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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피 장치 유닛 및 저장소 유닛을 포함하는 의료 장치가 제공된다. 경피 장치 유닛은 피험자의 피부 부분을 통해 유체를 수

송하는 경피 장치, 및 피험자의 피부에 도포하도록 적합하게 된 장착 표면을 포함한다. 저장소 유닛은 유체 약물을 함유하

도록 적합하게 된 저장소, 및 저장소로부터 경피 장치를 거쳐 피험자의 피부를 통해 유체 약물을 방출하는 방출 조립체를

포함하며, 저장소는 경피 장치가 저장소의 내부와 유체연통하여 배치되는 것을 허용하는 출구 수단을 포함한다. 경피 장치

유닛 및 저장소 유닛은 시용시에 저장소 유닛이 경피 장치 유닛에 고정되도록 하는 결합 수단을 더 포함한다. 이 배치에 의

해서, 편리하게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2-유닛 시스템이 제공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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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경피 장치, 의료 장치, 유체 약물, 약물 송달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피험자의 피부를 통해 유체를 도입하기 위한 경피 장치를 포함하는, 피험자의 피부 표면에 도포하

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정한 양태로서, 그러한 장치는 유체 약물을 함유하도록 적합하게 된 저장

소, 및 저장소로부터 경피 장치를 거쳐 피험자의 피부를 통해 유체 약물을 방출하는 방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배경기술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대부분 인슐린의 주사 또는 주입에 의한 당뇨병의 치료에 관해 언급되지만, 이것은 단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사용일 뿐이다.

환자에게 약물을 송달하기 위한 휴대용 약물송달 장치가 잘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중공 주입 바늘과 유체연통

된 출구를 갖는 액체 약물을 함유하도록 적합하게 된 저장소와, 뿐만 아니라 저장소로부터 중공 바늘을 거쳐 피험자의 피

부를 통해 약물을 방출하는 방출 수단을 포함한다. 그러한 장치는 주로 주입 펌프라고 명명된다.

기본적으로, 주입 펌프는 두 부류로 분류될 수 있다. 제 1 부류는 3-4년 동안 사용하도록 된 비교적 고가의 펌프인 주입 펌

프를 포함하는데, 이 때문에 그러한 펌프에 대한 초기 비용은 종종 이 종류의 치료법에 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 종래의 주

사기 및 펜보다 더욱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이 펌프는 인슐린의 연속 주입, 투약 분량의 정확성 및 선택적으로는 식사와 관

련하여 프로그래밍 가능한 송달 프로파일 및 사용자에 의해 가동되는 볼루스 주입이라는 이점을 제공한다.

상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 2 부류의 약물주입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몇몇 시도가

행해졌다. 이들 장치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일회용이도록 의도되며, 부수적인 비용 및 불편함 없이 주입 펌프

에 관련된 대부분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펌프는 사전-충전됨으로써 약물 저장소를 충전하거나 재충전

해야 하는 필요를 피할 수 있다. 이 종류의 주입 장치의 예들은, US 특허 4,340,048 및 4,552,561(삼투 펌프에 기초함),

US 특허 5,858,001(피스톤 펌프에 기초함), US 특허 6,280,148(멤브레인 펌프에 기초함), US 특허 5,957,895(유량제한

기 펌프(블리딩 홀 펌프라고도 한다)에 기초함), US 특허 5,527,288(가스 발생 펌프에 기초함), 또는 US 특허 5,814,020

(팽창성 젤에 기초함)에 공지되어 있는데, 이들은 전부 지난 십 년간, 저렴한, 주로 일회용의 약물주입 장치에서 사용하는

것이 제안되었으며, 인용된 문헌들은 참고자료로서 포함된다. US 특허 6,364,865는 2개의 바이알-형 용기가 연결되어 있

고 이 용기들 중 하나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 용기에 함유된 약물이 방출되는 손에 쥐어지는 주입 장치를 개시한다.

