에 정위된다. 원위팁부(17)의 비축 형태는

유리하게는 유방 유관내 및 유방 유관으로부터 최대 유량에 대해 개방된 카테테르의 내경을 유지시킨다. 추가로, 비축 형

태는, 카테테르 및 루멘의 방향으로 존재하면서 의미있는 샘플의 회수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유체 및 수거된 샘플의

도입 또는 제거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흐름을 개선시킨다. 원위팁부(17)의 기다란 형태는, 유체 주입을 방해

하지 않거나 유관액 샘플 수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가이드로서 작용한다. 또한, 원위팁부(17)는 유관구에서 카

테테르(12)를 용이하게 삽입되게 한다. 일 형태에서, 원위팁부(17)는 특성상 가요성이여서 카테테르가 사람 유방 유관의

비틀리고/거나 구부러진 형태를 통과하도록 한다. 추가로, 원위팁부(17)는 카테테르 삽입시 동반되는 통증을 감소시키도

록 유관구를 팽창시킨다.

카테테르(12)는 유관구를 통해 원위 단부(14)가 삽입되게 하고, 사람 유방의 관상 골격근의 원위에 원위 단부가 정위되게

하는 치수를 갖는다. 일 형태에서, 카테테르(12)는 유방의 유관구를 캐뉼레이팅(cannulating)하도록 최대 외경이 약 0.039

인치이다. 그러나, 다른 치수도 외경으로 가능하다(예를 들어, 약 0.025 내지 0.039인치). 내경이 약 0.025인치인 단일 루

멘(16)이 유방 유관에 접근하며, 단일 루멘(16)을 통해 유체가 주입되고, 단일 루멘(16)으로부터 관상 상피 세포를 포함하

는 유관액 샘플이 수거되거나, 관으로부터 유출된다. 원위팁부(17)는 유관구를 통해 삽입되게 하는 치수를 가져서 카테테

르(12)를 유방 유관으로 유도한다. 일 예시적 형태에서, 원위팁부(17)는 카테테르(12)보다 작은 직경을 가져 유방 유관으

로의 삽입이 용이하게 된다. 원위팁부(17)는 직경이 약 0.010인치일 수 있으나, 다른 치수(예를 들어, 0.008 내지 0.012인

치)도 가능하다. 또 다른 형태에서, 원위팁부(17)는 가요성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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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 및 17과 관련하면, 원위팁부(17)는 루멘(16)의 원위단부(14)(즉, 원위팁부(17)의 근위 단부)에서 최대가 되고, 이로

부터 연장되는 원위단부(18)에서 최소가 되는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사용시, 원위팁부(17)의 테이퍼

(taper) 및 가요성은 관내 이동을 위해 카테테르를 가이드한다. 도 17에 도시된 바와같이, 원위팁부(17)와 카테테르(12)

간의 전이는 빗면(23)을 포함한다. 이러한 빗면(23)은 원위팁부(17)와 카테테르(12) 간에 매끄러원 전이를 제공하여 원위

팁부(17)가 유방 유관으로 삽입된 후 카테테르(12)의 관상 구로의 도입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원위팁부(17)는 제 위치

에서 관구를 보유하여 카테테르(12)가 비교적 용이하게 유입된다. 당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인지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빗면(23)은 카테테르(12)의 원위단부(14)에 의해 투과되어 점점 개방되는 조직 상의 응력 수준을 감소시킨다. 전통적인 카

테테르와 대조적으로, 환자의 불쾌감은 본 발명의 접근 장치(10)에 의해 크게 감소된다. 원위팁부(17)의 단부 및 원위 단부

에서 카테테르의 엣지는 비외상적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비외상적 일 형태에서, 엣지 및 단부(18)는 유관을 천공하거나

다르게는 손상시킬 수 있는 표면을 제거하고 마찰을 감소시키도록 라운딩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는 비비외상적 설계에

반하여 조직에 대한 국소화된 외상을 감소시킨다.

도 15와 관련하면, 다중포트 허브(22)가 카테테르(12)의 근위 단부(15)에 커플링된다. 바람직한 형태에서, 다중포트 허브

(22)는 투명한 물질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세척 절차 동안에 유방 유관에, 그리고 유방 유관으로부터의 흐름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형태에서, 상기 허브(22)는 카테테르(12)의 삽입 후, 유두 상의 토오크를 감소시키도록 로우 프로파일을 갖

는다. 이는 조직의 압박으로 인한 유관액을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공지된 유두 상의 과잉 생성 토오크를 극복한다. 따라

서, 관상 세포 물질의 수거가 개선된다.

상기 허브(22)는 유체가 허브(22)를 통해 루멘(16)으로 주입되는 주입 튜브(24) 및 유체가 루멘(16)으로부터 허브(22)를

통해 수거되는 수거 튜브(26)를 포함하는 튜빙 셋(25)에 부착된다. 주입 튜브(24) 및 수거 튜브(26)는 유체를 흐르게 하는

종래의 방식으로 허브(22)에 부착된다. 일 형태에서, 주입 튜브(24) 및 수거 튜브(26)는 반투명하며, 허브(22) 상의 포트와

짝을 이루는 원위 단부에 표준 루어 커넥션(luer connection)을 가지며, 유체를 수용한다. 또한, 튜브(24, 26)의 근위 단부

는 숙련자 또는 보조자가 표준 수 루어(male luer)를 갖는 적합한 주사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유관액을 처리하는 표준 루어

커넥션을 포함한다. 경우에 따라, 튜브(24, 26)는 유입 및 유출 통로, 예를 들어 주입 또는 수거 기능을 표시하도록 표지될

수 있다.

또 다른 형태에서, 임의의 핀치 클램프 또는 그 밖의 흐름 제어 장치(미도시됨)가 유출 튜브인, 수거 튜브(26) 상에 배치될

수 있다. 사용시, 클램프는 수거 튜브(24)를 폐쇄시켜 캐뉼레이팅된 유방 유관으로의 유체 주입 동안에 튜빙으로부터의 누

액을 억제한다. 일 형태에서, 허브(22)는 관상 세척 절차 동안에 사용자가 쥐게 되는 인체공학적 핸들(27)을 포함한다. 허

브(22) 및 카테테르(12)에 사용되는 유체는 사실상 관상 세척 절차를 위한 임의의 적합한 유체일 수 있다. 허브(22)에 사용

될 수 있는 관상 세척액의 예로는, 염수, 인산염 완충 염수, 비흡수성 유체, 등장액, 삼투액, 저장액, 및 고장액이 포함되나,

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합한 치료액이 본원에 기술된 관상 접근 장치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다르게는, 이

러한 유체는 진단제 및/또는 치료제를 지닌 진단액 또는 치료액을 포함할 수 있다.

도 19 및 20에 도시된 또 다른 형태에서, 본 발명의 관상 접근 시스템(100)은 카테테르(112)의 길이를 따라 연장되는 중앙

에 위치한 단일 루멘(116)과 함께 원위 단부(114)를 갖는 카테테르(112)를 포함한다. 카테테르(112)는 도관형 삽입기

(118)를 그 안에 활주가능하게 수용하는 데 적합한 도관형 삽입기 통로(120)를 포함한다. 통로(12)의 장축(121)은 오프셋

되나 사실상 루멘(116)의 장축(119)에 평행하다. 용이한 설명을 위해, 본원에서 사용되는 "삽입기"는 카테테르의 통로 내

에서 삽입되거나, 또는 유관구로 삽입될 수 있는 유도 와이어, 확장기, 탐침 또는 이들의 일부로 정의된다. 도관형 삽입기

(118)는 유방 유관내 카테테르(112)의 관내 이동을 개선시키고, 관벽의 천공 및 유방 유관의 파손 위험을 감소시키도록 팁

부(117)의 길이를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도관형 삽입기(118)을 통로(120)의 축(121)으로 제거가능하게 삽입시키므

로써, 사용자는 특정 환자를 위한 바람직한 강성을 갖는 삽입기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로, 이는 숙련자 또는 보조자가 삽

입기(118)의 가요성 및 강성을 변경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강성 및 가요성은 물질 특성 및/또는 단면 형태의 함수일 수 있

다. 가요성과 관련된 물질 특성의 일례는 탄성율이다. 또 다른 예에서, 삽입기(118)의 단면 형태는 원형, 타원형, 계란형 또

는 하나 이상의 방향으로 예정된 강성을 부여하는 다른 형태일 수 있다. 당업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가 삽입기(118)의

단면 계수(section modulus)와 관련있음을 인지할 것이다. 따라서, 삽입기 통로(120)가 실질적으로 삽입기(118)의 단면

형태에 따라 임의의 적합한 단면 형태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도관형 삽입기(118)는 유방 유관에 유입되는 원위 단부(122)를 포함한다. 도관형 삽입기(118)의 대립되는 근위 단부

(124)는 핸들(126)을 포함한다. 핸들(126)은 사용자가 삽입기를 쥐고 조작하여 유방 유관 구조에 접근하고 탐침하도록 하

므로써 작용을 용이하게 한다. 관상 접근 장치(100)는 도 15에 도시된 허브(22)와 유사한 형태 및 구성 요소를 갖는 허브

(22)를 포함한다. 허브(22)에서, 삽입기 통로(120)는 삽입기(118)가 삽입될 수 있도록 연장된다. 상기 통로는 허브(22)의

외측을 통해 연장되는 튜브이거나, 이러한 튜브는 허브의 외면 상에 정위될 수 있다. 삽입기(118)의 조절가능한 팁부(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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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관형 삽입기(118)의 원위 단부(122)로부터 카테테르(112)의 원위 단부(114)로 정의된다. 이러한 형태에서, 팁부

(117)의 길이는 유방 유관에 접근하고 횡단하도록 사용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조절가능하다. 일면에서, 도관형 삽입기

(118)는 통로(120) 및 유방 유관에 용이하게 삽입되는 유도 와이어로서 구체화될 수 있다. 도 20에 도시된 일 형태에서, 삽

입기 통로(120)의 중심축(121)은 단일 루멘(116)의 중심축(119)에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연장된다. 상기 논의된 바와 같

이, 이러한 예시적 형태에서, 삽입기 통로(120)는 루멘(116)의 중심축(119)로부터 "비축" 또는 "비중심"으로 배치된다. 따

라서, 카테테르(112)의 비축 형태를 갖는 도관형 삽입기(118)는 관상 접근 장치(10)와 유사한 이점을 제공한다.

본원에서 기술된 삽입기는 적합한 단면 형태 및 의료용의 여러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 및 물질은 관내 이동을

위해 바람직한 강성 및 가요성을 부여할 수 있다. 삽입기(118)에 대한 또 다른 물질로는 스테인레스강 와이어; FEP;

PTFE; PEEK; 및 PVDF 및 PEBAX가 포함되나, 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적합한 물질도 사용될 수 있

다. 특정 치수값의 삽입기가 도 24에 도시되어 있으나, 예시일 뿐이다. 삽입기 및/또는 카테테르의 대안적 코팅에는, 하이

드로머 코팅; STS SLIP-COAT; MDS; 실리콘 건조; 실리콘 윤활제; PTFE 코팅이 포함되나, 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코팅 및 도포의 특정 두께는 당업자들에 의해 용이하게 결정될 수 있다.

삽입기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조될 수 있으며, 유방 유관을 유연하게 탐침하고 접근하기 위한 점점 가늘어 지는 팁

및/또는 비외상적 팁을 가질 수 있다. 일례에서, 삽입기는 초탄성 또는 형상 기억 물질로 구성될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되

는 용어 "초탄성 형상 기억 물질"은 응력 유도된 상변화를 가지거나 오스테나이트(austenite)에서 마르텐사이트

(martensite)가 온화하며, 응력 해제시 물질이 원래의 상 및 형태로 되돌아 가는 금속 합금류를 말한다. 오스테나이트 및

마르테사이트와 관련한 초탄성 형상 기억 물질의 물질 구조는 야금학 기술자들에게 널리 공지되어 있다. NiTi 물질 또는

NiTi 합금이 삽입기용 합금 물질로서 사용될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NiTi 초탄성 형상 기억 물질은 중량으로 측정하

여 거의 동일 혼합물을 갖는 니켈과 티탄의 금속간 화합물인 합금을 말한다. NiTi 초탄성 형상 기억 물질의 조성은 일반적

으로 티탄보다 니켈을 비율이 보다 크다. 예컨대, 니켈이 51 내지 56%, 바람직하게는 54 내지 55%이다. 니켈 및 티탄의 특

정 비율은 당업자들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삽입기가 반드시 형상 기억 특성을 갖는 물질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 또한, 삽입기는 금속 와이어와 같은 강성 물질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가요성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구체예에서, 조합형 삽입기는 가요성, 내구성 및 생체적합성

을 고려하여 니티놀(Nitinol)로 형성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삽입기는 상이한 강성을 갖는 동일 물질 또는 다중 물

질로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삽입기는 동일 삽입기의 인접 단면에 비해 보다 가요성인 단면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예

를 들어, 삽입기는 관상 루멘내에서 삽입기를 가이드하기 위해 제 1의 강성부 및 삽입기가 도입되는 관상 루멘 또는 루멘

지류의 형태에 일치하게 하는 제 2의 가요성부를 가질 수 있다. 상기 논의된 임의의 구체예에서, 삽입기는 도관형 삽입기

의 삽입 및 진행 동안에 유방 유관과 삽입기 간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유체 또는 무수 윤활물질로 코팅될 수 있다.

도 21 및 22는 카테테르 몸체의 길이를 횡단하는 중앙(축(219)에 대해) 배치된 단일 루멘(216)과 함께 원위 단부(214)를

갖는 본 발명의 카테테르 몸체(212)의 또 다른 형태를 도시한 것이다. 비축 형태에서, 기다란 가요성 팁(217)은 축(221)을

따라 원위 단부(214)를 지나 연장된다. 팁(217)은 제거가능한 삽입기(218)를 수용하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특징은 팁

(217) 및 카테테르 몸체(212)가 삽입기(218)를 활주가능하게 수용하기에 적합한 내부 통로(220)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달

성된다. 상기 통로(220)는 팁(217)에서 관형일 수 있으며, 카테테르 몸체(212)의 벽에 정위된다. 통로(220)는 유방 유관에

유입되는 개시부에 존재하는 폐쇄된 근위 단부(122)를 갖는다. 통로(220)는 근위 단부(211)에서는 개방되어 있다. 폐쇄된

단부 특징은 숙련자 또는 사용자가 유방 유관의 캐뉼레이션(cannulation) 동안에 팁(217)의 가요성을 조절하여 통로(220)

에 유체가 유입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또한, 폐쇄된 단부 특징은 삽입기(218)가 제거되게 하고, 카테테르(212)가 유방 유관

내에 정위되는 경우에는 다른 삽입기가 삽입되게 한다. 따라서, 삽입기(218)는 팁(217)에서 제거되거나 삽입되어 팁(217)

의 가요성을 선택적으로 조절한다. 이는 사용자가 유방 유관으로 삽입하기 위해 보다 강성인 가요성 팁이 되게 하는 삽입

기(218)를 삽입할 수 있게 하거나, 보다 가요성인 팁이 되게 하는 탐침을 제거하여 팁이 꼬인 관상 형태를 횡단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형태에서, 통로(220)는 루멘(216)의 길이로 연장되고, 이에 평행하다. 유리하게는, 본 발명의 일면에서는 유

방 유관의 캐뉼레이션을 크게 보조하는 팁 가요성의 변화를 선택하게 한다. 가요성 팁(217)의 물질 및 두께는 삽입기(218)

의 굴곡성 특성와 결부하여 바람직한 강성을 달성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폐쇄된 원위 단부(222)는 관상 조직과 팁(217)

간의 마찰을 감소시키고, 관상 단부(222)는 관을 천공하지 않도록 라운딩된다.

도 22a는 통로(320)이 카테테르 몸체(312)의 벽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위팁(317)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카테테르 몸체

(212)와 유사한 형태를 갖는 또 다른 카테테르 몸체(312)를 도시한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삽입기(218)를 루멘(316)을 통

해 통로(320)의 근위 단부(311)로 삽입가능하게 한다. 가요성의 기다란 원위팁(317)은 카테테르 몸체(312)의 원위 단부

(314)로 연장되는 폐쇄된 원위 단부(322)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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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 및 22a에 도시된 구체예의 예에서, 카테테르(212, 312)에는 상이한 강성 특징 또는 특성을 갖는 다수의 삽입기가 제

공될 수 있다. 삽입기는 접근되는 관의 부분에 따라 제공된다. 삽입기는 관상 골격근을 지나 원위팁(217, 317)을 삽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삽입기는 유방 유관의 바람직한 지류에 유입되도록 제공될 수 있다. 또 다른 삽입기는, 경우에

따라 지류의 마지막 부분에 도입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숙련자가 관의 상이한 부분에 의해 제공되는 요건에 부합하

도록 팁(217, 317)의 강성을 설계할 수 있게 한다.

삽입기는 다른 삽입기에 대해 특정 강성을 제공하는 강성값으로 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숙련자는 관상 구를 통과하기

위해 강성이 되도록 설계되는 2의 강성값을 갖는 삽입기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삽입기는 2의 값보다 덜 강성일 수 있

는 4의 강성값이 제공될 수 있다. 또 다른 삽입기는 4의 값보다 덜 강성일 수 있는 8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숙련자는 통로(220, 320)내에 삽입되는 강성 삽입에 의해 유방 유관으로 접근할 수 있다. 숙련자는 유방 유관내 카테테르

(212, 312)를 머무르게 하면서 강성 삽입기를 제거하고, 유방 유관내에서 또 다른 삽입기를 계속 진행시킬 수 있다. 따라

서, 숙련자는 유방 유관에 접근되면 카테테르를 제거하지 않고 카테테르(212, 312)를 유방에 삽입시킬 수 있다. 유리하게

는, 카테테르(212, 312)는, 단계가 통상적인 절차에 비해 없어지거나 실질적으로 감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확장기의 사

용이 현저히 감소되기 때문에 숙련자가 관상 접근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추가로, 유방에 가해지는

외상적 이동이 덜하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감이 증가한다.

도 18에 도시된 또 다른 형태에서, 카테테르(412)는 카테테르의 길이로 연장되는 중심축(419)에 대해 배치된 단일 루멘

(416)을 갖는 원위 단부(414) 및 원위 단부(414)를 지나 연장되는 기다란 원위팁부(417)를 구비한다. 카테테르(412)는 빗

면을 가지며 원위팁부(417)는 탐침부로서 형성되는 확장성 삽입기(418)를 포함한다. 탐침부(418)은 루멘(416)의 전이부

(425)의 원위 개구(423)로부터 연장되는 원위단부(422)를 포함한다. 전이부(425)는 탐침을 수용하도록 구성된 통로를 포

함하여 원위단부(422)가 개구(423)에서 나가도록 한다. 탐침부(418)는 가요성 금속, 플라스틱 물질 또는 상기 기술된 그

밖의 물질로 제조될 수 있다. 탐침부(418)는 제 위치에 고정되어 가요성 팁으로서 작용할 수 있거나, 카테테르가 유방 유관

으로 삽입된 후 제거될 수 있다. 탐침부(418)는 분리되어 보다 짧은 탐침부로 교체되어 팁의 길이를 단축시킬 수 있다. 다

르게는, 탐침부(418)는 길이가 더 길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팁 길이는 특정 관의 형태를 수용하도록 조절될 수 있다.