일회용 펌프는 일반적으로 접착 수단에 의해 피험자의 피부에 도포하도록 적합하게 된 피부-접촉 장착 표면을 포함하며,

주입 바늘이 사용시에 장착 표면으로부터 나와서 피험자의 피부를 관통하도록 배치되고, 이로써 바늘이 피부를 관통한 장

소는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 덮여지게 된다. US 특허 2,605,765, 4,340,048 및 EP 1 177 802에 개시된 대로, 주입

바늘은 장착 표면으로부터 영구히 나와 있는 상태로 배치되어 주입 펌프의 도포와 동시에 바늘이 삽입되거나, 또는 US 특

허 5, 858,001 및 5,814,020에 개시된 대로, 바늘은 들어간 상태에서, 즉 바늘의 말단의 뾰족한 끝이 펌프 장치 내부에 "숨

겨진" 채 장치에 공급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늘을 관찰해야할 가능성 없이 사용자가 피부 위에 펌프 장치를 놓는 것을 허

용한다. 펌프에 더하여, 예를 들어 하기 논의된 이온영동법 등의, 유체 약물을 수송하기 위한 다른 수단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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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설명된 제 2 부류의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일회용인 주입 장치는 종래의 항구적 주입 펌프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제

조될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될 수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매일 사용하기 위한 종래의 주입 펌프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사

용하기에는 너무 고가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발명의 설명으로 돌아가기 전에, 바늘 또는 바늘-형 구조의 삽입에 의존하는 다른 종류의 장치를 설명할 것이다.

일회용이든 항구적인 것이든, 약물주입 펌프는 사용의 편리함 및 개선된 치료 제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폐-루프 제어에

의존하는, 즉 어느 정도 완전히 자동인, 예를 들어 당뇨병의 치료를 위한 약물주입 시스템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오랫동안

가졌으며, 그러한 시스템은, 예를 들어 당뇨병의 인슐린 치료의 경우에 혈중 글루코스 수준 등의, 치료된 상태를 표시하는

값의 측정에 기초하고 있다.

주어진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제공되는 모니터 시스템은 침습성 또는 비-침습성 측정 원리에 기초할 수 있다. 후자

의 예는 근-IR 분광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피부 표면에 배치된 비-침습성 글루코스 모니터인데, 그러나 본 발명은 주로 바

늘-형 센서 요소와 같은 경피 장치를 포함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센서는 배선에 의해 외부 장치와 연결되어 피하에 놓일 수 있거나, 또는 분석될 물질(예를 들어, 유체)이 외부 센서 요소로

수송될 수 있는데, 두 배치 모두 피하 구성요소(예를 들어, 작은 카테테르 또는 배관)의 설치를 요하며, 본 발명은 이 두 배

치를 모두 다룬다. 그러나, 간단히 하기 위해서, 용어 "센서"는 이후 피험자로 도입되는 두 종류의 요소 모두에 대해 사용된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 확인된 문제와 관련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피부-장착형 약물송달 장치 또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구성요소들을 제공

하는 것이며, 그러한 장치 또는 시스템은 편리하게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의 구성 및 그에 따른

구성요소들은, 손쉽고 신속한 작동을 허용하며, 또한 사용시 신뢰할 만한, 의료용 송달 수단을 제공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본 발명의 설명에서, 구체예 및 양태들이 설명될 것인데, 이들은 상기 목적 중 하나 이상을 다루거나, 또는 하기 설명 및 예

시적인 구체예의 설명으로부터 명백한 목적들을 다룰 것이다.

이에 따라, 제 1 양태에 상응하여, 경피 유닛 및 저장소 유닛을 포함하는 의료 장치가 제공되며, 여기서 경피 유닛은 피험자

의 피부 부분을 통해 유체를 송달하는 경피 수단, 및 피험자의 피부에 도포하도록 적합하게 된 장착 표면을 포함한다. 저장

소 유닛은 유체 약물을 함유하도록 적합하게 된 저장소, 및 사용시에 저장소로부터 경피 수단을 거쳐 피험자의 피부를 통

해 유체 약물을 방출하는 방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저장소는 경피 수단이 저장소의 내부와 유체연통하여 배치되도록 하

는 출구를 포함한다. 경피 유닛 및 저장소 유닛은 사용시에 저장소 유닛이 경피 유닛에 고정되도록 하는 결합 수단을 더 포

함할 수 있다.

용어 "경피"는, 예를 들어 피내 또는 피하 투여 등의, 피부의 일부분을 통해 유체가 수송되는 모든 형태의 투여를 아우른다.

경피 수단은 경피 장치, 분사 주사 수단, 또는 이온영동법의 원리를 사용하여 피험자의 피부 표면의 정해진 부위에서 피하

조직으로 이온 제제가 침투하도록 하는 전극의 형태일 수 있다. 이온영동법에 대한 더 철저한 논의는 본원에 참고자료로서

포함된 US 특허 6,622,037에 언급된다. 경피 수단의 성질에 의존하여, 방출 수단은 상이한 구성 및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중공 주입 바늘이나 캐뉼러가 사용될 때, 방출 수단은 저장소로부터 유체 약물을 강제로 밀어내거

나 빨아내도록 배치될 수 있고, 한편 전기영동법의 경우에 방출 수단은 전극 셋트에 전류를 인가하는 수단, 즉 "구동" 수단

일 수 있다.

추가 양태에 상응하여, 경피 장치 유닛 및 저장소 유닛을 포함하는 의료 장치가 제공되며, 여기서 경피 장치 유닛은 경피

장치, 및 피험자의 피부에 도포하도록 적합하게 된 장착 표면을 포함한다. 저장소 유닛은 유체 약물을 함유하도록 적합하

게 된 저장소, 및 저장소와 협력하여 저장소로부터 경피 장치를 거쳐 피험자의 피부를 통해 유체 약물을 방출하도록 적합

하게 된 방출 조립체를 포함한다. 더 나아가, 경피 장치 유닛 및 저장소 유닛은 사용시에 서로 고정되도록 적합하게 되며,

이로써 저장소와 경피 장치 간에 유체연통이 확립되는 것을 허용한다. 경피 장치 유닛 및 저장소 유닛은 사용시에 저장소

유닛이 경피 장치 유닛에 고정되도록 하는 해제가능한 결합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2개의 유닛을 포함하는 그러한 의료

장치는 또한 의료 시스템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경피 장치 유닛 및 저장소 유닛은 그 내부에 경피 장치 및 저장소 및 방출 조

립체가 각각 배치되는 하우징을 각각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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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방출 조립체"는 조합된 상태에서 유체가 저장소로부터 방출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구성요소들 또는 구조들의 집

합체를 아우른다. 방출 조립체는, 예를 들어 전기 제어식 가동 수단과 조합된 기계적 펌프(예를 들어, 멤브레인 펌프, 피스

톤 펌프 또는 롤러 펌프), 기계적 구동 펌프(예를 들어, 스프링에 의한 구동), 가스 구동 펌프 또는 삼투 엔진에 의해 구동되

는 펌프일 수 있다. 또한, 방출 조립체는, 방출 조립체가 방출 조립체 외부의 컨트롤러에 의해 제어되거나 구동될 때, 조합

된 상태에서 유체가 저장소로부터 방출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구성요소들 또는 구조들의 집합체의 형태일 수 있다.

경피 장치(이 용어는 또한 본 기술분야에서 종래부터 사용되는 유사한 용어인 경피적 접근 장치 및 경피적 접근 도구를 아

우른다)는 첨형 중공 주입 바늘, 미세바늘 어레이, 또는 비교적 유연한 그 자체는 굵은 캐뉼러와 첨형 경피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첨형 삽입 바늘의 조합일 수 있으며, 이 삽입 바늘은 경피 장치의 굵은 부분의 삽입 후에 후퇴될 수 있다. 후자의 경

우, 피험자에게 실제로 놓여진 다음 본원에 설명된 후퇴 수단에 의해 후퇴되는 경피 장치의 부분은, 조합된 경피 장치가 피

부를 통해 삽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첨형 단부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첨형 단부는 경피 장치의 삽입 동안

에 뒤로 물러난다. 캐뉼러는 전형적으로 단단한 스틸 바늘인 삽입 바늘에 비해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유리하다. 본 발명의

설명 및 예시적인 구체예의 설명에서는 대부분 주입 바늘의 형태인 경피 장치에 관해 언급될 것이다. 경피 장치의 길이는

실제 용도에 따라서 선택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피부 표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직각으로 삽입될 수 있는 중공 스틸 바늘은

2-8mm, 바람직하게 3-5mm의 삽입 길이를 가질 수 있는 반면, 또한 피부 표면에 대해 사각으로 삽입될 수 있는 캐뉼러

는, 예를 들어 4-20mm로 다소 더 길 수 있다.