도 27은 카테테르 몸체의 길이를 횡단하는 중앙에(축(519)에 대해) 배치된 단일 루멘(516)과 함께 원위 단부(514)를 갖는

본 발명의 카테테르 몸체(512)의 또 다른 형태를 도시한 것이다. 비축 형태에서, 기다란 팁(517)은 축(521)을 따라 원위

단부(514)를 지나 연장된다. 기다란 팁(517)은 각각이 유방 유관의 각 부분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가요성 또는 이에 부족

한 가요성에 상응하는, 상이한 굴곡의 별개의 영역을 갖는 다중굴곡 형태일 수 있다. 이러한 다중굴곡 영역 형태는 숙련자

가 유방에 접근하기 위한 단계를 감소시키고/거나 환자의 안도감을 증가시키도록 관의 접근을 맞추는데 사용된다. 예시적

일례로서, 기다란 팁(517)은 세개의 굴곡(flex) 영역을 가져 유방 유관 접근을 수용한다. 제 1 굴곡 영역(540)은 원위 단부

로부터 기다란 팁의 길이를 따라 제 1 중간 위치(542)로 연장될 수 있다. 제 1 굴곡 영역(540)은 유방 유관내로 유입되기

위해 실질적으로 강성이어서 유관구에서의 조직에 의한 저항력을 극복한다. 인접하는 제 2 굴곡 영역(544)은 기다란 팁

(517)의 길이를 따라 제 1 중간 위치(542)로부터 떨어져 또 다른 중간 위치로 연장될 수 있다. 제 2 굴곡 영역(544)은 기다

란 팁(517)이 유방 유관 형태를 횡단하도록 제 1 굴곡 영역(540)보다 덜 강성일 수 있다. 제 3 굴곡 영역(548)은 제 2 굴곡

영역(544)에 인접하여 구비될 수 있다. 제 3 굴곡 영역(548)은 제 2 굴곡 영역보다 가요성일 수 있다. 특정 예에서, 제 1 굴

곡 영역의 치수는 원위 단부로 3cm일 수 있고, 제 2 굴곡 영역은 4 내지 8cm 길이일 수 있으며, 제 3 굴곡 영역은 자체로

길이가 2 내지 3cm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영역의 길이는 숙련자에 의해 목적하는 하는 바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도 23a-23c는 도 16의 카테테르(12)에 의해 유방 유관에 접근하는 방법을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23a와 관련하면, 카테테

르(12)는 관상 구에 삽입되도록 준비된 것이며, 카테테르의 원위 단부는 관세척, 진단물질의 도입 및/또는 치료물질의 도

입 동안에 관상 골격근을 지나 관내에 정위될 것이다. 도 2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테테르의 원위 단부(14)는 관의 외측

에 존재한다. 이러한 카테테르는 가요성 원위팁(17)을 가져 유관구로의 카테테르(12)의 삽입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가요

성 원위팁(17)은 관내 형태에 따라 관에 삽입되어 관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도 2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위단부(14)가 관

에 삽입된다. 원위팁(17)은 계속해서 관내 형태를 따라 진행하여 이를 통해 카테테르(12)를 가이드한다. 추가로, 카테테르

(12)는 주입 및 수거에 대해 관이 강화되도록 원위팁(17)보다 강성이다. 카테테르(12)가 도 23a-23c를 참조로 기술되었으

나, 다른 카테테르(112, 212, 312, 412, 및 512)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 24a-24c는 도 21의 카테테르 몸체(212)로 유방 유관에 접근하는 방법을 예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24a를 살펴보면, 카

테테르 몸체(212)가 유관구에 도입되도록 준비된다. 숙련자는 바람직한 가요성 또는 강성의 삽입기(218)를 선택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상이한 강성의 삽입기(218)가, 원위팁(217)이 유방 유관내로 삽입되는 동안 바람직한 팁 특성으로 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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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삽입될 수 있다. 이러한 배열은 유방 유관에 접근하기 위한 복합 삽입 부재를 형성한다. 바람직한 팁 특성은 강성

및 가요성에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물질의 특성 또는 단면 형태의 함수가 될 수 있다. 당업자들은, 복합 삽입 부재가

단면 계수를 변화시키도록 다양한 형태 및 물질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할 것이다.

특히, 팁(217)은 유관구를 통과하도록 선택적으로 강성으로 제조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에서, 카테테르(212) 및 원위팁

(217)의 길이는 비교적 강성이다. 도 24b에서, 강성이거나 다소 강성인 삽입기(218)는, 카테테르(212)가 관내 삽입되는

동안에 원위팁(217)으로부터 제거된다. 이러한 제거된 형태에서, 카테테르(212)는 관내 형태를 통해 휘거나 구부러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덜 강성인 삽입기(218)이 원위팁(217)에 삽입될 수 있다. 삽입기(218)가 존재하거나 부재하거나 간에,

카테테르(212)는 관내로 더욱 진행한다. 도 24c에서와 같이, 관내 목적하는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강성이거나 다소 강성

인 삽입기(218)이 삽입되어 카테테르(212)로 진행하여 주입 및 수거를 위해 관을 강화시킬 수 있다. 형상 기억 구체예에

서, 삽입기(218)의 강성 또는 가요성은 카테테르(212)로부터 제거되지 않고 자극의 부가 또는 자극의 제거에 반응하여 조

절될 수 있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원위팁(217)이 삽입기(218)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유관구에 삽입될 수 있는 것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적합한 강성을 갖는 삽입기가 카테테르(212)의 관내 도입 동안 또는 그 후에 원위팁(217)에 삽입될 수

있다. 카테테르(212)가 도 24a-24c를 참조로 하여 기술되었지만, 다른 카테테르(112, 312, 412 및 512)도 유사한 방식으

로 사용될 수 있다.

본원에 기술된 카테테르는 광범위한 범위의 적합한 의료용 물질로 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한 형태에서, 카테테르는 PTFE

로 이루어지고, 유방 유관내에 위치하는 동안에 장치 상의 마찰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STS 슬립코트로 코팅된다. PTFE 대

신, 카테테르의 대안 물질로는 폴리카르보네이트, 스테인레스강(300 계열), 폴리아미드, FEP, PEEK, 폴리에틸렌 및

PEBAX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치수값의 카테테르가 도 12에 도시되어 있으나, 이는 예시

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적합한 물질 및 치수값이 사용될 수 있다.

허브(22) 하우징은 폴리카르보네이트로부터 몰딩될 수 있다. 튜빙셋(25)은 폴리카르보네이트로 된 루어 커넥터와 함께

PVC로 제조될 수 있다. 튜빙셋은 실리콘, 저밀도 폴리에틸렌, PVC, 타이곤(tygon); 폴리프로필렌을 포함하는 여러 통상

적인 물질로 제조될 수 있으나, 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 제조 방법에 있어서,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카테테르는 압출 공정을 사용하여 구성될 수 있다. 공정 후, 카

테테르의 원위 단부는 몰딩 및/또는 절삭에 의해 형상화된다. 임의적인 빗면이 원위팁부와 카테테르 사이의 전이부를 제공

하도록 절삭될 수 있다. 카테테르의 엣지는 당업자들에 공지된 RF 팁핑 공정(RF tipping process)을 사용하여 라운딩될

수 있다. 카테테르는 바람직한 의료 등급 UV 접착제를 사용하여 허브에 결합될 수 있다. 이어서, 튜브도 마찬가지로 UV

접착제를 사용하여 허브로, 그리고 루어 커넥터로 결합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핀치 클램프가 유출 튜브 상에 배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루멘을 갖는 장치(12, 112, 212, 312, 412 및 512)와 같은 관상 접근 장치를 관에 삽입시키는 것

을 포함하여 인간 유방 유관으로부터 세포 물질을 수득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접근 장치의 내부 루멘을 통해 세척액

이 유관에 유입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서, 2ml 용적 이상의 세척액이 예정된 시간 동안 관내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이후

세척액의 적어도 일부는 접근 장치의 루멘을 통해 관으로부터 수거된다. 이러한 방법은 바람직하게는 세척액을 유입시킨

후 세척액의 일부를 수거하기 전 및/또는 동안에 유방 조직을 마사지하고 압착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한다. 관상 접근 장치

의 도입은 일반적으로 유방 유관내 관상 골력근에 원위치에 카테테르의 원위 단부를 정위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접

근 장치는 바람직하게는 관내로 연장되는 단일 루멘만을 포함한다. 예정된 시간은 1초 미만일 수 있으나, 보통은 1 초 내지

1 시간의 범위일 것이다.

따라서, 상세한 설명, 청구의 범위 및 도면을 포함하는 명세서로부터 하나 이상의 부재를 다양한 조합 또는 하위 조합으로

병합한 임의의 수의 대안적인 조합이 본 발명을 정의하기 위해 존재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비추어 당해 기술자들에게, 본

발명의 양태의 교체 조합이 단독으로, 또는 본원에 정의된 하나 이상의 부재와 조합하여 본 발명의 변형 또는 변경으로서,

또는 본 발명의 일부로서 사용될 수 있음은 자명할 것이다. 본원에 포함되는 본 발명의 서술된 상세한 설명은 이러한 모든

변형 및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도될 수 있다.

유관 세척 카테테르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양태는 다양한 원위 팁 형태를 지닌 카테테르 및 다양한 길이를 지닌 삽입기를 포함하는 관내 액세스(access)

및 네비게이션(navigation)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한 가지 양태에 따르면, 유방 도관내에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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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시키거나 제거시키기 위해 유방 도관내에 삽입되고 위치되는 장치가 제공되고, 이러한 장치는 매니폴드 중심의 내

부와 유체 연통하는 다수의 포트 개구를 포함하는 매니폴드 중심을 포함하고, 이러한 개구 중의 2개 이상은 한 쌍의 기다

란 채널 (이는 매니폴드 중심의 일부를 통해 연장되어 있음)과 카테테르 (이는 매니폴드 중심으로부터 연장되어 있음)와

유체 연통되고, 카테테르는 카테테르의 길이방향 축에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연장되어 있는 기다란 내부 관강을 포함하며,

이러한 관강은 매니폴드 중심과 유체 연통되고 도관형 삽입기를 활주식으로 수용하도록 적합된다. 삽입기는 카테테르의

원위 팁을 넘어서 약 0.250, 0.492 또는 0.984 인치 이상 연장되어 있을 수 있다. 카테테르의 원위 팁은 비외상 형태를 지

닐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서, 유방 도관 내에 물질을 도입시키거나 제거시키기 위해 유방 도관내에 삽입되고 위치되는 장

치가 제공되고, 이러한 장치는 매니폴드 중심의 내부와 유체 연통하는 다수의 포트 개구를 포함하는 매니폴드 중심을 포함

하고, 개구 중의 2개 이상은 한 쌍의 기다란 채널 (이는 매니폴드 중심의 일부를 통해 연장되어 있음), 카테테르 (이는 매니

폴드 중심으로부터 연장되어 있음) 및 덮개 (이는 중심 및 카테테르 둘 모두를 통해 내측에서 연장되어 있음)와 유체 연통

되고, 덮개의 길이방향 축에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연장되어 있는 기다란 내부 관강을 포함하고, 이러한 관강은 매니폴드

중심과 유체 연통되고 도관형 삽입기를 그 안에서 활주식으로 수용하도록 적합되며, 덮개는 카테테르의 원위 팁을 넘어서

연장되어 있다. 덮개의 원위 팁은 카테테르의 원위 팁을 넘어서 약 1.5mm, 6.0mm 또는 18.5mm 이상 연장되어 있을 수

있다. 카테테르의 원위 팁은 비외상 형태를 지닐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서, 매니폴드 중심의 내부와 유체 연통하는 다수의 포트 개구를 포함하는 매니폴드 중심을 포함

하는 도관 액세스로서, 이러한 개구 중의 2개 이상은 한 쌍의 기다란 채널 (이는 매니폴드 중심의 일부를 통해 연장되어 있

음)과 카테테르 (이는 매니폴드 중심으로부터 연장되어 있음)와 유체 연통되고, 카테테르는 카테테르의 길이방향 축에 실

질적으로 평행하게 연장되어 있는 기다란 내부 관강을 포함하며, 이러한 관강은 매니폴드 중심과 유체 연통되고 도관형 삽

입기를 활주식으로 수용하도록 적합되는 도관 액세스를 사용하여 인간 모유 도관으로부터 세포성 물질을 수득하는 방법으

로서, 삽입기를 유방 도관의 내부 통로내로 삽입시키는 단계 및 카테테르를 유방 도관내로 전진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

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서, 매니폴드 중심의 내부와 유체 연통하는 다수의 포트 개구를 포함하는 매니폴드 중심을 포함

하는 장치로서, 이러한 개구 중의 2개 이상은 한 쌍의 기다란 채널 (이는 매니폴드 중심의 일부를 통해 연장되어 있음), 카

테테르 (이는 매니폴드 중심으로부터 연장되어 있음) 및 덮개 (이는 중심 및 카테테르 둘 모두를 통해 내측에서 연장되어

있음)와 유체 연통되고, 덮개의 길이방향 축에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연장되어 있는 기다란 내부 관강을 포함하고, 이러한

관강은 매니폴드 중심과 유체 연통되고 도관형 삽입기를 그 안에서 활주식으로 수용하도록 적합되며, 덮개는 카테테르의

원위 팁을 넘어서 연장되어 있는 장치를 사용하여 인간 모유 도관으로부터 세포성 물질을 수득하는 방법으로서, 삽입기를

유방 도관의 내부 통로내로 삽입시키는 단계, 덮개를 유방 도관내로 전진시키는 단계 및 카테테르를 유방 도관내로 전진시

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상기 양태 및 그 밖의 양태, 특징 및 이점은 첨부된 도면과 함께 하기 예시적 구체예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쉽

게 명백해지고 충분히 이해될 것이지만, 이러한 예시적 구체예는 예로서 포함되는 것일 뿐이며, 청구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5는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제 1 관상 접근 장치의 개략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카테테르의 투시도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카테테르의 부분적인 측면 개략도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제거가능한 팁을 갖는 카테테르의 측면 개략도이다.

도 19는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제 2 관상 접근 장치의 개략도이다.

도 20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내부 구조 및 성분을 도시하는, 중심을 따라 취해진 도 19에 도시된 카테테르

의 단면도이다.

도 21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카테테르의 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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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는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내부 구조 및 성분을 도시하는, 중심축을 따라 취해진 도 21에 도시된 카테테

르의 단면도이다.

도 22a는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카테테르의 또 다른 구체예를 도시한 도 22와 유사한 단면도이다.

도 23a-23c는 도 16의 카테테르로 유방 유관에 접근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4a-24c는 도 21의 카테테르로 유방 유관에 접근하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5는 본 발명의 일면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유도 와이어 및 삽입기에 대한 예시적인 파라미터 값 및 물질을 예시하고

있는 표이다.

도 26은 본 발명의 일면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유도 와이어 및 삽입기에 대한 예시적인 파라미터 값 및 물질을 예시하고

있는 표이다.

도 27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카테테르의 부분적인 측면 개략도이다.

도 28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또 다른 유관 액세스 장치의 개략도이다.

도 29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또 다른 유관 액세스 장치의 개략도이다.

도 30은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일면에 따른 또 다른 유관 액세스 장치의 개략도이다.

예시적 구체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도 15-17은 유방 유관과 같은 인체 개구에 접근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접근 장치(10)의 바람직한 구체예를 도시한 것이다.

접근 장치(10)는 카테테르(12)의 길이로 연장되는 중심에 위치하는 단일 루멘(16)과 함께 원위 단부(14), 및 예정된 거리

로 원위 단부(14)를 지나 연장되는 기다란 원위팁부(17)를 갖는 카테테르(12)를 포함한다. 원위팁부(17)의 중심축(21)은

단일 루멘(16)의 중심축(19)에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연장되고, 카테테르의 벽내에 위치한다. 이러한 예시적 형태에서, 원

위팁부(17)는 루멘(16)의 중심축(19)으로부터 "비축" 또는 "비중심(off-center)"에 정위된다. 원위팁부(17)의 비축 형태는

유리하게는 유방 유관내 및 유방 유관으로부터 최대 유량에 대해 개방된 카테테르의 내경을 유지시킨다. 추가로, 비축 형

태는, 카테테르 및 루멘의 방향으로 존재하면서 의미있는 샘플의 회수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유체 및 수거된 샘플의

도입 또는 제거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흐름을 개선시킨다. 원위팁부(17)의 기다란 형태는, 유체 주입을 방해

하지 않거나 유관액 샘플 수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가이드로서 작용한다. 또한, 원위팁부(17)는 유관구에서 카

테테르(12)를 용이하게 삽입되게 한다. 일 형태에서, 원위팁부(17)는 특성상 가요성이여서 카테테르가 사람 유방 유관의

비틀리고/거나 구부러진 형태를 통과하도록 한다. 추가로, 원위팁부(17)는 카테테르 삽입시 동반되는 통증을 감소시키도

록 유관구를 팽창시킨다.

카테테르(12)는 유관구를 통해 원위단부(14)가 삽입되게 하고, 사람 유방의 관상 골격근의 원위에 원위단부가 정위되게

하는 치수를 갖는다. 일 형태에서, 카테테르(12)는 유방의 유관구를 캐뉼레이팅(cannulating)하도록 최대 외경이 약 0.039

인치이다. 그러나, 다른 치수도 외경으로 가능하다(예를 들어, 약 0.025 내지 0.039인치). 내경이 약 0.025인치인 단일 루

멘(16)이 유방 유관에 접근하며, 단일 루멘(16)을 통해 유체가 주입되고, 단일 루멘(16)으로부터 관상 상피 세포를 포함하

는 유관액 샘플이 수거되거나, 관으로부터 유출된다. 원위팁부(17)는 유관구를 통해 삽입되게 하는 치수를 가져서 카테테

르(12)를 유방 유관으로 유도한다. 일 예시적 형태에서, 원위팁부(17)는 카테테르(12)보다 작은 직경을 가져 유방 유관으

로의 삽입이 용이하게 된다. 원위팁부(17)는 직경이 약 0.010인치일 수 있으나, 다른 치수(예를 들어, 0.008 내지 0.012인

치)도 가능하다. 또 다른 형태에서, 원위팁부(17)는 가요성일 수 있다.

도 16 및 17과 관련하면, 원위팁부(17)는 루멘(16)의 원위단부(14)(즉, 원위팁부(17)의 근위 단부)에서 최대가 되고, 이로

부터 연장되는 원위단부(18)에서 최소가 되는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사용시, 원위팁부(17)의 테이퍼

(taper) 및 가요성은 관내 이동을 위해 카테테르를 가이드한다. 도 17에 도시된 바와같이, 원위팁부(17)와 카테테르(12)

간의 전이는 빗면(23)을 포함한다. 이러한 빗면(23)은 원위팁부(17)와 카테테르(12) 간에 매끄러원 전이를 제공하여 원위

팁부(17)가 유방 유관으로 삽입된 후 카테테르(12)의 관상 구로의 도입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원위팁부(17)는 제 위치

에서 관구를 보유하여 카테테르(12)가 비교적 용이하게 유입된다. 당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인지될 수 있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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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면(23)은 카테테르(12)의 원위단부(14)에 의해 투과되어 점점 개방되는 조직 상의 응력 수준을 감소시킨다. 전통적인 카

테테르와 대조적으로, 환자의 불쾌감은 본 발명의 접근 장치(10)에 의해 크게 감소된다. 원위팁부(17)의 단부 및 원위 단부

에서 카테테르의 엣지는 비외상적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비외상적 일 형태에서, 엣지 및 단부(18)는 관을 천공하거나 다

르게는 손상시킬 수 있는 표면을 제거하고 마찰을 감소시키도록 라운딩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는 비비외상적 설계에 반

하여 조직에 대한 국소화된 외상을 감소시킨다.

도 15와 관련하면, 다중포트 허브(22)가 카테테르(12)의 근위 단부(15)에 커플링된다. 바람직한 형태에서, 다중포트 허브

(22)는 투명한 물질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세척 절차 동안에 유방 유관에, 그리고 유방 유관으로부터의 흐름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형태에서, 상기 허브(22)는 카테테르(12)의 삽입 후, 유두 상의 토오크를 감소시키도록 로우 프로파일을 갖

는다. 이는 조직의 압박으로 인한 유관액을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공지된 유두 상의 과잉 생성 토오크를 극복한다. 따라

서, 관상 세포 물질의 수거가 개선된다.

상기 허브(22)는 유체가 허브(22)를 통해 루멘(16)으로 주입되는 주입 튜브(24) 및 유체가 루멘(16)으로부터 허브(22)를

통해 수거되는 수거 튜브(26)를 포함하는 튜빙 셋(25)에 부착된다. 주입 튜브(24) 및 수거 튜브(26)는 유체를 흐르게 하는

종래의 방식으로 허브(22)에 부착된다. 일 형태에서, 주입 튜브(24) 및 수거 튜브(26)는 반투명하며, 허브(22) 상의 포트와

짝을 이루는 원위 단부에 표준 루어 커넥션(luer connection)을 가지며, 유체를 수용한다. 또한, 튜브(24, 26)의 근위 단부

는 숙련자 또는 보조자가 표준 수 루어(male luer)를 갖는 적합한 주사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유관액을 처리하는 표준 루어

커넥션을 포함한다. 경우에 따라, 튜브(24, 26)는 유입 및 유출 통로, 예를 들어 주입 또는 수거 기능을 표시하도록 표지될

수 있다.

또 다른 형태에서, 임의의 핀치 클램프 또는 그 밖의 흐름 제어 장치(미도시됨)가 유출 튜브인, 수거 튜브(26) 상에 배치될

수 있다. 사용시, 클램프는 수거 튜브(24)를 폐쇄시켜 캐뉼레이팅된 유방 유관으로의 유체 주입 동안에 튜빙으로부터의 누

액을 억제한다. 일 형태에서, 허브(22)는 관상 세척 절차 동안에 사용자가 쥐게 되는 인체공학적 핸들(27)을 포함한다. 허

브(22) 및 카테테르(12)에 사용되는 유체는 사실상 관상 세척 절차를 위한 임의의 적합한 유체일 수 있다. 허브(22)에 사용

될 수 있는 관상 세척액의 예로는, 염수, 인산염 완충 염수, 비흡수성 유체, 등장액, 삼투액, 저장액, 및 고장액이 포함되나,

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합한 치료액이 본원에 기술된 관상 접근 장치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다르게는, 이

러한 유체는 진단제 및/또는 치료제를 지닌 진단액 또는 치료액을 포함할 수 있다.