장착 표면은 피험자(예를 들어, 사용자 또는 환자)의 피부에 대해 도포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으며, 장착 표면 외부의 부

착 수단(예를 들어, 의료 장치가 피부 장착 장치와 결합되는 것을 허용하는 결합 수단, 또는 접착식 반창고나 붕대)에 의해

또는 장착 표면에 제공된 접착 수단에 의해 피부와 접촉된 상태로 고정될 수 있다. 또, 장착 표면은 피부 장착 장치의 개재

된 구성요소에 의해서 피부를 향해 장착되도록 적합하게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피부 장착 장치는 의료 장치가 부착되는

수용부를 포함할 수 있고, 경피 장치가 이 수용부에 있는 구멍을 통해 피부에 삽입된다.

상기 배치에 의해 상이한 구상들이 실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닛의 하나를 적어도 2개의 상이한 종류로 제공함으로써,

2가지 이상의 조합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여기서 조립체를 제공하는 경피 장치 유닛과 저장소 유닛의 각 조합은

하기 더 상세히 논의된 것처럼 상이한 능력을 가질 것이다. 유닛들이 해제가능한 결합 수단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 유닛

중 하나는 나머지 유닛이 재사용되는 것을 여전히 허용하면서 새로운 또는 상이한 유닛으로 교환될 수 있으며, 이로써 재

사용되는 유닛의 작동수명이 연장된다. 이와 같이, 예시적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구

성요소는 제 1 유닛에 통합되는 한편, 그 자체가 약물송달을 제공하는 구성요소는 제 2 유닛에 통합된 장치를 제공하며, 이

것은 조합되는 구성요소들이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조합되거나 교환되는 것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저장소 유닛은 어떤 양의 약물 및 예를 들어 10일에 걸쳐 약물이 송달되도록 하는 에너지원을 포함하는 송달 펌

프와 함께 제공될 수 있고, 한편 경피 장치 유닛은 경피 장치 및 2일의 예상된(또는 권장된) 작동수명을 갖는 장착 표면상

의 접착면과 함께 제공될 수 있고, 이것은 저장소 유닛이 10일의 기간에 걸쳐 5개의 경피 장치 유닛과 함께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며, 이 조합된 장치를 사용하여 총 비용이 상당히 저하된다. 저장소는 사전-충전되거나, 또는 1회 이상 충전되도록

적합하게 될 수 있다.

한편, 경피 장치 유닛은, 예를 들어 바늘 또는 소프트 캐뉼러, 및 바늘 유닛이 장착되고 연장된 시간 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접착 수단(예를 들어, 콜로스토미 백을 부착하는데 사용되는 종류의)과 함께 제공될 수 있으며, 저장소 유닛

은, 예를 들어 비교적 다량의 약물이 주입되어야 할 때는 단축된 예상된 작동수명을 가진다. 또는 달리, 상이한 종류의 약

물을 갖는 상이한 저장소 유닛들이 그러한 "장기" 장착된 바늘 유닛과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사용의 용이함을 위해서, 바늘 유닛과 저장소 유닛이 서로 고정된 때 바늘과 저장소 간의 유체연통이 확립될 수 있으며, 마

찬가지로 바늘 유닛과 저장소 유닛이 서로 고정된 때 방출 수단이 활성화되고, 유닛들이 서로 해제될 때 비활성화될 수 있

다. 실제로, 또, 이 작동법들 중 하나 또는 모두는 사용자에 의해 수동으로 수행될 수 있다.

예시적인 구체예에서, 방출 조립체는 저장소의 출구와 유체연통하여 배치되도록 적합하게 된 입구, 및 경피 장치와 유체연

통하여 배치되도록 적합하게 된 출구를 포함하며, 이로써 경피 장치는 저장소의 내부와 유체연통하여 배치되게 된다. 그러

한 배치에 의해, 펌프는 저장소로부터 약물을 빼내는 흡입 펌프로서 작용할 것이고, 따라서 저장소는 접을 수 있거나, 접을

수 없는 저장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통풍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출 조립체는 저장소를 가압하도록 적합하게 된

배치, 예를 들어 위치변환 가능한 피스톤을 포함하는 저장소 내의 피스톤을 구동시키는 배치의 형태일 수 있다. 저장소 유

닛은 1개 이상의 저장소 및 1개 이상의 방출 조립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일 방출 조립체를 사용하여, 동시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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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혼합하면서, 또는 교대로, 1개 이상의 저장소로부터 약물을 방출할 수 있거나, 또는 각 저장소는 공통 경피 장치 또는