도 19 및 20에 도시된 또 다른 형태에서, 본 발명의 관상 접근 시스템(100)은 카테테르(112)의 길이를 따라 연장되는 중앙

에 위치한 단일 루멘(116)과 함께 원위 단부(114)를 갖는 카테테르(112)를 포함한다. 카테테르(112)는 도관형 삽입기

(118)를 그 안에 활주가능하게 수용하는 데 적합한 도관형 삽입기 통로(120)를 포함한다. 통로(12)의 장축(121)은 오프셋

되나 사실상 루멘(116)의 장축(119)에 평행하다. 용이한 설명을 위해, 본원에서 사용되는 "삽입기"는 카테테르의 통로 내

에서 삽입되거나, 또는 유관구로 삽입될 수 있는 유도 와이어, 확장기, 탐침 또는 이들의 일부로 정의된다. 도관형 삽입기

(118)는 유방 유관내 카테테르(112)의 관내 이동을 개선시키고, 관벽의 천공 및 유방 유관의 파손 위험을 감소시키도록 팁

부(117)의 길이를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도관형 삽입기(118)을 통로(120)의 축(121)으로 제거가능하게 삽입시키므

로써, 사용자는 특정 환자를 위한 바람직한 강성을 갖는 삽입기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로, 이는 숙련자 또는 보조자가 삽

입기(118)의 가요성 및 강성을 변경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강성 및 가요성은 물질 특성 및/또는 단면 형태의 함수일 수 있

다. 가요성과 관련된 물질 특성의 일례는 탄성율이다. 또 다른 예에서, 삽입기(118)의 단면 형태는 원형, 타원형, 계란형 또

는 하나 이상의 방향으로 예정된 강성을 부여하는 다른 형태일 수 있다. 당업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가 삽입기(118)의

단면 계수(section modulus)와 관련있음을 인지할 것이다. 따라서, 삽입기 통로(120)가 실질적으로 삽입기(118)의 단면

형태에 따라 임의의 적합한 단면 형태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도관형 삽입기(118)는 유방 유관에 유입되는 원위 단부(122)를 포함한다. 도관형 삽입기(118)의 대립되는 근위 단부

(124)는 핸들(126)을 포함한다. 핸들(126)은 사용자가 삽입기를 쥐고 조작하여 유방 유관 구조에 접근하고 탐침하도록 하

므로써 작용을 용이하게 한다. 관상 접근 장치(100)는 도 15에 도시된 허브(22)와 유사한 형태 및 구성 요소를 갖는 허브

(22)를 포함한다. 허브(22)에서, 삽입기 통로(120)는 삽입기(118)가 삽입될 수 있도록 연장된다. 상기 통로는 허브(22)의

외측을 통해 연장되는 튜브이거나, 이러한 튜브는 허브의 외면 상에 정위될 수 있다. 삽입기(118)의 조절가능한 팁부(117)

는 도관형 삽입기(118)의 원위 단부(122)로부터 카테테르(112)의 원위단부(114)로 정의된다. 이러한 형태에서, 팁부

(117)의 길이는 유방 유관에 접근하고 횡단하도록 사용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조절가능하다. 일면에서, 도관형 삽입기

(118)는 통로(120) 및 유방 유관에 용이하게 삽입되는 유도 와이어로서 구체화될 수 있다. 도 20에 도시된 일 형태에서, 삽

입기 통로(120)의 중심축(121)은 단일 루멘(116)의 중심축(119)에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연장된다. 상기 논의된 바와 같

이, 이러한 예시적 형태에서, 삽입기 통로(120)는 루멘(116)의 중심축(119)로부터 "비축" 또는 "비중심"으로 배치된다. 따

라서, 카테테르(112)의 비축 형태를 갖는 도관형 삽입기(118)는 관상 접근 장치(10)와 유사한 이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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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서 기술된 삽입기는 적합한 단면 형태 및 의료용의 여러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 및 물질은 관내 이동을

위해 바람직한 강성 및 가요성을 부여할 수 있다. 삽입기(118)에 대한 또 다른 물질로는 스테인레스강 와이어; FEP;

PTFE; PEEK; 및 PVDF 및 PEBAX가 포함되나, 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적합한 물질도 사용될 수 있

다. 특정 치수값의 삽입기가 도 24에 도시되어 있으나, 예시일 뿐이다. 삽입기 및/또는 카테테르의 대안적 코팅에는, 하이

드로머 코팅; STS SLIP-COAT; MDS; 실리콘 건조; 실리콘 윤활제; PTFE 코팅이 포함되나, 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코팅 및 도포의 특정 두께는 당업자들에 의해 용이하게 결정될 수 있다.

삽입기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조될 수 있으며, 유방 유관을 유연하게 탐침하고 접근하기 위한 점점 가늘어 지는 팁

및/또는 비외상적 팁을 가질 수 있다. 일례에서, 삽입기는 초탄성 또는 형상 기억 물질로 구성될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되

는 용어 "초탄성 형상 기억 물질"은 응력 유도된 상변화를 가지거나 오스테나이트(austenite)에서 마르텐사이트

(martensite)가 온화하며, 응력 해제시 물질이 원래의 상 및 형태로 되돌아 가는 금속 합금류를 말한다. 오스테나이트 및

마르테사이트와 관련한 초탄성 형상 기억 물질의 물질 구조는 야금학 기술자들에게 널리 공지되어 있다. NiTi 물질 또는

NiTi 합금이 삽입기용 합금 물질로서 사용될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NiTi 초탄성 형상 기억 물질은 중량으로 측정하

여 거의 동일 혼합물을 갖는 니켈과 티탄의 금속간 화합물인 합금을 말한다. NiTi 초탄성 형상 기억 물질의 조성은 일반적

으로 티탄보다 니켈을 비율이 보다 크다. 예컨대, 니켈이 51 내지 56%, 바람직하게는 54 내지 55%이다. 니켈 및 티탄의 특

정 비율은 당업자들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삽입기가 반드시 형상 기억 특성을 갖는 물질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 또한, 삽입기는 금속 와이어와 같은 강성 물질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가요성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구체예에서, 조합형 삽입기는 가요성, 내구성 및 생체적합성

을 고려하여 니티놀(Nitinol)로 형성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삽입기는 상이한 강성을 갖는 동일 물질 또는 다중 물

질로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삽입기는 동일 삽입기의 인접 단면에 비해 보다 가요성인 단면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예

를 들어, 삽입기는 관상 루멘내에서 삽입기를 가이드하기 위해 제 1의 강성부 및 삽입기가 도입되는 관상 루멘 또는 루멘

지류의 형태에 일치하게 하는 제 2의 가요성부를 가질 수 있다. 상기 논의된 임의의 구체예에서, 삽입기는 관내 삽입기의

삽입 및 진행 동안에 유방 유관과 삽입기 간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유체 또는 무수 윤활물질로 코팅될 수 있다.

도 21 및 22는 카테테르 몸체의 길이를 횡단하는 중앙(축(219)에 대해) 배치된 단일 루멘(216)과 함께 원위 단부(214)를

갖는 본 발명의 카테테르 몸체(212)의 또 다른 형태를 도시한 것이다. 비축 형태에서, 기다란 가요성 팁(217)은 축(221)을

따라 원위 단부(214)를 지나 연장된다. 팁(217)은 제거가능한 삽입기(218)를 수용하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특징은 팁

(217) 및 카테테르 몸체(212)가 삽입기(218)를 활주가능하게 수용하기에 적합한 내부 통로(220)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달

성된다. 상기 통로(220)는 팁(217)에서 관형일 수 있으며, 카테테르 몸체(212)의 벽에 정위된다. 통로(220)는 유방 유관에

유입되는 개시부에 존재하는 폐쇄된 근위 단부(122)를 갖는다. 통로(220)는 근위 단부(211)에서는 개방되어 있다. 폐쇄된

단부 특징은 숙련자 또는 사용자가 유방 유관의 캐뉼레이션(cannulation) 동안에 팁(217)의 가요성을 조절하여 통로(220)

에 유체가 유입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또한, 폐쇄된 단부 특징은 삽입기(218)가 제거되게 하고, 카테테르(212)가 유방 유관

내에 정위되는 경우에는 다른 삽입기가 삽입되게 한다. 따라서, 삽입기(218)는 팁(217)에서 제거되거나 삽입되어 팁(217)

의 가요성을 선택적으로 조절한다. 이는 사용자가 유방 유관으로 삽입하기 위해 보다 강성인 가요성 팁이 되게 하는 삽입

기(218)를 삽입할 수 있게 하거나, 보다 가요성인 팁이 되게 하는 탐침을 제거하여 팁이 꼬인 관상 형태를 횡단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형태에서, 통로(220)는 루멘(216)의 길이로 연장되고, 이에 평행하다. 유리하게는, 본 발명의 일면에서는 유

방 유관의 캐뉼레이션을 크게 보조하는 팁 가요성의 변화를 선택하게 한다. 가요성 팁(217)의 물질 및 두께는 삽입기(218)

의 굴곡성 특성와 결부하여 바람직한 강성을 달성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폐쇄된 원위 단부(222)는 관상 조직과 팁(217)

간의 마찰을 감소시키고, 관상 단부(222)를 관을 천공하지 않도록 라운딩된다.

도 22a는 통로(320)이 카테테르 몸체(312)의 벽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위팁(317)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카테테르 몸체

(212)와 유사한 형태를 갖는 또 다른 카테테르 몸체(312)를 도시한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삽입기(218)를 루멘(316)을 통

해 통로(320)의 근위 단부(311)로 삽입가능하게 한다. 가요성의 기다란 원위팁(317)은 카테테르 몸체(312)의 원위 단부

(314)로 연장되는 폐쇄된 원위 단부(322)를 포함한다.

도 22 및 22a에 도시된 구체예의 예에서, 카테테르(212, 312)에는 상이한 강성 특징 또는 특성을 갖는 다수의 삽입기가 제

공될 수 있다. 삽입기는 접근되는 관의 부분에 따라 제공된다. 삽입기는 관상 골격근을 지나 원위팁(217, 317)을 삽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삽입기는 유방 유관의 바람직한 지류에 유입되도록 제공될 수 있다. 또 다른 삽입기는, 경우에

따라 지류의 마지막 부분에 도입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숙련자가 관의 상이한 부분에 의해 제공되는 요건에 부합하

도록 팁(217, 317)의 강성을 설계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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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기는 다른 삽입기에 대해 특정 강성을 제공하는 강성값으로 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숙련자는 관상 구를 통과하기

위해 강성이 되도록 설계되는 2의 강성값을 갖는 삽입기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삽입기는 2의 값보다 덜 강성일 수 있

는 4의 강성값이 제공될 수 있다. 또 다른 삽입기는 4의 값보다 덜 강성일 수 있는 8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숙련자는 통로(220, 320)내에 삽입되는 강성 삽입에 의해 유방 유관으로 접근할 수 있다. 숙련자는 유방 유관내 카테테르

(212, 312)를 머무르게 하면서 강성 삽입기를 제거하고, 유방 유관내에서 또 다른 삽입기를 계속 진행시킬 수 있다. 따라

서, 숙련자는 유방 유관에 접근되면 카테테르를 제거하지 않고 카테테르(212, 312)를 유방에 삽입시킬 수 있다. 유리하게

는, 카테테르(212, 312)는, 단계가 통상적인 절차에 비해 없어지거나 실질적으로 감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확장기의 사

용이 현저히 감소되기 때문에 숙련자가 관상 접근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추가로, 유방에 가해지는

외상적 이동이 덜하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감이 증가한다.

도 18에 도시된 또 다른 형태에서, 카테테르(412)는 카테테르의 길이로 연장되는 중심축(419)에 대해 배치된 단일 루멘

(416)을 갖는 원위 단부(414) 및 원위 단부(414)를 지나 연장되는 기다란 원위팁부(417)를 구비한다. 카테테르(412)는 빗

면을 가지며 원위팁부(417)는 탐침부로서 형성되는 확장성 삽입기(418)를 포함한다. 탐침부(418)은 루멘(416)의 전이부

(425)의 원위 개구(423)로부터 연장되는 원위단부(422)를 포함한다. 전이부(425)는 탐침을 수용하도록 구성된 통로를 포

함하여 원위단부(422)가 개구(423)에서 나가도록 한다. 탐침부(418)는 가요성 금속, 플라스틱 물질 또는 상기 기술된 그

밖의 물질로 제조될 수 있다. 탐침부(418)는 제 위치에 고정되어 가요성 팁으로서 작용할 수 있거나, 카테테르가 유방 유관

으로 삽입된 후 제거될 수 있다. 탐침부(418)는 분리되어 보다 짧은 탐침부로 교체되어 팁의 길이를 단축시킬 수 있다. 다

르게는, 탐침부(418)는 길이가 더 길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팁 길이는 특정 관의 형태를 수용하도록 조절될 수 있다.

도 27은 카테테르 몸체의 길이를 횡단하는 중앙에(축(519)에 대해) 배치된 단일 루멘(516)과 함께 원위 단부(514)를 갖는

본 발명의 카테테르 몸체(512)의 또 다른 형태를 도시한 것이다. 비축 형태에서, 기다란 팁(517)은 축(521)을 따라 원위

단부(514)를 지나 연장된다. 기다란 팁(517)은 각각이 유방 유관의 각 부분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가요성 또는 이에 부족

한 가요성에 상응하는, 상이한 굴곡의 별개의 영역을 갖는 다중굴곡 형태일 수 있다. 이러한 다중굴곡 영역 형태는 숙련자

가 유방에 접근하기 위한 단계를 감소시키고/거나 환자의 안도감을 증가시키도록 관의 접근을 맞추는데 사용된다. 예시적

일례로서, 기다란 팁(517)은 세개의 굴곡(flex) 영역을 가져 유방 유관 접근을 수용한다. 제 1 굴곡 영역(540)은 원위 단부

로부터 기다란 팁의 길이를 따라 제 1 중간 위치(542)로 연장될 수 있다. 제 1 굴곡 영역(540)은 유방 유관내로 유입되기

위해 실질적으로 강성이어서 유관구에서의 조직에 의한 저항력을 극복한다. 인접하는 제 2 굴곡 영역(544)은 기다란 팁

(517)의 길이를 따라 제 1 중간 위치(542)로부터 떨어져 또 다른 중간 위치로 연장될 수 있다. 제 2 굴곡 영역(544)은 기다

란 팁(517)이 유방 유관 형태를 횡단하도록 제 1 굴곡 영역(540)보다 덜 강성일 수 있다. 제 3 굴곡 영역(548)은 제 2 굴곡

영역(544)에 인접하여 구비될 수 있다. 제 3 굴곡 영역(548)은 제 2 굴곡 영역보다 가요성일 수 있다. 특정 예에서, 제 1 굴

곡 영역의 치수는 원위 단부로 3cm일 수 있고, 제 2 굴곡 영역은 4 내지 8cm 길이일 수 있으며, 제 3 굴곡 영역은 자체로

길이가 2 내지 3cm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영역의 길이는 숙련자에 의해 목적하는 하는 바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도 23a-23c는 도 16의 카테테르(12)에 의해 유방 유관에 접근하는 방법을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23a와 관련하면, 카테테

르(12)는 관상 구에 삽입되도록 준비된 것이며, 카테테르의 원위 단부는 관세척, 진단물질의 도입 및/또는 치료물질의 도

입 동안에 관상 골격근을 지나 관내에 정위될 것이다. 도 2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테테르의 원위 단부(14)는 관의 외측

에 존재한다. 이러한 카테테르는 가요성 원위팁(17)을 가져 유관구로의 카테테르(12)의 삽입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가요

성 원위팁(17)은 관내 형태에 따라 관에 삽입되어 관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도 2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위단부(14)가 관

에 삽입된다. 원위팁(17)은 계속해서 관내 형태를 따라 진행하여 이를 통해 카테테르(12)를 가이드한다. 추가로, 카테테르

(12)는 주입 및 수거에 대해 관이 강화되도록 원위팁(17)보다 강성이다. 카테테르(12)가 도 23a-23c를 참조로 기술되었으

나, 다른 카테테르(112, 212, 312, 412, 및 512)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 24a-24c는 도 21의 카테테르 몸체(212)로 유방 유관에 접근하는 방법을 예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24a를 살펴보면, 카

테테르 몸체(212)가 유관구에 도입되도록 준비된다. 숙련자는 바람직한 가요성 또는 강성의 삽입기(218)를 선택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상이한 강성의 삽입기(218)가, 원위팁(217)이 유방 유관내로 삽입되는 동안 바람직한 팁 특성으로 조절하

기 위해 삽입될 수 있다. 이러한 배열은 유방 유관에 접근하기 위한 복합 삽입 부재를 형성한다. 바람직한 팁 특성은 강성

및 가요성에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물질의 특성 또는 단면 형태의 함수가 될 수 있다. 당업자들은, 복합 삽입 부재가

단면 계수를 변화시키도록 다양한 형태 및 물질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할 것이다.

특히, 팁(217)은 유관구를 통과하도록 선택적으로 강성으로 제조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에서, 카테테르(212) 및 원위팁

(217)의 길이는 비교적 강성이다. 도 24b에서, 강성이거나 다소 강성인 삽입기(218)는, 카테테르(212)가 관내 삽입되는

동안에 원위팁(217)으로부터 제거된다. 이러한 제거된 형태에서, 카테테르(212)는 관내 형태를 통해 휘거나 구부러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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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경우에 따라, 덜 강성인 삽입기(218)이 원위팁(217)에 삽입될 수 있다. 삽입기(218)가 존재하거나 부재하거나 간에,

카테테르(212)는 관내로 더욱 진행한다. 도 24c에서와 같이, 관내 목적하는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강성이거나 다소 강성

인 삽입기(218)이 삽입되어 카테테르(212)로 진행하여 주입 및 수거를 위해 관을 강화시킬 수 있다. 형상 기억 구체예에

서, 삽입기(218)의 강성 또는 가요성은 카테테르(212)로부터 제거되지 않고 자극의 부가 또는 자극의 제거에 반응하여 조

절될 수 있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원위팁(217)이 삽입기(218)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유관구에 삽입될 수 있는 것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적합한 강성을 갖는 삽입기가 카테테르(212)의 관내 도입 동안 또는 그 후에 원위팁(217)에 삽입될 수

있다. 카테테르(212)가 도 24a-24c를 참조로 하여 기술되었지만, 다른 카테테르(112, 312, 412 및 512)도 유사한 방식으

로 사용될 수 있다.

도 19-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테테르(112)는 길이를 따라 점점 가늘어져서 수용되는 삽입기(118)로 원활하게 전이되

게 함으로써, 환자에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카테테르(112)와 삽입기(118) 간의 전이가 현저하지 않아 환자가 느끼지 않

게 한다. 카테테르(112)는 또한 그 원위 단부에 비외상적(atraumatic) 원위팁부(114)를 포함할 수 있다. 원위팁부(114)는

점점 가늘어지고/지거나, 윤곽이 있고(conturing)/있거나 라운딩(rounding)되어 유관구를 통한 유입, 및 관상 골격근을 지

나 관상 루멘으로의 삽입시 관에 대한 외상을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 원위팁부(114)는 또한 관상 세척 또는 진단제 및

/또는 치료제의 주입과 같은 의료적 절차가 완료된 후, 관으로부터 카테테르(112)의 제거시에 외상을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 이러한 원위팁부(114)는 예컨대,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에테르, 폴리아미드,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이들의

공중합체 등을 포함하는 연질 중합체 물질로 구성될 수 있다. 원위팁부(114)는 직경이 약 0.012인치(약 0.031mm) 내지

약 0.020인치(약 0.051mm)의 범위일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원위팁부(114)는 직경이 약 0.014인치(약 0.036mm) 내지

약 0.018인치(약 0.046mm)의 범위일 수 있다. 원위팁부(114)(카테테르의 원위부의 원위 단부로부터 카테테르의 근위 단

부 쪽으로 연장되는) 길이는 약 0.10인치(약 0.25cm) 내지 약 1.0인치(약 2.5cm)의 범위, 보다 일반적으로 약 0.20인치

(약 0.50cm) 내지 약 0.70인치(약 1.8cm)의 범위일 수 있다.

도 28a, 28b 및 28c는 삽입기(618)의 원위 단부의 3가지 상이한 형상을 도시한다. 도 28a를 참조하면, 장치의 바람직한

구체예가 카테테르의 길이방향 축에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연장되어 있고 도관형 삽입기(618)를 활주식으로 수용하도록

적합되어 있는 기다란 내부 관강을 포함하는 카테테르(612)로 도시되어 있다. 카테테르(612)의 원위 팁 부분(614)은 비외

상 팁을 생성하여 도관형 삽입기(618)가 통과할 수 있는 개구를 형성하도록 하는 외형을 이루고/이루거나 둥근 형태를 이

룰 수 있다. 이러한 외형은 도관 구멍을 통한 진입시 및 도관 괄약근을 지나 도관 관강내로 삽입시에 도관에 가해지는 외상

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킨다. 또한, 원위 팁 부분(614)은 도관 세척 또는 진단제 및/또는 치료제의 주입과 같은 의료 절차

가 완료된 후 도관으로부터 카테테르(612)의 회수시에 외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킬 수 있다. 팁 부분(614)은 연질 중합

체 물질, 예를 들어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에테르, 폴리아미드,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이들의 공중합체 등으로 구성

될 수 있다. 카테테르(612)의 내부 관강을 통과하는 도관형 삽입기(618)는 카테테르(612)의 원위 팁을 지나서 연장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카테테르의 원위 팁(614)이 도관 구멍을 통과하기 전에 도관 구멍을 통과하여 도관 괄약근을 지나서 도

관 관강내로 진입할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한 길이를 지닌다. 프로브 삽입기(618)의 연장된 길이는 사용의 편의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관 세척 절차 동안 환자의 안락함을 증가시킨다. 연장된 프로브 삽입기(618)는 도관 경로를 확인하는데 사

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테테르(612)를 도관 구멍내로 삽입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종래에는, 도관 세척 처리는 카테

테르의 삽입 전에 도관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장치 (확장기)를 사용하였다. 가외의 장치 및 가외의 절차 단계는 추

가의 비용 및 시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관 구멍 및 도관 경로의 위치를 다시 파악하기 위한 추가의 삽입 단계로 인한

환자의 불안 또는 불편을 증가시켰다. 프로브 삽입기의 증가된 길이는 의사로 하여금 카테테르 삽입 전에 도관 경로의 위

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 후, 카테테르는 프로브 삽입기를 회수하지 않고 이를 삽입기 너머로 활주시킴으로써 도관 경

로 내로 삽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체예에서, 도 28a에 도시된 카테테르의 원위 팁을 지나 연장되어 있는 도관형 삽입기

의 길이는 0.025 인치 이상이다.

도 28b에서, 삽입기(618)는 카테테르의 원위 팁(614)을 지나서 0.0492 인치 이상 연장되어 있다.

도 28c에서, 삽입기(618)는 카테테르의 원위 팁(614)을 지나서 0.0984 인치 이상 연장되어 있다.

도 29a, 도 29b 및 도 29c는 카테테르(712)의 원위 단부의 3가지 상이한 형상을 도시한다. 도 29a를 참조하면, 장치의 바

람직한 구체예는 카테테르의 길이방향 축에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연장되어 있고 도관형 삽입기(718)를 활주식으로 수용

하도록 적합된 기다란 내부 관강을 포함하는 카테테르(712)로 도시되어 있다. 카테테르(712)의 원위 팁 부분(714)은 비외

상 팁을 생성하여 도관형 삽입기(718)가 통과할 수 있는 개구를 형성하도록 하는 외형을 이루고/이루거나 둥근 형태를 이

룰 수 있다. 이러한 외형은 도관 구멍을 통한 진입시 및 도관 괄약근을 지나 도관 관강내로 삽입시에 도관에 가해지는 외상

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킨다. 또한, 본 발명은 카테테르의 원위 단부 부분(714)으로부터 프로브 삽입기 덮개(701)로의 단

계 전이를 제공한다. 덮개(701)의 원위 팁 부분은 비외상 팁을 생성하여 도관형 삽입기(718)가 통과할 수 있는 개구를 형

성하도록 하는 외형을 이루고/이루거나 둥근 형태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외형은 도관 구멍을 통한 진입시 및 도관 괄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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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나 도관 관강내로 삽입시에 도관에 가해지는 외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킨다. 또한, 원위 팁 부분은 도관 세척 또는

진단제 및/또는 치료제의 주입과 같은 의료 절차가 완료된 후 도관으로부터 카테테르(712)의 회수시에 외상을 감소시키거

나 제거시킬 수 있다. 팁 부분은 연질 중합체 물질, 예를 들어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에테르, 폴리아미드,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이들의 공중합체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카테테르(712) 및 덮개(701)의 내부 관강을 통과하는 도관형 삽입기

(718)는 덮개의 원위 팁을 지나서 연장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덮개의 원위 팁이 도관 구멍을 통과하기 전에 도관 구멍을

통과하여 도관 괄약근을 지나서 도관 관강내로 진입할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한 길이를 지닌다. 도 29a에 도시된 덮개의 원

위 팁을 지나 연장되어 있는 도관형 삽입기의 길이는 6.5mm 이상이다.

도 29b에서, 삽입기(718)는 덮개(701)의 원위 팁을 지나 12.5mm 이상 연장되어 있다.

도 29c에서, 삽입기(718)는 덮개(701)의 원위 팁을 지나 25.5mm 이상 연장되어 있다.

도 30a, 도 30b 및 도 30c는 카테테르(812)의 원위 단부의 3가지 상이한 형상을 도시한다. 도 30a를 참조하면, 장치의 바

람직한 구체예는 카테테르의 길이방향 축에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연장되어 있고 도관형 삽입기(818)를 활주식으로 수용

하도록 적합된 기다란 내부 관강을 포함하는 카테테르(812)로 도시되어 있다. 카테테르(812)의 원위 팁 부분(814)은 비외

상 팁을 생성하여 도관형 삽입기(818)가 통과할 수 있는 개구를 형성하도록 하는 외형을 이루고/이루거나 둥근 형태를 이

룰 수 있다. 이러한 외형은 도관 구멍을 통한 진입시 및 도관 괄약근을 지나 도관 관강내로 삽입시에 도관에 가해지는 외상

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킨다. 또한, 본 발명은 카테테르의 원위 단부 부분(814)으로부터 프로브 삽입기 덮개(801)로의 단

계 전이를 제공한다. 덮개(801)의 원위 팁 부분은 비외상 팁을 생성하여 도관형 삽입기(818)가 통과할 수 있는 개구를 형

성하도록 하는 외형을 이루고/이루거나 둥근 형태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외형은 도관 구멍을 통한 진입시 및 도관 괄약근

을 지나 도관 관강내로 삽입시에 도관에 가해지는 외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킨다. 또한, 원위 팁 부분은 도관 세척 또는

진단제 및/또는 치료제의 주입과 같은 의료 절차가 완료된 후 도관으로부터 카테테르(812)의 회수시에 외상을 감소시키거

나 제거시킬 수 있다. 팁 부분은 연질 중합체 물질, 예를 들어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에테르, 폴리아미드,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이들의 공중합체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프로브 삽입기(801) 덮개는 카테테르(812)의 원위 단부을 지나서 연

장되어 있을 수 있다. 연장된 프로브 삽입기 덮개는 도관 구멍내로의 카테테르(812)의 부드러운 전이 및 진입을 촉진한다.

도 16a에 도시된 카테테르(812)의 원위 팁을 지나서 연장되어 있는 프로브 삽입기 덮개(801)의 길이는 1.5mm 이상이다.

도 30b에서, 프로브 삽입기 덮개(801)는 카테테르(812)의 원위 팁을 지나서 6.0mm 이상 연장되어 있다.

도 30c에서, 탐색 도입부 외장(801)은 카테테르(812)의 원위 팁을 지나 적어도 18.5 mm 연장된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탐색 도입부 외장(801) 및 도입부(818)는 단일 유닛내로 결합될 수도 있다 (자료 제시 안함). 결합된

외장/도입부는 금속 철사와 같은 강한 재료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굴곡성 재료로 형성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일구체예에

서, 결합된 외장/도입부는 쇠미(衰微)된 작은 직경의 팁을 포함하도록 연마된 니티놀(Nitinol) 철사로 제작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결합된 외장/도입부는 여러 재료 또는 상이한 강성(剛性)을 갖는 동일한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결과적

으로, 상기 결합된 외장/도입부는 동일한 결합된 외장/도입부의 인접한 부분 보다 더욱 굴곡성을 가진 부분을 가질 수 있

다.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상기 외장/도입부는 첫째, 유관 내강 내에서 상기 결합된 외장/도입부를 안내하기 위한 강한 부

분, 및 둘째, 상기 결합된 외장/도입부가 도입되는 유관 내강 또는 내강 분지의 형상에 맞도록 해주는 굴곡성 부분을 가질

수 있다. 상기 논의된 구체예들 중 어느 하나에서, 상기 결합된 외장/도입부는 상기 유관으로 도입 및 전진 동안 상기 결합

된 외장/도입부 및 상기 유관 사이에 마찰을 감소시키는 수성 또는 건성 윤활 물질로 코팅될 수 있다.

상기 결합된 외장/도입부는 형상 기억 금속 및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조될 수 있으며, 유관을 부

드럽게 탐색하고 진입하기 위한 쇠미된 팁 및/또는 비외상 팁을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쇠미된 팁은 상기 유관 내로

카테테르의 도입 동안 상기 카테테르의 원위로 연장할 것이다. 상기 유관의 진입을 완료한 후에, 상기 카테테르는 상기 결

합된 외장/도입부를 거쳐 미끄러지고 상기 유관 괄약근에 대해 원위 위치에 위치시킬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상기 카테테르는 의료용으로 적당한 폭넓은 범위의 재료로 제작될 수 있다. 바람직한 제작

에 있어, 상기 카테테르는 유관 내에 위치하는 동안 상기 장치상에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해, PTFE를 사용하여 형성되고

STS Slipcoat로 코팅된다. PTFE 대신, 상기 카테테르용 대안 재료로는 폴리카보네이트; 스테인레스강(300 시리즈); 폴리

마이드; FEP; PEEK; 폴리에틸렌; 및 PEBAX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카테테르의 특정 치수를 도 26에 도

시하였으나 이는 예시의 수단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적당한 재료 및 치수가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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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22) 하우징은 폴리카보네이트로 성형될 수 있다. 튜빙 세트(25)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된 루어 컨넥터(luer

connector)와 함께 PVC로 제작될 수 있다. 상기 튜빙 세트는 실리콘; 저밀도 폴리에틸렌; PVC; 타이곤(tygon); 또는 폴리

프로필렌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다양한 재료로 제작될 수 있다.

하나의 제조 공정에서,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견지에 따른 상기 카테테르는 압출 공정을 사용하여 제작될 수 있다. 상기

공정 이후에, 카테테르의 원위 단부는 성형(molding) 및/또는 절단(cutting)에 의해 형상을 갖추게 된다. 임의로, 사선으로

절단하여 상기 원위 팁 부분과 상기 카테테르 사이에 변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상기 카테테르의 가장자리는 통상적인 당

업자에게 공지된 RF 팁핑(tipping) 공정을 사용하여 둥글게 성형될 수 있다. 상기 카테테르는 원하는 의학 등급 UV 접착제

를 사용하여 허브에 결합될 수 있다. 차례로, 상기 튜브는 UV 접착제를 사용하여 루어 컨넥터 뿐만 아니라 허브에도 결합

될 수 있다. 원하는 경우, 핀치 클램프(pinch clamp)가 유출 튜브상에 위치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인간 유방 유관(breast milk duct)으로부터 세포성 물질을 수득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상기 방법은 적어도 하나

의 내강을 가진 장치 12, 112, 212, 312, 412 및 512와 같은 유관 진입 장치를 유관내로 도입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세척

액은 진입 장치 내부 내강을 통해 상기 유관내로 도입될 수 있다. 상기 방법에서, 적어도 2 ml 부피의 세척액이 미리 선택

된 시간 동안 상기 유관내에 존재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적어도 상기 세척액의 일부는 상기 진입 장치의 내강을 통해 상

기 유관으로부터 수집된다. 상기 방법은 바람직하게는 상기 세척액을 도입한 이후 그러나 상기 세척액의 일부를 수집하기

이전 및/또는 수집하는 동안에 상기 유방 조직을 마사지하고 압착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한다. 유관 진입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카테테르의 원위 단부를 상기 유관에서 유관 괄약근에 대해 원위에 위치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진입

장치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유관내로 연장하는 단 하나의 내강을 포함한다. 상기 미리 선택된 시간은 1초 미만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1초 내지 1시간의 범위일 것이다.

따라서, 몇 가지 대안적인 조합이 본 발명을 한정하는데 존재할 수도 있으며 이것은 본 명세서로부터 하나 이상의 요소를

통합하고 다양한 조합 또는 하위 조합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항 및 도면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 한정된 요소 또는

단계 단독 또는 하나 이상의 요소들 또는 단계들과 조합하여 본 발명의 견지에서 대안적인 조합들이 본 발명의 수정 또는

변형 또는 본 발명의 일부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본 명세서에 포함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에 이러한 모든 수정 및 변형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조절된 유압을 이용하며 유관 괄약근을 개방시키는 방법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르면, 유체를 유방 유관내로 도입하고, 유방 유관내로부터 관상 상피 세포 및 관상 상피 세포의 덩어리

를 포함하는 유관액 샘플을 수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로우 프로파일 매니폴드 허브(low profile manifold hub)를 포함

하는 관상 접근 장치를 포함하는 의료 기기가 제공된다. 또한, 관상 접근 장치는 원위 단부, 하나의 루멘 및 유관구를 통해

원위 단부의 삽입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 유방의 관상 괄약근의 원위에 원위 단부가 정위되도록 하는 치수를 갖는 기다란

접근 카테테르를 포함한다. 이러한 카테테르는 사용자가 카테테르의 원위 단부가 삽입되는 깊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외표면 상의 길이 표시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의료 기기는 유두 표면 위 바람직한 거리에 상기 매니폴드 허브를 조절

하게 위치시키기 위한 하나 이상의 스페이싱(spacing) 부재(스페이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스페이싱 부재는 유방 유

관으로의 카테테르의 삽입 깊이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의료 기기는 상기 장치를 유방에 고정시키기 위한 하나 이상의 부

재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서는, 유방 유관내 삽입되어 정위되는 장치가 제공된다. 이러한 장치는 유방 유관 내에 물질을 유

입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매니폴드 허브를 포함하며, 이는 매니폴드 허브의 내측와 유체 소통하는 다수개

의 포트 개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개구중 두개 이상은 매니폴드 허브의 일부를 통해 연장되는 한쌍의 기다란 채널과 유체

연통한다. 또한, 상기 장치는 매니폴드 허브로부터 연장되는 카테테르를 포함한다. 카테테르는 유방 유관내에 위치하도록

사이징되고 배치된다. 상기 장치는 유두 표면 상의 소정 거리에 매니폴드 허브의 공간을 두도록 카테테르의 길이에 대해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입식(retractable) 스페이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서는, 유방 유관에 유체를 도입하기 위한 의료용 장치가 제공된다. 이러한 의료용 장치는 유방 유

관내에서 연장되도록 사이징되고 배치되는 카테테르를 포함한다. 카테테르는, 카테테르의 종축에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연

장되는 내부 루멘을 포함한다. 또한, 의료용 장치는 카테테르와 유체 연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매니폴드 허브를 포함한다.

매니폴드 허브는 매니폴드 허브의 내측에 유체 연통하는 4개 이상의 포트를 포함한다. 4개 이상의 포트 중 2개 이상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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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유입 라인 및 유관액 수거 라인을 수용하기 위한 매니폴드 허브내에 형성된 채널과 유체 연통한다. 매니폴드 허브는 카

테테르의 종축에 평행하게 연장되는 높이 및 카테테르의 종축과 수직으로 연장되는 길이를 갖는다. 매니폴드 허브의 길이

는 매니폴드 허브의 높이보다 크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서는, 유방 유관으로부터의 유체를 흡인하기 위한 관상 접근 장치가 제공된다. 관상 접근 장치는

유방 유관에 유입되어야 할 유체를 수용하기 위한 매니폴드 허브 및 매니폴드 허브로부터 연장되는 카테테르를 포함한다.

카테테르는 유방 유관내에 정위되도록 사이징되고, 유방 유관내 액을 유입하고 수용하기 위한 루멘을 포함한다. 루멘은 매

니폴드 허브와 유체 연통하며, 유방 유관내로부터 유관액 샘플을 수용하도록 사이징된다. 또한, 관상 접근 장치는 매니폴

드 허브내 유관액 샘플이 수거 장치내 수용되기 위한 음압원으로 유인되도록 매니폴드 허브와 유체 연통하는 음압원을 포

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서, 조절된 유압을 이용하여 유관 괄약근을 개방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그러한 방법은 의료 기기

를 괄약근 근처에 위치시키고 유체를 의료 기기를 통해서 도입시켜 유체가 괄약근과 접촉되게 하고, 압력을 유체에 가하여

유압이 증가시켜 괄약근이 개방시키고, 의료 기기를 개방된 괄약근에 통과시킴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카테테르는 외경이 약 0.01(0.254mm) 내지 약 0.05인치(또는 1.27mm)일 수 있다. 카테테르는 내부 루멘

직경이 약 0.007(또는 0.178mm) 내지 약 0.047인치(또는 1.19mm)일 수 있다. 관련된 매니폴드 허브는 추가로 주입 장치

로부터 카테테르의 루멘으로 유체 흐름 경로를 제공하는 주입 커텍터 및 카테테르의 루멘으로부터 유체 수거 장치로의 유

체 배출 경로를 제공하는 수거 커넥터를 포함할 수 있다.

수밀 밀봉 시스템이 매니폴드 허브의 근위 단부에 위치할 수 있다. 이러한 밀봉 시스템은 의료 기기내에 위치하고, 연장되

는 확장기 또는 기타 삽입기주변을 밀봉할 수 있다. 이러한 밀봉 시스템은 토우히-보르스트(Touhy-Borst) 피팅(fitting)

를 포함할 수 있다. 카테테르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확장기 또는 기타 삽입기 부재는 외경이 0.024인치(또는 0.61mm) 내

지 약 0.001인치일 수 있다. 또한, 삽입기는 테이퍼링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의료 기기의 투시도이다.

도 2a 및 2b는 도 1에 도시된 의료 기기의 또 다른 구체예의 단면도이다.

도 3은 도 1의 의료 기기의 파쇄 투시도이다.

도 4는 매니폴드 허브와 각 주입 및 수거 장치 간에 연장되는 주입 라인 및 수거 라인을 갖는 도 1의 의료 기기의 상부도이

다.

도 5는 주입 라인 및 수거 라인을 지닌 도 1에 도시된 의료 기기의 측면도이다.

도 6은 도 1에 도시된 의료 기기의 또 다른 투시도이다.

도 7 및 8은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의료 기기의 또 다른 구체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9 및 10은 강성(stiff) 삽입기를 사용하여 도 1의 의료 기기를 유방 유관에 도입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도 12-14는 가요성 삽입기를 사용하여 도 1의 의료 기기를 유방 유관에 도입하는 또 다른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다도 31a-31d는 유압적용에 의해서 보조된 또 다른 유방 마이크로카테테르 삽입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1은 유방 유관 내에서 의료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로우 프로파일의 단일 루멘 의료 기기(10)의 구체예를 도시한 것이

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용어 "의료적 절차"는 준비 절차, 진단 절차 또는 치료 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유방

유관으로 물질을 전달하는 단계 및/또는 유방 유관내로부터 물질을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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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구체예에서, 의료 기기(10)는 매니폴드 허브(20)에 전달된 관상 세척액을 유방 유관에 주입하고, 분석을 위해 유방 유관

내로부터 수백개의 관상 상피 세포 및/또는 10개 초과의 세포로 된 세포 클러스터를 포함하는 유관액 샘플을 수거하거나

유출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의료 기기(10)는 진단제 또는 치료제를 유방 유관으로 주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기(10)는 또한 환자에게 기기(10)를 고정시키기 위한 부재(11)를 포함할

수 있다. 고정 부재(11)는 기기(10)를 환자에게 접촉시키고 부착시키기 위해 한 측면에 생체적합성 접착제를 가질 수 있다.

부재(11)는 환자 몸에 대해 매니폴드 허브(20)의 이동을 방지하도록 사이징된다. 도 7 및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재(11)

의 섹션(11a) 및 (11b)는 고정 부재(11)의 크기가 절차 동안에 형성된 힘 및 환자에 대해 조절될 수 있도록 서로 접힐 수 있

다. 또한, 상기 부재(11)는 스페이서(90)(하기 논의됨) 단부에 위치할 수 있다.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의료 기기(10)는 매니폴드 허브(20), 및 매니폴드 허브(20)의 원위 단부(21)로부터 연장되는

관상 접근 카테테르(40)를 포함한다. 이러한 접근 카테테르(40)는 유방 유관에 접근하도록 사이징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는 카테테르(40)의 길이에 평행하게 연장되는 방향으로 로우 프로파일(높이)을 가질 수 있다.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의 높이는 그 길이(카테테르(40)의 길이에 수직으로 연장되는 방향)보다 낮을 수 있

다. 제 1 구체예에서, 매니폴드 허브(20)는 폭이 약 0.25인치 내지 약 0.375인치 범위이며, 높이가 약 0.75인치 내지 약

1.0인치 범위이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매니폴드 허브(20)는 내부 유체 용량이 1ml 이하이다. 매니폴드 허브(20)의 로우

프로파일은 큰 토오크(torque)가 의료적 절차 동안에 환자의 관에 인가될 수 있는, 카테테르(40)의 길이를 따라 소정의 위

치에서 피봇점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보조할 것이다. 관의 토오크를 없애거나, 적어도 상당히 감소시키므로써, 관은 관상

조직의 위치 변화로 인해 꼬여 폐쇄되지 않거나, 관의 상피 내막을 누르는 카테테르(40)로 인해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기기(10)는 보조자 또는 숙련자에 의해 용이하게 취급하고 붙잡을 수 있어 매니폴드 허브(20) 및 카테테르(40)가 용이

하게 조작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갖는다.