별도의 경피 장치와 연결될 수 있는 방출 조립체와 함께 제공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경피 장치 유닛은 방출 조립체와 연

결되도록 적합하게 된 1개 이상의 경피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펌프를 통한 초기 멸균 유동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동 경로가 입구와 출구 사이에 배치될 수 있으며, 이로써 입구와

출구가 펌프의 내부를 밀봉함으로써 유동 경로를 초기 멸균 상태로 밀봉한다. 이 배치에 의해서, 완전히 멸균된 유닛으로

서 저장소 유닛을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 실제로 약물은 멸균 상태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시적인 구체예에서, 저장소 유닛은 펌프와 저장소 간에 유체연통되어 있지 않은 초기 상태에서, 펌프 유닛이 최초로 바

늘 유닛에 고정된 때 펌프의 입구 수단과 저장소의 출구 수단 간에 유체연통이 확립된 비가역적 작동 상태로 변형가능하

다. 이 배치에 의해서, 펌프와 저장소 사이의 재-연결 동안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이 저장소로 도입되는 것이 피해진다.

펌프와 저장소 사이의 완전한 연결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기 상태에서 펌프의 내부에 별도의 유체연결장치가 배치될 수 있

다. 그러한 유체연결장치는 첨형 입구 단부 및 출구를 포함할 수 있고, 한편 펌프의 입구 및 저장소의 출구는 2개의 바늘-

관통가능한 격벽의 형태일 수 있다. 이 배치에 의해서, 유체연결장치의 첨형 단부, 예를 들어 연결 바늘은 2개의 격벽을 통

과함으로써, 초기 상태와 유체연결장치에 의해 저장소의 내부와 펌프의 외부 간에 유체연통이 확립된 작동 상태 사이에서

이동될 수 있으며, 유체연결장치의 출구는 유동 경로에 배치된다. 유리하게는, 저장소 유닛이 최초로 경피 장치 유닛에 연

결되었을 때, 유체연결장치가 그것의 두 위치 사이에서 이동된다. 상응하여, 그러한 최초 연결 동안 2개의 유체연통이 확

립될 것이고(경피 장치의 경피 장치와 펌프 사이, 그리고 펌프와 저장소 사이), 후속 연결 동안에는 단지 1개의 새로운 유

체연통이 확립될 것이다(경피 장치 유닛의 경피 장치와 펌프 사이에).

예시적인 구체예에서, 경피 장치는 첨형 원단부를 갖는 제 1 부분, 및 제 1 부분과 유체연통되고 제 2 단부를 갖는 제 2 부

분을 포함한다. 유리하게는, 경피 장치의 제 2 단부는 첨형이고, 펌프의 출구 수단은, 바람직하게는 두 유닛이 서로 연결되

었을 때, 경피 장치의 제 2 단부와 펌프의 내부 간에 유체연통이 확립되도록 허용하는 바늘-관통가능한 격벽을 포함한다.

상응하여, 추가의 양태로서, 본 발명은 유체 공급원과 유체연통하여 배치되도록 적합하게 된 입구 수단, 및 출구 수단을 갖

는 펌프를 제공하며, 펌프는 입구 수단과 출구 수단 사이에 배치된 내부 유동 경로를 포함하고, 입구 및 출구 수단이 펌프

의 내부를 밀봉함으로써 유동 경로를 초기 멸균 상태로 밀봉하며, 여기서 유체 연결 수단은 초기 상태에서 펌프의 내부에

배치되고, 유체 연결 수단은 입구 단부 및 출구를 포함하는데, 이에 따라 유체 연결 수단은 초기 상태와 입구 단부가 펌프

입구 수단으로부터 나와 있는 작동 상태 사이에서 이동되도록 배치되고, 따라서 유체 연결 수단을 거쳐 유체 공급원과 펌

프 내부 간에 유체연통이 확립될 수 있으며, 유체 연결 수단의 출구는 유동 경로에 배치된다.