매니폴드 허브(20)가 유두 표면으로부터 이격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입식 스페이서(90)는 도 7 및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의 원위 단부, 및 카테테르(40)의 근위 단부에 위치할 수 있다. 인입식 스페이서(90)는 약 1 mm 내지 약

10mm의 범위, 보다 일반적으로는 약 5mm의 범위로 스페이싱 간격을 가질 수 있다. 제 1 구체예에서, 인입식 스페이서

(90)는 제 2 스페이싱 부재(93)내에 수용된 제 1 스페이싱이 부재(92)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르게는, 상기 제 1 스페이싱 부

재(92)는 망원경식으로 제 2 스페이싱 부재(93)를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예에서, 제 1 부재(92)는 매니폴드 허브

(20)에 대해 이동하지 못하도록 고정되고, 제 2 부재(93)는 제 1 부재(92) 및 매니폴드 허브(20) 두 모두에 대해 이동가능

하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스페이싱 부재(92, 93)는 모두 매니폴드 허브(20)에 대해 이동가능하다. 유두 표면으로부터 매

니폴드 허브(20)의 스페이싱에 요구되는 거리, 예를 들어 약 15mm 내지 20mm는 연장된 위치에서 스페이싱 부재(92,93)

를 록킹(locking)하므로써 조절될 수 있다(도 8). 다르게는, 인입식 스페이서(90)가 인입된 위치에서 록킹될 수 있다(도 7).

또 다른 구체예에서, 인입식 스페이서(90)는 인입 위치를 달성하기 위해 매니폴드 허브(20)의 일부를 활주가능하게 수용

하고, 연장된 위치를 달성하기 위해 매니폴드 허브(20)의 단부에서 록킹될 수 있는, 단일의 이동가능한 스페이싱 부재(95)

를 포함한다. 상기 논의된 임의의 구체예에서, 스페이싱 부재(92, 93, 95)는 서로 및 매니폴드 허브(20)에 대한 병진 운동

에 대해 각각의 스페이싱 부재(92, 93, 95)를 록킹시키기 위해 서로 및 매니폴드 허브(20)에 대해 회전될 수 있다. 망원용

부재에 대한 임의의 공지된 회전 록킹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다르게는, 스페이싱 부재(92, 93, 95)는 널리 공지되어 있

는 스냅 록(snap lock)을 사용하여 록킹된 위치로 스냅핑될 수 있다. 추가의 스페이싱이 요구되는 경우, 상기한 크기의 부

재(92, 93, 95) 또는 두개 초과의 망원용 부재가 구비될 수 있다.

매니폴드 허브(20)는 보조자 또는 숙련자가 매니폴드 허브(20)내 유체 및 물질을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투명한 물질로 형

성될 수 있다. 투명한 재료는 플라스틱, 예컨대, ABS 플라스틱 또는 기타 공지된 플라스틱 재료일 수 있다. 도 1-8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의 구체예는 실질적으로 "F" 형상을 가질 수 있다.

도 2a, 2b 및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는 주입 튜브(34)로의 연결을 위한 제 1 포트(30)를 포함하며, 주입

튜브(34)를 통해 세척액, 진단제 또는 치료제를 포함하는 물질이 주입 장치(38)로부터 제 1 포트(30), 매니폴드 허브(20),

및 궁극적으로는 관상 접근 카테테르(40)에 전달된다. 연결된 주입 장치(38)는 주사기 또는 기타 공지된 유체 용기를 포함

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주입 장치(38)는 환자 유방 위 소정 위치에 배치된 백 또는 용기와 같이 유체 리셉터클을 포함

할 수 있다. 이 구체예에서, 환자의 유방 상의 용기의 높이 및 중력은 유체를 주입 장치(38)로부터 주입 튜브(34)로 전달하

는 데 사용된다.

도 2a, 2b 및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는 수거 튜브(36)로의 연결을 위한 제 2 포트(32)를 포함한다. 유방

유관내로부터 수거된 유관액 샘플은 매니폴드 허브(20)로부터 수거 튜브(36)를 통해 수거 리셉터클(39)에 전달될 수 있다.

수거 리셉터클(39)은 주사기, 또는 의료용 유체 백 또는 용기를 포함하는 기타 공지된 유체 수거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수거 리셉터클(39)은 음압원을 포함하거나 연결되어 저압 영역이 수거 튜브(36), 및 필요에 따라 회수된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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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샘플을 수거 리셉터클(39)에 전달하는 것을 보조하는 매니폴드 허브(20)내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저압 영역,

예를 들어, 일 구체예에서의 진공 영역은 구상 주사기(bulb syringe), 수작동 진공원, 발작동 진공원 또는 모터 제어 진공

원을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진공원은 수거 튜브(36)내 음압을 형성하는 펌프를 포함할 수 있다. 보다 낮은 압력

원 이외에, 또는 저압원 대신에, 수거 튜브(36)내 저압이 유체를 매니폴드 허브(20)에 주입하여 형성될 수 있으며, 이로써

수거 튜브(36)에 비해 매니폴드 허브(20)내의 압력을 증가시킨다. 임의의 이러한 구체예에서, 수거 리셉터클(39)이 의료적

절차 동안에 환자 아래 소정 위치에 위치하여, 수거된 유관액 샘플이 중력에 의해 리셉터클(39)에 전달될 수 있다.

제 1 및 제 2 포트(30, 32)는 도 2a 및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의 측벽을 따라, 관으로 또는 관으로부터

의 유체 흐름에 도움을 주는 원형, 타원형 또는 기타 기하 형태인 개구를 포함할 수 있다. 포트(30, 32)의 직경은 관으로의

바람직한 유량 또는 관으로부터의 흡인율 또는 수거율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직경일 수 있다. 따라서, 포트(30, 32)의 직경

은 약 0.060인치 내지 약 0.090인치의 범위일 수 있다. 어느 한 포트(30, 32)가 다른 하나에 비해 크거나 작을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차별된 포트 크기는 루멘의 어느 하나에 또는 어느 하나로부터의 목적하는 유량을 제공하거나, 세척액 또는

유관액의 주입 및 흡인 또는 수거의 총괄적인 세척 효율을 제공한다.

도 1-6은 제 1 및 제 2 포트(30, 32), 및 이들의 관련된 각각의 튜브(34, 36)가 매니폴드 허브(20)과 카테테르(40)의 종축

에 대해 횡으로 연장되는 커넥터 하우징(connector housing)(25)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도시하고 있다. 커넥터 하우징(25)

은 단일 부재로서 매니폴드 허브(20)와 함께 일체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다르게는, 커넥터 하우징(25)은 매니폴드 허브

(20)와 별개로 형성되어 카테테르(40)에 대해 하기에 논의되는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에 고정될 수 있다. 커넥터 하

우징(25)은 각각이 튜브(34, 36) 중 하나를 수용하는 두개의 채널(26)을 포함한다. 채널(26)은 매니폴드 허브(20) 상의 포

트(30, 32)로부터 커넥터 하우징(25)의 외측 단부 표면으로 연장된다. 각각의 채널(26)은 튜브(34, 36)의 각각의 포트(30,

32)로의 용이하고, 신뢰성 있으며 신속한 연결을 위해 각각의 매니폴드 허브 포트(30, 32)와 함께 수용된 튜브를 정렬시킨

다. 또한, 채널(26)은 포트(30, 32)로의 연결 지점에서 튜브(34, 36)를 지지하여 튜브(34, 36)가 각각의 포트(30, 32)를 연

결하는 지점에 대해 모멘트(관을 비틀어지게 할 수 있는)를 형성하지 않는다. 또한, 커넥터 하우징(25)은 보조자 또는 숙련

자에 의해 잡힐 수 있는 일체적으로 형성되거나, 다르게는 고정된 융선(ridge)(29)을 갖는 윤곽이 있는 측벽(28)을 포함할

수 있다. 윤곽이 있는 측벽(28)은 보조자 또는 숙련자에 의해 쉽게 쥐어질 수 있게 하고, 보조자 또는 전문자들이 기기(10)

를 주시하지 않고도 절차 동안에 기기(10)를 배향시킬 수 있다.

도 2b에 도시된 구체예에서, 제 1 및 제 2 포트(30, 32)는 커넥터 하우징(25)내에서 연장되며, 가요성 주입 튜브 및 수거

튜브(34, 36)를 수용하는 포스트(post)(35)를 포함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주입 및 수거 튜브(34, 36)는 수술용 튜브와

같은 가요성 튜브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튜브(34, 36)는 가요성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임의의 가요성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튜브(34, 36)는 가요성 PVC로 형성된다.

포스트(35)는 튜브(34, 36)가 포스트(35) 상에 또는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 튜브(34, 36)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다. 다르

게는, 포트(30, 32) 및 이의 관련 포스트(35)는 튜브(34, 36)의 제 1 단부 상의 상응하는 루어 록 피팅(luer lock fitting)과

함께 작동하는 루어 록 피팅(미도시됨)을 포함할 수 있다. 튜브(34, 36)의 제 2 단부는 또한 주사기 또는 그 밖의 유체 용기

상의 표준 루어 록 피팅과 짝을 이루는 루어 록 피팅을 포함할 수 있다. 루어 록 피팅은 수 또는 암 피팅일 수 있다. 본원에

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주사기 및 기타 유체 용기는 염수, 진단물질, 예컨대, 대조 물질, 및 치료적 처리 물질을 주입튜브

(34)로 운반하여 주입한다. 튜브(34, 36)는 UV 경화성 접착제 또는 기타 공지된 결합제를 사용하여 매니폴드 허브(20)의

포스트(35) 및 루어 록에 고정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튜브(34, 36)는 오버몰딩(overmolding)에 의해 매니폴드

허브(20) 및 루어록에 고정될 수 있다.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포트(30)는 매니폴드 허브(20)의 외주를 따르는 제 2 포트(32)에 인접하여 위치할 수 있

다. 도시된 구체예에서, 원주에 인접하는 포트(30, 32)는 매니폴드 허브(20)의 제 1 및 제 2 단부(22, 24)로부터 동일한 종

방향 거리로 이격된다. 포트(30, 32)의 이러한 스페이싱은 상기 논의되는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가 숙련자 또는 기

타 보조자로부터의 지지 없이 환자에게 위치되는 경우에 관을 비틀어 지게 하는 모멘트 및 관련된 힘을 형성하지 않을, 소

형이고 저프로파일의 매니폴드 허브(20)를 제공한다.

제 2 포트(32)는 매니폴드 허브(20)의 벽 주변의 제 1 포트(30)로부터 임의의 거리로 원주로 이격될 수 있다. 일 구체예에

서, 제 1 포트(30)는 매니폴드 허브(20) 둘레의 제 2 포트(32)로부터 45 내지 90도 오프셋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제 1 포트(30)는 90 내지 180도 만큼 제 2 포트(32)로부터 매니폴드 벽을 따라 원주로 오프셋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

에서, 제 1 포트(30)는 제 2 포트(32)로부터 약 180도 만큼 원주로 오프셋되어 제 1 및 제 2 포트(30, 32)가 매니폴드 허브

(20)내에서 서로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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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구체예에서, 제 2포트(32)가 매니폴드 허브(20)를 따라, 제 1 포트(30) 보다 카테테르(40)로부터 보다 멀리 세로

방향 거리로 이격되는 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구체예에서, 제 2 포트(32)는 수거 카테테르(40)로부터 매니폴

드 허브(20)에 유입되는 유체를 수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포트는 카테테르(40)의 원위 팁(distal

tip)으로부터 약 2.0cm에 위치할 수 있고, 한 포트는 카테테르(40)의 원위 팁으로부터 약 2.5cm에 위치할 수 있다.

튜브(34, 36)는 매니폴드 허브(20)내로, 이로부터 유체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일방향 체크 밸브(39)를 각각 포함할 수 있

다. 튜브(34)내 체크 밸브(39)는 예를 들어 세척액이 튜브(34)로 주입된 후에 튜브(34)에 연결된 주사기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유사하게, 튜브(36)내 체크 밸브(39)는 튜브(36)내 회수된 유관액 샘플이 매니폴드 허브(20)로 역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튜브(34, 36) 상의 핀치 클램프(pinch clamp)가 체크 밸브(39)중 하

나 또는 둘 모두를 대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크 밸브(39)는 주입튜브(34)내에 위치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핀치 클램프

가 수거 튜브(36) 상에 위치할 수 있다. 또한, 튜브(34, 36) 내에 유체 흐름의 방향 및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한 그 밖의 공지

의 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테테르(40)는 매니폴드 허브(20)에 고정되는 얇은 벽의 마이크로카테테르(41)를 포함한다.

제 1 구체예에서, 마이크로카테테르(41)는 매니폴드 허브(20)의 일부로서 일체적으로 형성된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마이

크로카테테르(41)는 별개의 부분으로서 형성된 후, 미세용접 또는 UV 경화성 접착제에 의해 매니폴드 허브(20)에 고정된

다. 마이크로카테테르(41)를 매니폴드 허브(20)에 고정시키기 위해 그 밖의 기술이 사용될 수도 있다. 상기 논의된 임의의

구체예에서, 카테테르(40)는 용이하게 유방 유관 개구에 도입되게 하는 윤활성 코팅을 제공하는 공지의 제(agent)로 코팅

될 수 있다. 이러한 코팅은 윤활제, 세척제, 마취제 및/또는 확장제를 포함할 수 있다. 마이크로카테테르(41)는 FEP와 같은

임의의 공지된 생적합성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카테테르(40)는 내부 루멘(43)의 직경이 약 0.008인치(약 0.2mm) 내지

약 0.047인치(약 0.12mm)의 범위인, 약 0.01인치(약 0.25mm) 내지 약 0.05인치(약 1.25mm) 범위의 외경을 가질 수 있

다. 일 구체예에서, 마이크로카테테르(41)는 외경이 약 0.030인치(약 0.762mm)이고, 내경이 약 0.025인치(약 0.63mm)

인 내부 루멘(43)을 갖는다.

카테테르(40)는 카테테르의 원위 단부가 유방 유관에 도입된 깊이를 사용자가 측정하게 하는 카테테르(40)의 외표면 상의

길이 표시부(미도시됨)를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카테테르(40)는 카테테르의 삽입이 예정된 거리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하는 일체적으로 형성되거나 부착된 정지 부재(미도시됨)를 포함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정지 부재는 카테테

르(40)의 원위 부분이, 마디가 카테테르(40)의 원위 단부로부터 이격되는 거리보다 길게 관(duct)에 유입되지 않도록 증가

되는 직경을 갖는, 카테테르(40) 상의 마디(knob)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테테르(40)는 길이를 따라 점점 가늘어져서 수용되는 삽입기(50)로 원활하게 전이되게 하

므로써, 환자에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카테테르(40)와 삽입기(50) 간의 전이가 현저하지 않아 환자가 느끼지 않게 한다.

카테테르(40)는 또한 그 원위 단부에 비외상적(atraumatic) 원위팁부(42)를 포함할 수 있다. 원위팁부(42)는 점점 가늘어

지고/지거나, 윤곽이 있고(conturing)/있거나 라운딩(rounding)되어 유관구를 통한 유입, 및 관상 골격근을 지나 관상 루

멘으로의 삽입시 관에 대한 외상을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 원위팁부(42)는 또한 관상 세척 또는 진단제 및/또는 치료

제의 주입과 같은 의료적 절차가 완료된 후, 관으로부터 카테테르(40)의 제거시에 외상을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 이

러한 원위팁부(42)는 예컨대,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에테르, 폴리아미드,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이들의 공중합체

등을 포함하는 연질 중합체 물질로 구성될 수 있다. 원위팁부(42)는 직경이 약 0.012인치(약 0.031mm) 내지 약 0.020인

치(약 0.051mm)의 범위일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원위팁부(42)는 직경이 약 0.014인치(약 0.036mm) 내지 약 0.018인

치(약 0.046mm)의 범위일 수 있다. 원위팁부(42)(카테테르(40)의 원위부의 원위 단부로부터 카테테르(40)의 근위 단부

쪽으로 연장되는) 길이는 약 0.10인치(약 0.25cm) 내지 약 1.0인치(약 2.5cm)의 범위, 보다 일반적으로 약 0.20인치(약

0.50cm) 내지 약 0.70인치(약 1.8cm)의 범위일 수 있다.

원위팁부(42)를 포함하는 카테테르(40)의 강성 원위부는 평균 굽힘 강성(bending stiffness)이 약 0.010인치-lbs 내지 약

0.5인치-lbs의 범위일 수 있다. 또한, 카테테르(40)는 강성이 중량 봉합사(heavy suture)의 강성(약 0.025 OD)과 유사할

수 있다. 카테테르(40)의 근위부는 유관구를 통한, 및 관상 루멘으로의 삽입을 억제하는 단면적 형태 및/또는 크기를 가질

수 있다.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이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의 근위 단부(22)에 위치하여 사용자가 카테

테르(40)를 삽입기(50) 상에 용이하게 수용하고 이동하도록 할 수 있다.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은 유도 와이어

(guidewire), 탐침(stylet), 확장기 등을 포함하는 삽입기(50)(하기에서 논의됨)가 연장될 수 있는 개구(77)를 커버링하고

실링하기 위해 매니폴드 허브(20)의 단부에 위치한다.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은 삽입기(50)를 수용하기 위한 소공(74)

을 포함하는 실리콘 플러그(72) 및 나사산 캡(threaded cap)을 포함한다. 나사산 캡(76)이 제 1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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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플러그(72)는 변경되어, 소공(74)의 크기가 감소된다. 이는 실리콘 플러그(72)가 삽입된 삽입기(50) 주변에 시일을

형성하게 한다. 나사산 캡(76)이 반대방향인 제 2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소공(74) 및 형성된 시일이 개방하므로써 삽입

기(50)가 제거되게 한다. 또한, 실리콘 플러그(72)는 매니폴드 허브(20)의 근위 단부를 밀봉하도록 폐쇄될 수 있어 삽입기

(50)이 존재하지 않게 되며, 이에 따라 매니폴드 허브(20)의 원위 단부는 근위 단부(22)에 삽입기(50)가 없는 경우에 유체

흐름에 대해 밀봉될 수 있다.

삽입기(50)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관구를 통해 유방 유관 및 관상 루멘으로 카테테르(40)을 위치시키는 것을 보조

하는 매니폴드 허브(20)내에 위치할 수 있다. 삽입기(50)는 끝이 가늘어 지는 확장기, 일련의 점차적으로 직경이 커지는 확

장기, 끝이 가늘어지는 유도 와이어를 포함하는 유도 와이어, 탐침 또는 그 밖의 공지된 삽입기를 포함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삽입기(50)는 매니폴드 허브(20)의 근위 단부에서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을 통과하므로써 삽입기(50)는 카

테테르(40)를 정위시킨 후, 및 세척액의 주입/수거 전에 제거될 수 있다.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유방 유관에 삽입되기 전

에,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은 삽입 동안에 삽입기(50) 상으로 내려 간 후, 카테테르(40)가 목적하는 깊이로 유방 유관

내에 위치하면 철회될 수 있다. 삽입기(50)는 금속 와이어 또는 가요성 플라스틱 코드(cord)와 같은 강성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삽입기(50)는 폴리프로피렌 모노필라멘트와 같은 가요성 물질 또는 스테인레스강으로 형성될 수 있

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삽입기(50)는 상이한 강성을 갖는 동일 물질 또는 다중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삽입기

(50)는 동일한 삽입기(50)의 인접하는 섹션에 비해 보다 가요성인 섹션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삽입기(50)

는 관상 루멘내에 삽입기(50)를 가이딩하기 위한 제 1 강성부, 및 삽입기(50)가 삽입되는 관상 루멘 또는 루멘 지류의 형상

에 일치하도록 하는 제 2 가요성부를 가질 수 있다. 상기 논의된 임의의 구체예에서, 삽입기(50)는 관내 삽입기(50)의 삽입

및 진행 동안에 삽입기(50)와 유방 유관 간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액체 또는 무수 윤활제 물질로 코팅될 수 있다.

삽입기(50)는 형상 기억 금속 및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조될 수 있으며, 유방 유관을 부드럽게

탐침(probing)하고 접근하기 위해 점점 가늘어지는 팁 및/또는 비외상적 팁을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점점 가늘어 지

는 팁(52)은 카테테르(40)가 유방 유관으로 삽입되는 동안에 카테테르(40)의 원위 방향으로 연장될 것이다. 유방 유관의

접근이 완료된 후, 삽입기(50)가 철회될 수 있으며,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은 폐쇄될 수 있으며, 내재 카테테르(40)는

관상 골격근에 대해 먼 위치에 위치할 수 있다. 삽입기(50)는 외경이 약 0.005인치 내지 약 0.030인치일 수 있다. 일 구체

예에서, 삽입기(50)는 외경이 약 0.010인치일 수 있다. 삽입기(50)는 매니폴드 허브(20) 및 카테테르(40)의 루멘을 통해

연장될 것이다. 삽입기(50)는 그 길이를 따라 점점 가늘어 질 수 있다.