경피 장치 유닛은, 예를 들어 장착 표면으로부터 나와 있는 바늘과 함께 공급될 수 있지만, 우연한 바늘에 의한 상처의 위

험을 제한하기 위해서, 경피 장치의 첨형 단부는 첨형 단부가 장착 표면에 대하여 들어가 있는 초기 위치와 첨형 단부가 장

착 표면에 대하여 나와 있는 뻗어나간 위치 사이에서 이동가능한 것이 유리하다. 사용자에게 장치를 장착하는 의도된 방법

에 의존하여, 경피 장치는 두 유닛이 서로 연결되었을 때 두 위치 사이에서 이동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경피 장치 유닛이

사용자의 피부 위에 장착된 후 저장소 유닛이 연결되는 경우도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두 유닛이 서로 연결된 후에 조립된

유닛이 사용자의 피부 위에 장착되도록 의도된 경우에는, 경피 장치 유닛은 초기 위치와 뻗어나간 위치 사이에서 경피 장

치의 첨형 단부를 이동시키는 사용자-가동가능한 가동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다.

두 유닛이 조립되기 전에 경피 장치가 우연히 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피 장치 유닛은 가동 수단을 차단하는 수

단을 포함할 수 있으며, 차단 수단은 경피 장치 유닛과 저장소 유닛이 서로 고정된 때 해제됨으로써 가동 수단이 가동되게

된다.

더 이상으로, 경피 장치 상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경피 장치의 첨형 단부는, 첨형 단부가 장착 표면에 대하여 나와

있는 뻗어나간 위치와, 첨형 단부가 장착 표면에 대하여 들어가 있는 후퇴 위치 사이에서 이동가능할 수 있다. 상응하여,

조합된 장치는 뻗어나간 위치와 후퇴 수단이 가동된 때의 후퇴 위치 사이에서 경피 장치의 첨형 단부를 이동시키는 사용자

-가동가능한 후퇴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경피 장치의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피 장치는 그것의 후퇴된 위치에서

영구적으로 고정된다.

사용자에 의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피 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가동 수단은 초기 상태에서 후퇴 수단을 덮고 있을 수

있고, 가동 수단의 가동이 후퇴 수단을 노출시킨다. 예를 들어, 가동 수단은 잡는 수단(예를 들어, 스트립)의 형태일 수 있

으며, 이것이 장치로부터 제거됨으로써 경피 장치 삽입을 개시하는 동시에 경피 장치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후퇴 수단을

노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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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설명된 대로, 방출 조립체는 두 유닛이 조립 및 해체되는 때 활성화 및 비활성화될 수 있지만, 또한 가동 및 후퇴 수단

을 사용하여 방출 조립체를 활성화 및 비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펌프와 저장소 사이의 초기 연결에 대해서, 방

출 조립체의 초기 활성화는 전자적 제어 수단을 활성화시켜 펌프 작용을 시작시킬 수 있고, 한편 이어지는 비활성화는, 제

어 수단은 여전히 활성인 상태(예를 들어, 제어 수단의 초기 활성화 이후의 시간을 카운트하는 것)로 실제 펌프 작용만을

비활성화할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설명에서, 2개 유닛은 주로 "단일" 유닛으로 설명되었지만, 이것은 단지 예시적인 구성일 뿐이며, 만일의

경우 이들 2개의 "주" 유닛은 더 이상의 유닛들로 세분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장소 유

닛은 교환가능한 제어 유닛과 함께 제공될 수 있으며, 이것은 상이한 종류의 제어 유닛들이 저장소 유닛 자체에 연결되는

것을 허용하는데, 예를 들어 제 1 종류의 제어 유닛이 한 송달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제 2 제어 유닛은 송달 패턴을 변경하

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거나, 또는 제 3 제어 유닛은 제어 유닛이 외부 수단과 연통되도록 하는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후

자의 경우, 제어 유닛은 전지식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여 제어될 수 있다. 상응하여, 저장소는 상이한 크기의 저장소들 또

는 상이한 종류의 약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교환가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추가의 양태로서, 경피 장치 유닛이 상기 설명된 대로 제공되며, 상기 개시된 저장소 유닛과 조합하여 사용되도

록 적합하게 된다. 상응하여, 본 발명은 또한 상기 개시된 저장소 유닛을 제공하며, 이 저장소 유닛은 상기 개시된 경피 장

치 유닛과 조합하여 사용되도록 적합하게 된다. 예시적인 구체예에서, 그러한 경피 장치 유닛은, 피험자의 피부를 관통하

도록 적합하게 된 출구 개구를 갖는 첨형 원단부, 및 유체 입구 수단을 형성하는 입구 개구를 갖는 첨형 근단부를 포함하는

중공 바늘과 함께 제공될 수 있으며, 유체 입구 수단은 유체 공급원과 유체연통하여 배치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다. 이 배

치에 의해서, 바늘은 바늘 입구 개구와 출구 개구(예를 들어, 금속으로 제조된) 사이에 유압 강직 유체연통을 제공하며, 이

것은 압력이 가해지는 바늘의 상류를 모니터함에 의한 초기 폐색 검출을 허용한다.