카테테르(40)를 유방 유관에 삽입하는 과정 동안에, 유관구는 숙련자 또는 보조자에 의해 유두 표면 상에 정위되고, 제 1

삽입기(50)는 유관구를 통해 유방 유관으로 진행한다. 삽입기(50)는 기다란 가요성 유도 와이어, 보다 짧은 확장기 또는 기

타 상기 언급된 임의의 삽입기일 수 있다. 삽입기(50)가 유방 유관내에 정위되기 전 또는 후, 매니폴드 허브(20) 및 카테테

르(40)는 제 1 또는 제 2 삽입기(50)를 수용할 수 있다.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은 수용된 삽입

기(50)에 대해 록킹되어 매니폴드 허브(20)의 원위 단부에서 유체 기밀 시일을 형성하여, 카테테르(40)가 유방 유관에 삽

입되는 동안에 유체가 매니폴드 허브(20)에서 삽입기(50) 주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참조 도 9, 10, 12 및 13).

카테테르(40)가 의도한 대로 유방 유관내에 정위되면,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은 개방되고, 삽입기(50)는 제거된다(참

조 도 11 및 14). 이후,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은 다시 폐쇄되어 매니폴드 허브(20)를 실링할 수 있다. 이후, 유체는, 카

테테르(40)를 통해 유방 유관으로 주입 동안에 저항이 나타날 때까지 매니포드 허브(20)로 유입된다. 이 시점에서 유방 유

관이 충전되는 것이다. 이후, 주입 튜브, 예를 들어 튜브(34)는 폐쇄되어, 유체가 예정된 시간 동안 유방 유관에 잔류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정된 시간 동안, 유방은 마사지되고 압착되어 세척액과 유관액의 혼합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유체

가 유방 유관에서 유출되어 매니폴드 허브(20)에 유입되게 할 수 있다. 수거 튜브, 예를 들어 튜브(36)는 개방되고, 유방은

압착되어 유체가 카테테르(40)을 통해 전진하여 매니폴드 허브(20)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탁한 회수액이

매니폴드 허브(20)(이는 투명하거나 투명 윈도우를 포함할 수 있다)에 나타나면, 주입 튜브(34)가 개방되고, 유체가 매니

폴드 허브(20)에 주입되어 매니폴드 허브(20)에 모아진 유관액 샘플을 수거 튜브(36) 및 대기 수거 리셉터클에 밀어 줄 수

있다. 다르게는, 추가로 가능하게는, 흡인 압력이 매니폴드 허브(20)내 및 수거 튜브(36)에 인가되어 매니폴드 허브(20)내

잔류하는 임의의 유체를 수거 리셉터클에 흡인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또 다른 유체를 유방 유관에 주입한 후에, 또는

유방 유관내로부터의 주입된 유체 및 세포 물질의 회수 및 수거를 조장하기 위한 또 다른 압착 과정에 의해 반복된다.

일 구체예에서, 세척 방법은 표준 또는 전통적인 누운(얼굴을 위로 하여) 자세보다는 세척 절차 동안에 환자를 사실상 똑바

로 착석시키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르게는, 환자는 유두 및 유방이 아래로 위치하고 얼굴을 아래로 하는 엎드린 자세에

서 세척될 수 있다. 엎드려 얼굴을 아래로 하는 자세는 중력의 이점을 가질 수 있어, 유출 포트가 개방되는 경우의 절차 동

안에 유방 유관이 수거 리셉터클로 배수되게 한다. 따라서,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세척 절차는 유출 루멘이 폐쇄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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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개방된 유입 루멘을 통해 세척액을 유방 유관에 주입하고; 유방 유관이 충전되는 경우 유입 루멘을 폐쇄하고; 유방 유

관을 압착하거나 마사지하거나, 압착과 마사지를 모두 하고, 유출 루멘을 개방시켜 세척액을 수거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

다.

수거된 세포는 관상 상피 세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수거된 유관액은 분자 물질 및 세포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유관액 중

의 관상 상피 세포 및/또는 분자 및 세포 물질의 분석은 하기 논의되는 이러한 수거된 물질의 가능한 진단 방법에 따라 진

행할 수 있다. 수거된 세포 및 유체 및 유체 성분이 분석될 수 있다. 관상 세포를 포함하는 세척액은 진단 목적을 위해 분석

될 수 있다. 진단에 바람직할 수 있는 유액 관내 상태는 암 또는 암전 상태를 포함한다. 전암 상태는 비정형관증식(ADH)

또는 저급 관상피내암(LG-DCIS)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진단제는 섬유성, 낭포성 또는 수유와 관련된 병태를 포함하는

그 밖의 유방 유관련 병태의 진단능을 가질 수 있다. 진단제는 유관액과 (세척 과정에서 또는 유관액이 수거된 후에) 혼합

될 수 있다.

유관을 세척하기 위해 유관 내로 유입되는 유체는 공지되어 있는 생체적합성 유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세척액은 염

수, 인산염 완충 염수, 비흡수성 유체, 등장액, 삼투액, 저장액(hypotonic solution), 및 고장액(hypertonic solution)을 포

함할 수 있다. 이러한 세척액은, 예를 들어, 염수, 인산염 완충 염수, 비흡수성 유체, 등장액, 삼투액, 저장액, 고장액, 단백

질, 콜로이드, 당, 중합체, 만니톨, 소르비톨, 글루코스, 글리세롤, 수크로스, 라피노스, 프룩토스, 락툴로스, 염화나트륨, 폴

리에틸렌글리콜(PEG), 말토덱스트린, 덱스트란(예를 들어, 덱스트란 70), 히드록시에틸 전분, 유체 젤라틴, 합성 콜로이

드, 항체, 결합 단백질, 또는 알부민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진단제 또는 치료제는 매니폴드 허브(20) 및 카테테르(40)를 통해 유방 유관으로 유입될 수 있다.

유방 유관으로 주입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는 비흡수성 유체 및/또는 콜로이드 삼투압 제 및/또는 삼투압 제를 포함할 수 있

다. 이러한 제는 가용성일 수 있다. 이러한 제는 단백질, 콜로이드, 당 또는 중합체인 분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제는,

만니톨, 소르비톨, 글루코스, 글리세롤, 수크로스, 라피노스, 플룩토스, 락툴로스, 염화나트륨, 폴리에틸렌글리콜(PEG), 말

토덱스트린, 덱스트란(예를 들어, 덱스트란 70), 히드록시에틸 전분, 유체 젤라틴, 또는 합성 콜로이드일 수 있다. 이러한

제는 단백질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단백질은 결합 단백질 또는 항체일 수 있다. 결합 단백질은 알부민일 수 있다. 투여는 국

소 투여를 포함할 수 있으며, 국소 투여는 관내 투여를 포함할 수 있다. 유방의 유관으로부터 수거할 수 있는 유체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표준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은 비흡수성 유체 및/또는 삼투압제 및/또는 콜로이드 삼투압제를 관상 루멘으로

주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이러한 제를 관상 루멘에 전달하기 위한 의료 기구 및 이의 사용 설명서를 포함할 수 있다.

도 31A-D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서, 유방 유관내로 의료 장치, 예컨대, 카테테르를 삽입하는 것은

유압에 의해서 보조된다. 상기된 바와 같이, 카테테르(40)을 유관내로 도입하는 과정 동안에, 유관 개구는 유두의 표면상

에 위치하고 삽입기(50)은 유관 개수를 통해서 유관내로 진행된다(참조: 도 9, 10, 12 및 13). 삽입기(50)이 유관에 위치하

면, 카테테르(40)가 유관 괄약근 바로 뒤에 있는 유관구내로 도입된다. 이 시점에서, 삽입기(50)은 제거되며 유압이 카테테

르를 통해서 적용된다. 유압의 사용은 유관내로의 카테테르(40)의 삽입 동안 개방, 직선화, 및 윤활작용뿐만 아니라 유관

괄약근을 개방하는 것을 보조한다. 카테테르(40)가 유관내에 적절하게 자리를 하게 되면, 유압은 중단된다.

도 2A, 2B 및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은 주입 튜브(34)에 연결하기 위한 제 1 포트(30)을 포함하며, 이

러한 주입 튜브를 통해서 세척 유체, 진단제 또는 치료제를 포함한 물질이 주입 장치(38)로부터 제 1 포트(30), 매니폴드

허브(20), 최종적으로는 유관 접근 카테테르(40)로 전달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구체에에서, 주입 장치(38)는 또한 카테테

르(40)를 통해서 유압을 적용시켜 유관 괄약근의 투과를 보조하는데 사용된다. 연결된 주입 장치(38)는 시린지, 펌프, 또는

그 밖을 공지된 유체 용기를 포함할 수 있다. 한 구체예에서, 연결된 주입 장치(38)은 연속적인 펄스 유압을 제공하는 정밀

한 유체 펌프이다. 펄스 유압을 이용하는 이점은 유압이 카테테르의 증가되는 전진을 조절할 수 있어서, 유방 유관내의 압

력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펌프의 작동은 다양한 수단, 예컨대, 토글 스위치, 푸시 버튼, 발판 또는 본 기술분야에

공지된 그 밖의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주입 장치(38)은 유체 저장소, 예컨대, 환자의 유방 위의 위

치에 정위된 백 또는 용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예에서, 환자의 유방 위의 용기의 높이 및 중력이 주입 장치(38)로

부터 주입 튜브(34)로 유체를 전달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유체는 체온 이상의 온도로 가온되어 유관

괄약근 및 유관 조직을 이완시켜 카테테르를 삽입하는 것을 보조한다.

상기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장치는 일방 체크 밸브(39)(도 4)를 포함하여 매니폴드 허브(20) 내외로의 유체의 흐름을 제

어할 수 있다. 튜브(34)내의 체크 밸브(39)는 예를 들어 유압이 적용되는 경우 유체가 주입 장치(38) 내로 역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유사하게, 튜브(36)내의 체크 밸브(39)는 매니폴드 허브(20)내의 유체가 수거 장치(39)내로 역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튜브(34 및 36)상의 핀치 클램프는 체크 밸브(39)중 하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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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둘 모두를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크 밸브(39)는 주입 튜브(34)내에 위치될 수 있으며, 통상의 핀치 클램프가 수

거 튜브(36)상에 위치할 수 있다. 튜브(34 및 36)내의 유체 흐름의 방향 및 타이밍을 조절하는 그 밖의 공지된 장치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다양한 또 다른 조합이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을 포함한 명세서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다양한 조합 또

는 서브 조합으로 포함하는 본 발명을 정의하는데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기술분야의 전문가라면, 본 명세서로부터 본

발명의 특징의 또 다른 조합이 단독으로 또는 본원에 정의된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 또는 단계와 함께 본 발명의 변형 또는

변경 또는 본 발명의 일부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원에 기재된 본 발명의 설명은 그러한 변

화 및 변경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

유관 접근 장치를 통한 제어된 유압을 이용하는 유방 유관의 조작.

사용사 작동 밸브가 장착된 유관 세척 마이크로카테테르 및 니티놀 삽입기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진단 또는 치료학적 의료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어도 일부가 포유동물의 채내로 도입되는 의료 기기에 관

한 것이며, 특히, 본 발명은 유관구를 통해서 유방 유관 내로 도입하기 위한 크기를 지니는, 진단 또는 치료학적 의료적 절

차 동안 이용 가능한, 의료 기기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유방은 유두로부터 뻗어나오며 상당히 조밀한 연결 조직에 의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복잡한 유방 유관 시스템을 포함하는

특수화된 선 구조(glandular structure)이다. 각각의 이들 유방 유관은 유관액(ductal fluid)이 나타날 수 있는 유두 표면

상의 관련된 유관구를 포함한다. 각각의 관은 주요 유즙 지류(lactiferous branch)를 통해 배액되는 일련의 연속되는 소엽

간 지류 (interlobular branch)를 포함하며, 상기 유즙 지류는 연합된 유관구를 통해 유두에서 끝나고 유방에서 퇴거한다.

유관구에 바로 근접하여, 각각의 유관은 유관액이 축적할 수 있는 유관도(lactiferous sinus)를 포함한다. 관상 괄약근은

유관도 내에 있으며, 유관액이 비의도적으로 관련 유관구를 통해 유방 유관을 나오지 못하게 한다.

유방암은 이러한 유방 유관의 내피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수십년 동안 유방암 연구에 전념했던 의료 단체의 많은

연구진은 유방 유관내로부터의 유두 유출액에서 회수한 세포의 세포학적 분석이 유방암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왔고, 이를 보여 주었다. 실제로, 파파니콜라우(Papanicolaou)는 유두 유

출액에 함유된 세포를 분석하므로써 유방암에 대한 "Pap" 도말(smear) 가능성의 기원에 기여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암

특이적 마아커가 유두 흡인에 의해 얻어진 유관액에서 검출되었다. 그러나, 의료 단체의 연구진에 의해 사용된 회수 기술

및 기기는 보편으로는 의미있는 유관액 샘플을 얻지 못하였다.

관상 상피 세포를 포함하는 유방 유관액 샘플을 회수하려는 노력함에 있어서, 숙련자들은 내재하는 모발형 단일 루멘 카테

테르(indwelling hair-like single lumen catheter)를 사용하여 유방 유관으로 세척액을 유입시켰다. 이러한 세척액이 유

방 유관에 유입된 후, 유체 유입 카테테르는 제거되었다. 이후, 외부적으로 인가되는 유두 흡인 기술 또는 유방에 인가되는

외압이 사용되어 유관액의 샘플을 수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관상 괄약근의 유체 보유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유

방의 측면을 따라 또는 유두 표면 상에 상당히, 때로는 고통스럽게 가압될 것을 요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의미있는

세포 분석을 위한 충분한 수의 관상 상피 세포를 갖는 의미있는 유관액 샘플을 보편적으로는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일반적으로 20개 이하의 관상 상피 세포를 갖는 샘플을 회수하게 한다. 추가로, 이러한 기술은 10개 이상의 세포로

된 세포 클러스터(cluster)를 갖는 샘플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얻어진 유체 샘플은 회수된 관이 전암 또

는 암 세포를 포함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징후를 일관되게 제공할 수 없다. 일관되고, 의미있는 관상 상피 세포 샘

플은 본원에서 그 전부가 참고 문헌으로 인용되는 헝(Hung)) 등의 미국 특허 제 6,413,228호에 개시된 의료 기기에 의해

제공되었다.

그 밖의 의료 기기, 예컨대 유선조영술 동안에 사용되는 것들은 유방 유관내 암 세포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유방 유관 내에 삽입된다. 그러나, 이들 기구는 수행되는 절차 동안에 유방 유관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로 연장된다. 이러한

거리는 12 인치 이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작업자가 상기 기구를 잡고있지 않을 경우, 관으로부터 연장되는 기구 단면의

중량 및 길이에 의해 생성된 모멘트가 기구의 내재부를 관의 측벽과 결합하여 관을 비틀고/거나 꼬이게 하고, 유두를 일그

러뜨릴 수 있다. 관 및 유두에 대한 이러한 효과는 기구의 내재부를 꼬이게 하거나 주름지게 하므로써 의료적 절차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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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환자의 관을 손상시키고 환자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는 이러한 기다란 기구

에 의해 유발되는 통증 및 불쾌감을 견디어 내거나, 보조자가 의료적 절차 동안에 환자 위로 기구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수술대 주위의 한정된 공간 내에서, 그리고 유두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에서, 보조자가 유방 유관으로 연장되

는 기구의 단부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를 수용하기 전에, 환자는 의

료적 절차 동안에 불쾌감을 감수할 것인지 수행되는 의료적 절차를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선행 기술의 기기는

또한 유두를 둘러싸고 있는 영역에서 작용하는 동안에, 숙련자 또는 보조자에 의해 용이하게 붙잡아 조절하도록 인체공학

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본 발명의 한 일면에 따르면, 유방 유관내에 물질을 도입하거나 제거하는 유방 유관내에 도입되고 정위된 장치를 제공한

다. 이러한 장치는 매니폴드 허브의 한 단부에서 매니폴드 허브를 통해서 연장되는 도관형 삽입기에 대해서 밀봉하는 실링

피팅을 포함하는 매니폴드 허브를 포함하는데, 상기 실링 피팅은 반복적으로 개방되고 밀폐될 수 있는 구멍을 포함하고,

매니폴드 허브의 측면은 한 단부에서 허브의 기저에 연결되고 다른 단부에서는 연결되지 않은 두 개의 양측 가요성 아암을

포함하여 구멍이 밀폐되게 하고, 아암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연결되지 않은 아암의 단부가 실링 피팅을 더 이상 압박하지

않고 구멍이 개방된다. 실링 피팅은 실리콘 개스킷으로 구성될 수 있다. 장치는 또한 가요성 아암과 허브의 몸체 사이에 위

치하는 스프링을 포함하여 스프링이 아암을 작동 위치에서 유지되게 할 수 있다. 아암의 자유 단부는 연동 후크

(interlocking hook)일 수 있다. 도관형 삽입기는 고리형 핸들일 수 있다. 도관형 삽입기는 니티놀과 같은 가요성 물질로

제조될 수 있으며, ㅇ약 025 인치로부터 약 0.008 인치로 가늘어지는 원위 팁을 지닐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서, 인간 유방 유관으로부터 세포성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러한 방법은 매니폴드

허브의 한 단부에서 매니폴드 허브를 통해서 연장되는 도관형 삽입기에 대해서 밀봉하는 피팅을 포함한 매니폴드 허브를

포함하는 장치를 사용함을 포함하는데, 상기 피팅은 반복적으로 개방 및 폐쇄될 수 있는 구멍을 포함하고, 매니폴드 허브

의 측면은 한 단부에서 허브의 기저에 연결되고 다른 단부에서는 연결되지 않으며 서로 실질적으로 평행한 두 개의 양측

가요성 아암을 포함하고, 상기 아암은 압박된 위치에서 고정되어 연결되지 않은 아암의 단부가 피팅을 압박하여 구멍이 밀

폐되게 하고, 아암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연결되지 않은 아암의 단부가 더 이상 피팅을 압박하지 않고 구멍을 개방시키도록

구성된 장치를 사용함을 포함하고; 삽입기를 유방 유관의 내부 경로내로 삽입하는 단계 및 카테테르를 유방 유관내로 진행

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서, 인간 유방 유관으로부터 세포성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러한 방법은 매니폴드

허브의 한 단부에서 매니폴드 허브를 통해서 연장되는 도관형 삽입기에 대해서 밀봉하는 피팅을 포함한 매니폴드 허브를

포함하는 장치를 사용함을 포함하는데, 상기 피팅은 반복적으로 개방 및 폐쇄될 수 있는 구멍을 포함하고, 매니폴드 허브

의 측면은 한 단부에서 허브의 기저에 연결되고 다른 단부에서는 연결되지 않으며 서로 실질적으로 평행한 두 개의 양측

가요성 아암을 포함하고, 상기 아암은 압박된 위치에서 고정되어 연결되지 않은 아암의 단부가 피팅을 압박하여 구멍이 밀

폐되게 하고, 아암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연결되지 않은 아암의 단부가 더 이상 피팅을 압박하지 않고 구멍을 개방시키도록

구성된 장치를 사용함을 포함하고; 삽입기를 유방 유관의 내부 경로 내로 삽입하는 단계, 외장을 유방 유관내로 진행시키

는 단계, 및 카테테르를 유방 유관 내로 진행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의료 기기의 투시도이다.

도 2a 및 2b는 도 1에 도시된 의료 기기의 또 다른 구체예의 단면도이다.

도 3은 도 1의 의료 기기의 파쇄 투시도이다.

도 4는 매니폴드 허브와 각 주입 및 수거 장치 간에 연장되는 주입 라인 및 수거 라인을 갖는 도 1의 의료 기기의 상부도이

다.

도 5는 주입 라인 및 수거 라인을 지닌 도 1에 도시된 의료 기기의 측면도이다.

도 6은 도 1에 도시된 의료 기기의 또 다른 투시도이다.

도 7 및 8은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의료 기기의 또 다른 구체예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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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및 10은 강성(stiff) 삽입기를 사용하여 도 1의 의료 기기를 유방 유관에 도입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도 12-14는 가요성 삽입기를 사용하여 도 1의 의료 기기를 유방 유관에 도입하는 또 다른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도 32-36은 사용자 작동 밸브가 있는 유관 세척 마이크로카테테르 및 고리형 핸들이 있는 니티놀 삽입기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의료 기기의 또 다른 구체예를 도시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1은 유방 유관 내에서 의료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로우 프로파일의 단일 루멘 의료 기기(10)의 구체예를 도시한 것이

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용어 "의료적 절차"는 준비 절차, 진단 절차 또는 치료 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유방

유관으로 물질을 전달하는 단계 및/또는 유방 유관내로부터 물질을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의료 기기(10)는 매니폴드 허브(20)에 전달된 관상 세척액을 유방 유관에 주입하고, 분석을 위해 유방 유관

내로부터 수백개의 관상 상피 세포 및/또는 10개 초과의 세포로 된 세포 클러스터를 포함하는 유관액 샘플을 수거하거나

유출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의료 기기(10)는 진단제 또는 치료제를 유방 유관으로 주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기(10)는 또한 환자에게 기기(10)를 고정시키기 위한 부재(11)를 포함할

수 있다. 고정 부재(11)는 기기(10)를 환자에게 접촉시키고 부착시키기 위해 한 측면에 생체적합성 접착제를 가질 수 있다.

부재(11)는 환자 몸에 대해 매니폴드 허브(20)의 이동을 방지하도록 사이징된다. 도 7 및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재(11)

의 섹션(11a) 및 (11b)는 고정 부재(11)의 크기가 절차 동안에 형성된 힘 및 환자에 대해 조절될 수 있도록 서로 접힐 수 있

다. 또한, 상기 부재(11)는 스페이서(90)(하기 논의됨) 단부에 위치할 수 있다.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의료 기기(10)는 매니폴드 허브(20), 및 매니폴드 허브(20)의 원위 단부(21)로부터 연장되는

관상 접근 카테테르(40)를 포함한다. 이러한 접근 카테테르(40)는 유방 유관에 접근하도록 사이징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는 카테테르(40)의 길이에 평행하게 연장되는 방향으로 저 프로파일(높이)을 가질 수 있다. 도 1-6에 도

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의 높이는 그 길이(카테테르(40)의 길이에 수직으로 연장되는 방향)보다 낮을 수 있다.

제 1 구체예에서, 매니폴드 허브(20)는 폭이 약 0.25인치 내지 약 0.375인치 범위이며, 높이가 약 0.75인치 내지 약 1.0인

치 범위이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매니폴드 허브(20)는 내부 유체 용량이 1ml 이하이다. 매니폴드 허브(20)의 로우 프로

파일은 큰 토오크(torque)가 의료적 절차 동안에 환자의 관에 인가될 수 있는, 카테테르(40)의 길이를 따라 소정의 위치에

서 피봇점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보조할 것이다. 관의 토오크를 없애거나, 적어도 상당히 감소시키므로써, 관은 관상 조직

의 위치 변화로 인해 꼬여 폐쇄되지 않거나, 관의 상피 내막을 누르는 카테테르(40)로 인해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

기(10)는 보조자 또는 숙련자에 의해 용이하게 취급하고 붙잡을 수 있어 매니폴드 허브(20) 및 카테테르(40)가 용이하게

조작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갖는다.

매니폴드 허브(20)가 유두 표면으로부터 이격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입식 스페이서(90)는 도 7 및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의 원위 단부, 및 카테테르(40)의 근위 단부에 위치할 수 있다. 인입식 스페이서(90)는 약 1 mm 내지 약

10mm의 범위, 보다 일반적으로는 약 5mm의 범위로 스페이싱 간격을 가질 수 있다. 제 1 구체예에서, 인입식 스페이서

(90)는 제 2 스페이싱 부재(93)내에 수용된 제 1 스페이싱이 부재(92)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르게는, 상기 제 1 스페이싱 부

재(92)는 망원경식으로 제 2 스페이싱 부재(93)를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예에서, 제 1 부재(92)는 매니폴드 허브

(20)에 대해 이동하지 못하도록 고정되고, 제 2 부재(93)는 제 1 부재(92) 및 매니폴드 허브(20) 두 모두에 대해 이동가능

하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스페이싱 부재(92, 93)는 모두 매니폴드 허브(20)에 대해 이동가능하다. 유두 표면으로부터 매

니폴드 허브(20)의 스페이싱에 요구되는 거리, 예를 들어 약 15mm 내지 20mm는 연장된 위치에서 스페이싱 부재(92,93)

를 록킹(locking)하므로써 조절될 수 있다(도 8). 다르게는, 인입식 스페이서(90)가 인입된 위치에서 록킹될 수 있다(도 7).

또 다른 구체예에서, 인입식 스페이서(90)는 인입 위치를 달성하기 위해 매니폴드 허브(20)의 일부를 활주가능하게 수용

하고, 연장된 위치를 달성하기 위해 매니폴드 허브(20)의 단부에서 록킹될 수 있는, 단일의 이동가능한 스페이싱 부재(95)

를 포함한다. 상기 논의된 임의의 구체예에서, 스페이싱 부재(92, 93, 95)는 서로 및 매니폴드 허브(20)에 대한 병진 운동

에 대해 각각의 스페이싱 부재(92, 93, 95)를 록킹시키기 위해 서로 및 매니폴드 허브(20)에 대해 회전될 수 있다. 망원용

부재에 대한 임의의 공지된 회전 록킹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다르게는, 스페이싱 부재(92, 93, 95)는 널리 공지되어 있

는 스냅 록(snap lock)을 사용하여 록킹된 위치로 스냅핑될 수 있다. 추가의 스페이싱이 요구되는 경우, 상기한 크기의 부

재(92, 93, 95) 또는 두개 초과의 망원용 부재가 구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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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폴드 허브(20)는 보조자 또는 숙련자가 매니폴드 허브(20)내 유체 및 물질을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투명한 물질로 형

성될 수 있다. 투명한 재료는 플라스틱, 예컨대, ABS 플라스틱 또는 기타 공지된 플라스틱 재료일 수 있다. 도 1-8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의 구체예는 실질적으로 "F" 형상을 가질 수 있다.

도 2a, 2b 및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는 주입 튜브(34)로의 연결을 위한 제 1 포트(30)를 포함하며, 주입

튜브(34)를 통해 세척액, 진단제 또는 치료제를 포함하는 물질이 주입 장치(38)로부터 제 1 포트(30), 매니폴드 허브(20),

및 궁극적으로는 관상 접근 카테테르(40)에 전달된다. 연결된 주입 장치(38)는 주사기 또는 기타 공지된 유체 용기를 포함

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주입 장치(38)는 환자 유방 위 소정 위치에 배치된 백 또는 용기와 같이 유체 리셉터클을 포함

할 수 있다. 이 구체예에서, 환자의 유방 상의 용기의 높이 및 중력은 유체를 주입 장치(38)로부터 주입 튜브(34)로 전달하

는 데 사용된다.

도 2a, 2b 및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는 수거 튜브(36)로의 연결을 위한 제 2 포트(32)를 포함한다. 유방

유관내로부터 수거된 유관액 샘플은 매니폴드 허브(20)로부터 수거 튜브(36)를 통해 수거 리셉터클(39)에 전달될 수 있다.

수거 리셉터클(39)은 주사기, 또는 의료용 유체 백 또는 용기를 포함하는 기타 공지된 유체 수거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수거 리셉터클(39)은 음압원을 포함하거나 연결되어 저압 영역이 수거 튜브(36), 및 필요에 따라 회수된 유관

액 샘플을 수거 리셉터클(39)에 전달하는 것을 보조하는 매니폴드 허브(20)내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저압 영역,

예를 들어, 일 구체예에서의 진공 영역은 구상 주사기(bulb syringe), 수작동 진공원, 발작동 진공원 또는 모터 제어 진공

원을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진공원은 수거 튜브(36)내 음압을 형성하는 펌프를 포함할 수 있다. 보다 낮은 압력

원 이외에, 또는 저압원 대신에, 수거 튜브(36)내 저압이 유체를 매니폴드 허브(20)에 주입하여 형성될 수 있으며, 이로써

수거 튜브(36)에 비해 매니폴드 허브(20)내의 압력을 증가시킨다. 임의의 이러한 구체예에서, 수거 리셉터클(39)이 의료적

절차 동안에 환자 아래 소정 위치에 위치하여, 수거된 유관액 샘플이 중력에 의해 리셉터클(39)에 전달될 수 있다.

제 1 및 제 2 포트(30, 32)는 도 2a 및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의 측벽을 따라, 관으로 또는 관으로부터

의 유체 흐름에 도움을 주는 원형, 타원형 또는 기타 기하 형태인 개구를 포함할 수 있다. 포트(30, 32)의 직경은 관으로의

바람직한 유량 또는 관으로부터의 흡인율 또는 수거율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직경일 수 있다. 따라서, 포트(30, 32)의 직경

은 약 0.060인치 내지 약 0.090인치의 범위일 수 있다. 어느 한 포트(30, 32)가 다른 하나에 비해 크거나 작을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차별된 포트 크기는 루멘의 어느 하나에 또는 어느 하나로부터의 목적하는 유량을 제공하거나, 세척액 또는

유관액의 주입 및 흡인 또는 수거의 총괄적인 세척 효율을 제공한다.

도 1-6은 제 1 및 제 2 포트(30, 32), 및 이들의 관련된 각각의 튜브(34, 36)가 매니폴드 허브(20)과 카테테르(40)의 종축

에 대해 횡으로 연장되는 커넥터 하우징(connector housing)(25)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도시하고 있다. 커넥터 하우징(25)

은 단일 부재로서 매니폴드 허브(20)와 함께 일체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다르게는, 커넥터 하우징(25)은 매니폴드 허브

(20)와 별개로 형성되어 카테테르(40)에 대해 하기에 논의되는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에 고정될 수 있다. 커넥터 하

우징(25)은 각각이 튜브(34, 36) 중 하나를 수용하는 두개의 채널(26)을 포함한다. 채널(26)은 매니폴드 허브(20) 상의 포

트(30, 32)로부터 커넥터 하우징(25)의 외측 단부 표면으로 연장된다. 각각의 채널(26)은 튜브(34, 36)의 각각의 포트(30,

32)로의 용이하고, 신뢰성 있으며 신속한 연결을 위해 각각의 매니폴드 허브 포트(30, 32)와 함께 수용된 튜브를 정렬시킨

다. 또한, 채널(26)은 포트(30, 32)로의 연결 지점에서 튜브(34, 36)를 지지하여 튜브(34, 36)가 각각의 포트(30, 32)를 연

결하는 지점에 대해 모멘트(관을 비틀어지게 할 수 있는)를 형성하지 않는다. 또한, 커넥터 하우징(25)은 보조자 또는 숙련

자에 의해 잡힐 수 있는 일체적으로 형성되거나, 다르게는 고정된 융선(ridge)(29)을 갖는 윤곽이 있는 측벽(28)을 포함할

수 있다. 윤곽이 있는 측벽(28)은 보조자 또는 숙련자에 의해 쉽게 쥐어질 수 있게 하고, 보조자 또는 전문자들이 기기(10)

를 주시하지 않고도 절차 동안에 기기(10)를 배향시킬 수 있다.

도 2b에 도시된 구체예에서, 제 1 및 제 2 포트(30, 32)는 커넥터 하우징(25)내에서 연장되며, 가요성 주입 튜브 및 수거

튜브(34, 36)를 수용하는 포스트(post)(35)를 포함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주입 및 수거 튜브(34, 36)는 수술용 튜브와

같은 가요성 튜브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튜브(34, 36)는 가요성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임의의 가요성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튜브(34, 36)는 가요성 PVC로 형성된다.

포스트(35)는 튜브(34, 36)가 포스트(35) 상에 또는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 튜브(34, 36)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다. 다르

게는, 포트(30, 32) 및 이의 관련 포스트(35)는 튜브(34, 36)의 제 1 단부 상의 상응하는 루어 록 피팅(luer lock fitting)과

함께 작동하는 루어 록 피팅(미도시됨)을 포함할 수 있다. 튜브(34, 36)의 제 2 단부는 또한 주사기 또는 그 밖의 유체 용기

상의 표준 루어 록 피팅과 짝을 이루는 루어 록 피팅을 포함할 수 있다. 루어 록 피팅은 수 또는 암 피팅일 수 있다. 본원에

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주사기 및 기타 유체 용기는 염수, 진단물질, 예컨대, 대조 물질, 및 치료적 처리 물질을 주입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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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로 운반하여 주입한다. 튜브(34, 36)는 UV 경화성 접착제 또는 기타 공지된 결합제를 사용하여 매니폴드 허브(20)의

포스트(35) 및 루어 록에 고정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튜브(34, 36)는 오버몰딩(overmolding)에 의해 매니폴드

허브(20) 및 루어록에 고정될 수 있다.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포트(30)는 매니폴드 허브(20)의 외주를 따르는 제 2 포트(32)에 인접하여 위치할 수 있

다. 도시된 구체예에서, 원주에 인접하는 포트(30, 32)는 매니폴드 허브(20)의 제 1 및 제 2 단부(22, 24)로부터 동일한 종

방향 거리로 이격된다. 포트(30, 32)의 이러한 스페이싱은 상기 논의되는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가 숙련자 또는 기

타 보조자로부터의 지지 없이 환자에게 위치되는 경우에 관을 비틀어 지게 하는 모멘트 및 관련된 힘을 형성하지 않을, 소

형이고 로우 프로파일의 매니폴드 허브(20)를 제공한다.

제 2 포트(32)는 매니폴드 허브(20)의 벽 주변의 제 1 포트(30)로부터 임의의 거리로 원주로 이격될 수 있다. 일 구체예에

서, 제 1 포트(30)는 매니폴드 허브(20) 둘레의 제 2 포트(32)로부터 45 내지 90도 오프셋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제 1 포트(30)는 90 내지 180도 만큼 제 2 포트(32)로부터 매니폴드 벽을 따라 원주로 오프셋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

에서, 제 1 포트(30)는 제 2 포트(32)로부터 약 180도 만큼 원주로 오프셋되어 제 1 및 제 2 포트(30, 32)가 매니폴드 허브

(20)내에서 서로 대립한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제 2포트가 매니폴드 허브(20)를 따라, 제 1 포트(30) 보다 카테테르(40)로부터 보다 멀리 세로방향

거리로 이격되는 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구체예에서, 제 2 포트(32)는 수거 카테테르(40)로부터 매니폴드 허

브(20)에 유입되는 유체를 수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포트는 카테테르(40)의 원위 팁(distal tip)으로

부터 약 2.0cm에 위치할 수 있고, 한 포트는 카테테르(40)의 원위 팁으로부터 약 2.5cm에 위치할 수 있다.

튜브(34, 36)는 매니폴드 허브(20)내로, 이로부터 유체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일방향 체크 밸브(39)를 각각 포함할 수 있

다. 튜브(34)내 체크 밸브(39)는 예를 들어 세척액이 튜브(34)로 주입된 후에 튜브(34)에 연결된 주사기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유사하게, 튜브(36)내 체크 밸브(39)는 튜브(36)내 회수된 유관액 샘플이 매니폴드 허브(20)로 역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튜브(34, 36) 상의 핀치 클램프(pinch clamp)가 체크 밸브(39)중 하

나 또는 둘 모두를 대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크 밸브(39)는 주입튜브(34)내에 위치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핀치 클램프

가 수거 튜브(36) 상에 위치할 수 있다. 또한, 튜브(34, 36) 내에 유체 흐름의 방향 및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한 그 밖의 공지

의 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테테르(40)는 매니폴드 허브(20)에 고정되는 얇은 벽의 마이크로카테테르(41)를 포함한다.

제 1 구체예에서, 마이크로카테테르(41)는 매니폴드 허브(20)의 일부로서 일체적으로 형성된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마이

크로카테테르(41)는 별개의 부분으로서 형성된 후, 미세용접 또는 UV 경화성 접착제에 의해 매니폴드 허브(20)에 고정된

다. 마이크로카테테르(41)를 매니폴드 허브(20)에 고정시키기 위해 그 밖의 기술이 사용될 수도 있다. 상기 논의된 임의의

구체예에서, 카테테르(40)는 용이하게 유방 유관 개구에 도입되게 하는 윤활성 코팅을 제공하는 공지의 제(agent)로 코팅

될 수 있다. 이러한 코팅은 윤활제, 세척제, 마취제 및/또는 확장제를 포함할 수 있다. 마이크로카테테르(41)는 FEP와 같은

임의의 공지된 생적합성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카테테르(40)는 내부 루멘(43)의 직경이 약 0.008인치(약 0.2mm) 내지

약 0.047인치(약 0.12mm)의 범위인, 약 0.01인치(약 0.25mm) 내지 약 0.05인치(약 1.25mm) 범위의 외경을 가질 수 있

다. 일 구체예에서, 마이크로카테테르(41)는 외경이 약 0.030인치(약 0.762mm)이고, 내경이 약 0.025인치(약 0.63mm)

인 내부 루멘(43)을 갖는다.

카테테르(40)는 카테테르의 원위 단부가 유방 유관에 도입된 깊이를 사용자가 측정하게 하는 카테테르(40)의 외표면 상의

길이 표시부(미도시됨)를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카테테르(40)는 카테테르의 삽입이 예정된 거리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하는 일체적으로 형성되거나 부착된 정지 부재(미도시됨)를 포함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정지 부재는 카테테

르(40)의 원위 부분이, 마디가 카테테르(40)의 원위 단부로부터 이격되는 거리보다 길게 관(duct)에 유입되지 않도록 증가

되는 직경을 갖는, 카테테르(40) 상의 마디(knob)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테테르(40)는 길이를 따라 점점 가늘어져서 수용되는 삽입기(50)로 원활하게 전이되게 하

므로써, 환자에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카테테르(40)와 삽입기(50) 간의 전이가 현저하지 않아 환자가 느끼지 않게 한다.

카테테르(40)는 또한 그 원위 단부에 비외상적(atraumatic) 원위팁부(42)를 포함할 수 있다. 원위팁부(42)는 점점 가늘어

지고/지거나, 윤곽이 있고(conturing)/있거나 라운딩(rounding)되어 유관구를 통한 유입, 및 관상 골격근을 지나 관상 루

멘으로의 삽입시 관에 대한 외상을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 원위팁부(42)는 또한 관상 세척 또는 진단제 및/또는 치료

제의 주입과 같은 의료적 절차가 완료된 후, 관으로부터 카테테르(40)의 제거시에 외상을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 이

러한 원위팁부(42)는 예컨대,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에테르, 폴리아미드,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이들의 공중합체

등을 포함하는 연질 중합체 물질로 구성될 수 있다. 원위팁부(42)는 직경이 약 0.012인치(약 0.031mm) 내지 약 0.0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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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0.051mm)의 범위일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원위팁부(42)는 직경이 약 0.014인치(약 0.036mm) 내지 약 0.018인

치(약 0.046mm)의 범위일 수 있다. 원위팁부(42)(카테테르(40)의 원위부의 원위 단부로부터 카테테르(40)의 근위 단부

쪽으로 연장되는) 길이는 약 0.10인치(약 0.25cm) 내지 약 1.0인치(약 2.5cm)의 범위, 보다 일반적으로 약 0.20인치(약

0.50cm) 내지 약 0.70인치(약 1.8cm)의 범위일 수 있다.

원위팁부(42)를 포함하는 카테테르(40)의 강성 원위부는 평균 굽힘 강성(bending stiffness)이 약 0.010인치-lbs 내지 약

0.5인치-lbs의 범위일 수 있다. 또한, 카테테르(40)는 강성이 중량 봉합사(heavy suture)의 강성(약 0.025 OD)과 유사할

수 있다. 카테테르(40)의 근위부는 유관구를 통한, 및 관상 루멘으로의 삽입을 억제하는 단면적 형태 및/또는 크기를 가질

수 있다.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이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니폴드 허브(20)의 근위 단부(22)에 위치하여 사용자가 카테

테르(40)를 삽입기(50) 상에 용이하게 수용하고 이동하도록 할 수 있다.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은 유도 와이어

(guidewire), 탐침(stylet), 확장기 등을 포함하는 삽입기(50)(하기에서 논의됨)가 연장될 수 있는 개구(77)를 커버링하고

실링하기 위해 매니폴드 허브(20)의 단부에 위치한다.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은 삽입기(50)를 수용하기 위한 소공(74)

을 포함하는 실리콘 플러그(72) 및 나사산 캡(threaded cap)을 포함한다. 나사산 캡(76)이 제 1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실리콘 플러그(72)는 변경되어, 소공(74)의 크기가 감소된다. 이는 실리콘 플러그(72)가 삽입된 삽입기(50) 주변에 시일을

형성하게 한다. 나사산 캡(76)이 반대방향인 제 2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소공(74) 및 형성된 시일이 개방하므로써 삽입

기(50)가 제거되게 한다. 또한, 실리콘 플러그(72)는 매니폴드 허브(20)의 근위 단부를 밀봉하도록 폐쇄될 수 있어 삽입기

(50)이 존재하지 않게 되며, 이에 따라 매니폴드 허브(20)의 원위 단부는 근위 단부(22)에 삽입기(50)가 없는 경우에 유체

흐름에 대해 밀봉될 수 있다.

삽입기(50)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관구를 통해 유방 유관 및 관상 루멘으로 카테테르(40)을 위치시키는 것을 보조

하는 매니폴드 허브(20)내에 위치할 수 있다. 삽입기(50)는 끝이 가늘어 지는 확장기, 일련의 점차적으로 직경이 커지는 확

장기, 끝이 가늘어지는 유도 와이어를 포함하는 유도 와이어, 탐침 또는 그 밖의 공지된 삽입기를 포함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삽입기(50)는 매니폴드 허브(20)의 근위 단부에서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을 통과하므로써 삽입기(50)는 카

테테르(40)를 정위시킨 후, 및 세척액의 주입/수거 전에 제거될 수 있다.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유방 유관에 삽입되기 전

에,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은 삽입 동안에 삽입기(50) 상으로 내려 간 후, 카테테르(40)가 목적하는 깊이로 유방 유관

내에 위치하면 철회될 수 있다. 삽입기(50)는 금속 와이어 또는 가요성 플라스틱 코드(cord)와 같은 강성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삽입기(50)는 폴리프로피렌 모노필라멘트와 같은 가요성 물질 또는 스테인레스강으로 형성될 수 있

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삽입기(50)는 상이한 강성을 갖는 동일 물질 또는 다중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삽입기

(50)는 동일한 삽입기(50)의 인접하는 섹션에 비해 보다 가요성인 섹션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삽입기(50)

는 관상 루멘내에 삽입기(50)를 가이딩하기 위한 제 1 강성부, 및 삽입기(50)가 삽입되는 관상 루멘 또는 루멘 지류의 형상

에 일치하도록 하는 제 2 가요성부를 가질 수 있다. 상기 논의된 임의의 구체예에서, 삽입기(50)는 도관형 삽입기(50)의 삽

입 및 진행 동안에 삽입기(50)와 유방 유관 간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액체 또는 무수 윤활제 물질로 코팅될 수 있다.

삽입기(50)는 형상 기억 금속 및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조될 수 있으며, 유방 유관을 부드럽게

탐침(probing)하고 접근하기 위해 점점 가늘어지는 팁 및/또는 비외상적 팁을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점점 가늘어 지

는 팁(52)은 카테테르(40)가 유방 유관으로 삽입되는 동안에 카테테르(40)의 원위 방향으로 연장될 것이다. 유방 유관의

접근이 완료된 후, 삽입기(50)가 철회될 수 있으며,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은 폐쇄될 수 있으며, 내재 카테테르(40)는

관상 골격근에 대해 먼 위치에 위치할 수 있다. 삽입기(50)는 외경이 약 0.005인치 내지 약 0.030인치일 수 있다. 일 구체

예에서, 삽입기(50)는 외경이 약 0.010인치일 수 있다. 삽입기(50)는 매니폴드 허브(20) 및 카테테르(40)의 루멘을 통해

연장될 것이다. 삽입기(50)는 그 길이를 따라 점점 가늘어 질 수 있다.

카테테르(40)를 유방 유관에 삽입하는 과정 동안에, 유관구는 숙련자 또는 보조자에 의해 유두 표면 상에 정위되고, 제 1

삽입기(50)는 유관구를 통해 유방 유관으로 진행한다. 삽입기(50)는 기다란 가요성 유도 와이어, 보다 짧은 확장기 또는 기

타 상기 언급된 임의의 삽입기일 수 있다. 삽입기(50)가 유방 유관내에 정위되기 전 또는 후, 매니폴드 허브(20) 및 카테테

르(40)는 제 1 또는 제 2 삽입기(50)를 수용할 수 있다.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은 수용된 삽입

기(50)에 대해 록킹되어 매니폴드 허브(20)의 원위 단부에서 유체 기밀 시일을 형성하여, 카테테르(40)가 유방 유관에 삽

입되는 동안에 유체가 매니폴드 허브(20)에서 삽입기(50) 주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참조 도 9, 10, 12 및 13).

카테테르(40)가 의도한 대로 유방 유관내에 정위되면, 토우히-보르스트 피팅(70)은 개방되고, 삽입기(50)는 제거된다(참

조 도 14). 이후, 토우히-보르스트(70)는 다시 폐쇄되어 매니폴드 허브(20)를 밀봉할 수 있다. 이후, 유체는, 카테테르(40)

를 통해 유방 유관으로 주입 동안에 저항이 나타날 때까지 매니포드 허브(20)로 유입된다. 이 시점에서 유방 유관이 충전

되는 것이다. 이후, 주입 튜브, 예를 들어 튜브(34)는 폐쇄되어, 유체가 예정된 시간 동안 유방 유관에 잔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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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정된 시간 동안, 유방은 마사지되고 압착되어 세척액과 유관액의 혼합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유체가 유방 유관

에서 유출되어 매니폴드 허브(20)에 유입되게 할 수 있다. 수거 튜브, 예를 들어 튜브(36)는 개방되고, 유방은 압착되어 유

체가 카테테르(40)을 통해 전진하여 매니폴드 허브(20)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탁한 회수액이 매니폴드 허

브(20)(이는 투명하거나 투명 윈도우를 포함할 수 있다)에 나타나면, 주입 튜브(34)가 개방되고, 유체가 매니폴드 허브

(20)에 주입되어 매니폴드 허브(20)에 모아진 유관액 샘플을 수거 튜브(36) 및 대기 수거 리셉터클에 밀어 줄 수 있다. 다

르게는, 추가로 가능하게는, 흡인 압력이 매니폴드 허브(20)내 및 수거 튜브(36)에 인가되어 매니폴드 허브(20)내 잔류하

는 임의의 유체를 수거 리셉터클에 흡인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또 다른 유체를 유방 유관에 주입한 후에, 또는 유방

유관내로부터의 주입된 유체 및 세포 물질의 회수 및 수거를 조장하기 위한 또 다른 압착 과정에 의해 반복된다.

도 32 내지 36은 유관 진입 장치의 대안적인 구조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상기 장치는 카

테테르(40)의 길이를 연장하는 중앙에 배치된 단일 내강을 가진 매니폴드 허브(20)의 원위 단부(21)로부터 연장하는 유관

진입 카테테르(40) 및 매니폴드 허브(20)를 포함한다. 카테테르(40)는 그 안으로 유관 도입부(50)를 활주 가능하게 수용하

기에 적당한 관상 도입부 통로를 포함한다. 쉽게 설명하면,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용어 "도입부"는 유관으로 진입하기 위한

크기를 갖는 카테테르의 유관구 또는 통로내에 삽입될 수 있는 철심유도관, 확장기, 스타일렛 또는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하

는 것으로 정의된다.

예시한 바와 같이, 상기 매니폴드 허브(20)는 상기 카테테르(40)의 길이 방향으로 평행하게 연장하는 낮은 프로파일 (높

이)를 가질 수 있다. 다른 구조에서, 허브(20)는 카테테르(40)의 삽입 후에 유도상에 토크(torque)를 감소시키기 위해 낮은

프로파일을 갖는다. 이것은 상기 조직의 압박으로 인해 유관액의 장애를 야기하는 것으로 공지된 유두 상에 과도하게 생성

된 토크를 극복시켜준다. 따라서, 본 발명은 유관 세포 물질의 향상된 수집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매니폴드 허브(20)는 유관 진입 카테테르(40)의 근위 단부(45)와 결합된다. 바람직한 구조에서, 허브(20)는 투명한

재료를 포함하여 세척 절차 동안 유관으로 및 유관으로부터의 흐름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상기 투명한 재료는

플라스틱, 예를 들어 ABS 플라스틱 또는 다른 공지된 플라스틱 재료일 수 있다. 도 32 내지 3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매니

폴드 허브(20)의 구체예는 실질적으로 "U"자 형상을 가질 수도 있다.

조정부(70)는 상기 매니폴드 허브(20)의 근위 단부(22)에 위치되어 사용자가 도입부(50)를 거쳐 카테테르(40)를 용이하게

수용하고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조정부(70)는 철심유도관, 스타일렛, 확장기 등을 포함하는 도입부(50)가 연장할 수

있는 개구부(77)를 덮어 봉합하기 위해 매니폴드 허브(20)의 단부에 위치된다. 상기 조정부(70)는 상기 도입부(50)를 수용

하기 위한 작은 구멍(74)과 캡(76)을 포함하는 실리콘 개스켓을 포함한다. 상기 캡(76)은 매니폴드 허브(20)에 대해 상기

실리콘 개스켓을 잠금으로써 상기 허브와 상기 개스켓 사이에 봉합을 유지시킨다. 상기 개스켓은 어떤 적당한 굴곡성 생체

적합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실리콘 개스켓의 목 주위에는 상기 매니폴드 허브(20)의 몸체의 일부인 굴곡성 측부 아암

(100)의 단부에 한쌍의 연동 후크(110)가 있다. 굴곡성 측부 아암과 매니폴드 허브 사이에는 상기 굴곡성 아암(100)을 상

기 매니폴드 허브(20)의 몸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 이상의 스프링(120)이 위치된다. 상기 스프링(120)이 굴곡성 측

부 아암(100)을 매니폴드 허브(20)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상기 굴곡성 측부 아암(100)의 단부에 연동 후크(110)는

조정부(70)의 반대 측부에 압력을 가하게 된다. 이는 실리콘 또는 어떤 다른 굴곡성 재료를 포함할 수 있는 조정부(70)가

삽입된 도입부(50) 주위에 봉합을 형성하는 구멍(74) 주위에 압력을 가하게 한다. 압력이 상기 굴곡성 아암(100)에 적용되

어 상기 스프링(120)을 압박하면, 상기 연동 후크(110)가 가동됨으로써 실리콘 개스켓 상으로 압력이 방출되어 삽입된 도

입부(50) 주위에 봉합을 부수게 된다. 상기 굴곡성 측부 아암(100)과 연동 후크(110)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대안적 구체예에서, 상기 매니폴드 허브(20)는 활성화되면 조정부(70)를 개방하거나 폐쇄하는 단일 후크 단(110)를 가진

단일 굴곡성 아암(100)을 포함한다.

상기 도입부(50)는 상기 매니폴드 허브(20)내에 위치되어 도 9 내지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관의 개방을 통해 카테테르

(40)를 유관 및 유관 내강내로 위치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상기 도입부(50)는 쇠미된 확장기, 점진적으로 더 큰 직경의

일련의 확장기, 쇠미된 철심유도관을 포함하는 철심유도관, 스타일렛 또는 다른 공지된 도입부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시

한 바와 같이, 도입부(50)는 상기 매니폴드 허브(20)의 근위 단부(22)에서 조정부(70)를 통과할 것이다. 본 발명의 도입부

는 두 개의 부분, 즉 철사와 상기 도입부의 단부에 위치된 링 모양의 핸들로 구성된다. 상기 도입부(50)는 상기 카테테르

(40)의 ID와 동일하거나 약간 작은 직경을 갖는다. 상기 도입부(50)의 길이는 상기 도입부가 완전히 자리잡는 경우 상기

카테테르(40)의 원위 단부를 지나 대략 20 내지 30 mm 연장될 수 있다. 카테테르(40)의 원위 단부를 지나 상기 도입부

(50)의 연장된 길이는 상기 도입부가 유관내로 카테테르가 삽입되기 이전에 확장기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준다. 도 18에

예시된 바와 같이, 도입부(50)의 원위 단부는 쇠미될 수 있다. 도입부(50)의 원위 단부는 카테테르(42)의 원위 단부의 ID와

동일하거나 약간 작은 OD를 가질 수 있는 도입부의 근위 단부로부터 0.008 내지 0.010의 범위내에서 OD에 대해 쇠미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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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작은 직경은 유관내로 도입부의 보다 용이한 삽입을 가능하게 해준다. 상기 도입부(50)는 금속 철사와 같은 강한

재료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굴곡성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체예에서, 상기 도입부(50)는 니티놀(Nitinol)로 형

성될 수 있다. 니티놀은 이의 굴곡성, 내구성 및 생체적합성으로 인해 바람직하다. 상기 도입부(50)는 쇠미된 작은 직경 팁

을 포함하도록 연마된 니티놀 철사로부터 제작될 수 있다. 대안적인 구체예에서, 상기 도입부(50)는 상이한 강성을 가진

여러 재료 또는 동일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기 도입부(50)는 동일 도입부(50)의 인접한 부분 보다 더욱 굴

곡성이 많은 부분들을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예컨대, 상기 도입부(50)는 첫째, 유관의 내강내에서 상기 도입부(50)를

안내하기 위한 강한 부분 및 둘째, 상기 도입부(50)가 도입되는 유관의 내강 또는 내강의 지관의 형상에 따르도록 해주는

굴곡성 부분을 가질 수 있다. 상기 논의된 구체예 중 어느 것에서, 상기 도입부(50)는 유관내로 도입부(50)의 도입 및 전진

동안 상기 도입부(50) 및 상기 유관 사이에 마찰을 감소시키는 수성 또는 건성 윤활물질로 코팅될 수 있다.

상기 도입부(50)는 형상 기억 금속 및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조될 수 있으며, 유관을 온화하게

탐색하고 진입하기 위해 쇠미되고/되거나 비외상 팁을 가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쇠미된 팁(52)은 유관내로 카테테르

(40)의 도입 동안 카테테르(40)의 원위로 연장할 것이다. 유관의 진입이 완료된 후에, 카테테르(40)는 도입부(50)를 거쳐

미끄러져 유관 괄약근에 대해 원위 위치에 위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구체예에서, 상기 도입부(50)의 근위 단부는 링 모양의 핸들(51)내로 형성된다 (도 32, 33 및 35 참조). 상

기 링 모양의 핸들(51)의 장점은 장치(10)가 한 손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상기 링 모양의 핸들(51)은 실시

자가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사용하여 상기 장치(10)의 굴곡성 측부 아암(100)을 쥐고 링 모양의 핸들(51)을 통해 위치될 수

있는 집게손가랑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도입부(50)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상기 링 모양의 핸들(51)은 ABS 또

는 폴리카보네이트와 같은 열가소성플라스틱 또는 펠라탄으로 제조될 수 있으며, 실시자가 한 손으로 상기 장치(10)를 작

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카테테르(40)를 유관내로 도입시키는 공정 동안, 유관 개구부는 실시자 또는 참여자에 의해 유도의 표면상에 위치되

며 도입부(50)는 유관내로 도관 개구부를 통해 전진된다. 상기 도입부(50)는 기다란 굴곡성 철심유도관, 더 짧은 확장기 또

는 기타 상기-언급된 도입부들 중 어느 것일 수 있다. 상기 도입부(50)가 유관내로 위치되기 이전 또는 이후에, 상기 매니

폴드 허브(20) 및 카테테르(40)는 상기 도입부(50)를 수용할 수 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상기 굴곡성 측부 아암(100)

을 압착함으로써 연동 측부 아암(110)을 조정부(70)로부터 멀어지게 작동시키는 것은 상기 조정부(70)를 개방할 수 있다.

일단 압력이 상기 굴곡성 측부 아암(100)으로부터 방출되면, 연동 아암(110)은 스프링(120)에 의해 매니폴드 허브(20)로

부터 멀어지게 됨으로써 수용된 도입부(50)에 대해 구멍(74)이 폐쇄되어 매니폴드 허브(20)의 원위 단부에 유체 밀봉이 형

성되어 유관내로 카테테르(40)의 삽입 동안 유체가 도입부(50) 주위에 매니폴드 허브(20)를 빠져나가지 못한다 (도 9, 10,

12, 13, 32, 33 및 34 참조).

상기 카테테르(40)가 의도된 대로 유관 내에 위치되는 경우, 상기 조정부(70)가 개방되고 상기 도입부(50)가 제거된다. 그

런 다음 상기 조정부(70)는 상기 허브(20)를 봉합하기 위해 다시 폐쇄될 수 있다. 그런 다음 유체는 상기 카테테르(40)를

통해 상기 매니폴드 허브(20)내로 도입되며 주입 동안 저항이 충족될 때까지 유관내로 도입된다. 이 때, 상기 유관이 충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입 튜브, 예컨대 튜브(34)는 그런 다음 폐쇄되어 상기 유체가 미리 선택된 시간 동안 상기 유관에

남아있도록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선택된 시간 동안, 상기 유방은 마사지되고 압착되어 상기 세척액과 유관액의 혼합

을 자극하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상기 유체가 유관을 떠나 매니폴드 허브(20)로 들어가도록 촉진한다. 상기 수집 튜브, 예

컨대 튜브(36)은 개방될 수 있어 유방을 압착하여 유체가 카테테르(40)를 통해 매니폴드 허브(20)내로 전진하도록 할 수

있다. 원한다면, 흐린 복귀 유체가 상기 허브(20)에서 보이는 경우 (상기 허브는 투명하거나 투명한 창을 포함할 수 있음),

주입 튜브(34)는 개방되어 유체를 상기 매니폴드 허브(20)내로 주입하여 상기 허브(20)내에 수집된 유관액 샘플을 상기 수

집 튜브(36) 및 대기 수집 용기내로 밀어넣을 수 있다. 대안적으로는, 및 가능하면 추가적으로, 흡인 압력이 상기 매니폴드

허브(20)내에 그리고 상기 수집 튜브(36)에 적용되어 상기 허브(20)에 남아있는 임의의 유체를 상기 수집 용기내로 흡인할

수 있다. 상기 공정은 상기 유관내로 유체의 또 다른 주입에 후속하여 또는 상기 유관내로부터 주입된 유체 및 세포성 재료

의 복귀 및 수집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압착 단계에 의해 반복된다.

일 구체예에서, 세척 방법은 표준적이거나 전통적으로 반듯이 드러누운 (안면을 상향으로) 자세 보다는 세척 절차 동안 의

자에 환자를 실질적으로 곧추 서도록 앉히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는, 환자는 유두와 유방을 아래로 하여 엎

드린 자세 (안면을 하향으로)로 세척되어질 수도 있다. 안면을 하향으로 엎드린 자세는 중력에 대해 장점적이고 유출 포트

가 개방되는 경우 상기 절차 동안 유관이 수집 용기내로 배수하도록 해준다. 따라서, 상기 논의한 바와 같이, 세척 절차는

유출 내강이 폐쇄되는 반면 개방 유입 내강을 통해 세척액을 사용하여 유관에 주입하는 단계; 상기 유관이 충전된 경우 상

기 유입 내강을 폐쇄하는 단계; 유방 둘 모두를 압착하거나 마사지하는 단계; 및 출구 내강을 개방하여 세척액을 수집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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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세포는 유관 상피 세포를 포함하고; 수집된 유관액는 분자 및 세포성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유관액에서 유관 상피

세포 및/또는 분자 및 세포성 물질의 분석은 이들 수집된 재료들에게 가능한 하기 논의하는 진단 방법에 기술한 바와 같이

진행될 수 있다. 수집된 세포 및 유체 및 유체 성분들이 분석될 수 있다. 유관 세포를 포함하는 세척액은 진단 목적을 위해

분석될 수 있다. 진단하기에 바람직한 유관내 증상은 암 또는 전암 증상을 포함한다. 전암 증상은 비정형 유관 증식 (ADH)

또는 저-급 유관 상피내암 (LG-DCIS)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진단제는 예컨대, 섬유성, 낭성 또는 수유와 관련된 증상을

포함하는 다른 유방 유관련 증상을 진단하기 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진단제는 유관액와 혼합될 수 있다 (세척 절차에

서, 또는 유체가 수집된 후에).

유관을 세척하기 위해 유관내로 주입된 유체는 공지된 생체적합성 유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세척액에는 염수, 인산염

완충염수, 비흡수성 유체, 등장액, 삼투액, 저장액 및 고장액을 포함할 수 있다. 세척액은 예를 들어 염수, 인산염완충염수,

비흡수성 유체, 등장액, 삼투액, 저장액, 고장액, 단백질, 콜로이드, 당, 중합체, 만니톨, 소르비톨, 글루코오스, 글리세롤,

수크로오스, 라피노오스, 프룩토오스, 락툴로오스, 염화나트륨, 폴리에틸렌글리콜 (PEG), 말토덱스트린, 덱스트란 (예컨

대, 덱스트란 70), 하이드록시에틸 전분, 젤라틴 액, 합성 콜로이드, 항체, 결합 단백질 또는 알부민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진단 또는 치료제가 상기 매니폴드 허브(20) 및 카테테르(40)를 통해 유관내로 도입될 수 있다. 유

관내로 주입을 위해 유입된 제제는 비흡수성 유체 및/또는 종양 제제 및/또는 삼투압 제제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제는

가용성일 수 있다. 상기 제제는 단백질, 콜로이드, 당 또는 중합체인 분자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제는 만니톨, 소르비톨,

글루코오스, 글리세롤, 수크로오스, 라피노오스, 프룩토오스, 락툴로오스, 염화나트륨, 폴리에틸렌글리콜 (PEG), 말토덱스

트린, 덱스트란 (예컨대, 덱스트란 70), 하이드록시에틸 전분, 젤라틴 액 또는 합성 콜로이드 일 수 있다. 상기 제제는 단백

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단백질은 결합 단백질 또는 항체일 수 있다. 상기 결합 단백질은 알부민 일 수 있다. 투여방법

은 국소 투여를 포함할 수 있으며, 국소 투여는 도관내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유관으로부터 수집될 수 있는

유체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표준화하기 위한 시스템은 유관 내강내로 비흡수성 유체 및/또는 삼투압 제제 및/또는 종양 제

제를 주입하는 단계와 유관 내강에 상기 제제를 전달하기 위한 의료 도구 및 사용을 위한 지침서를 포함할 수 있다.

몇 가지 대안적인 조합이 본 발명을 한정하는데 존재할 수도 있으며 이것은 본 명세서로부터 하나 이상의 요소를 통합하고

다양한 조합 또는 하위 조합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항 및 도면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 한정된 요소 또는 단계 단

독 또는 하나 이상의 요소들 또는 단계들과 조합하여 본 발명의 견지에서 대안적인 조합들이 본 발명의 수정 또는 변형 또

는 본 발명의 일부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본 명세서에 포함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러

한 모든 수정 및 변형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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