또 추가의 양태로서, 적어도 1개의 추가의 상기 개시된 바늘 유닛 및 저장소 유닛과 조합된 상기 개시된 제 1 바늘 유닛 및

제 1 저장소 유닛을 포함하는 시스템이 제공되며, 상기 추가의 유닛(들)은 제 1 유닛과는 상이한 능력을 가진다. 상이한 능

력은 유닛의 어떤 구성적 특징, 예를 들어 바늘의 종류, 사용자-가동가능한 수단의 종류, 송달/펌프 수단의 종류, 또는 저

장소/약물의 종류에 관한 것일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예시적인 구체예에서, 상기 개시된 경피 장치 유닛, 및 복수 개의 저장소 유닛을 포함하는 시스템이 제공되

며, 저장소 유닛 각각은 유체 약물을 함유하는 저장소, 및 저장소로부터 유체 약물을 방출하는 방출 조립체를 포함한다. 경

피 장치 유닛 및 저장소 유닛은, 저장소 유닛을 경피 장치 유닛에 고정시켜 저장소와 경피 장치 간에 유체연통이 제공되도

록 하는 맞물리는 결합 수단을 포함하며, 여기서 경피 장치 유닛과 저장소 유닛의 각 조합은 상이한 능력을 갖는 조립체를

제공한다. 상이한 능력은, 예를 들어 동일한 약물의 상이한 양을 갖는 저장소 유닛, 상이한 약물들 또는 주어진 약물의 변

형체를 갖는 저장소 유닛, 상이한 사전-설정된 속도로 약물을 방출하도록 적합하게 된 저장소 유닛, 고정되고 선택가능한

속도로 방출하도록 적합하게 된 저장소 유닛을 제공하여 실현될 수 있다. 저장소 유닛 중 1개는 방출 조립체를 제어하는

프로세서 및 별도의 제어 장치로부터 유동 명령을 수신하고 이 유동 명령을 프로세서로 송달하는 컨트롤러와 짝을 이루어

작동될 수 있는 수신기와 함께 제공될 수 있다. 수신기는 무선 수신기일 수 있다. 추가로, 저장소 유닛은 상이한 투입 수단

(예를 들어, 무선 또는 유선 연결, 또는 수동 투입을 위한), 또는 상이한 배출 수단(예를 들어, 무선 또는 유선 연결, 상이한

디스플레이 수단, 또는 상이한 알람 수단을 위한)과 함께 제공될 수 있다.

추가의 예시적인 구체예에서, 복수 개의 상기 설명된 경피 장치 유닛, 및 유체 약물을 함유하는 저장소, 및 저장소로부터

유체 약물을 방출하는 방출 조립체를 포함하는 저장소 유닛을 포함하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경피 장치 유닛 및 저장소 유

닛은 경피 장치 유닛을 저장소 유닛에 고정시켜 저장소와 경피 장치 간에 유체연통이 제공되도록 하는 맞물리는 결합 수단

을 포함하며, 여기서 경피 장치 유닛과 저장소 유닛의 각 조합은 상이한 능력을 갖는 조립체를 제공한다. 상이한 능력은 중

공 피하용 바늘, 캐뉼러와 삽입 바늘 조립체, 및 미세바늘 어레이와 같은 상이한 경피 장치를 갖는 경피 장치 유닛을 제공

함으로써, 상이한 접착제를 제공함으로써, 상이한 삽입 또는 후퇴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또는 상이한 결합 수단을 제공함

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또 다른 예시적인 구체예에서, 경피 장치 및 피험자의 피부에 도포하도록 적합하게 된 장착 표면을 포함하는 경피 장치 유

닛, 유체 약물을 함유하는 저장소 및 저장소로부터 유체 약물을 방출하는 방출 조립체의 적어도 일부분을 포함하는 저장소

유닛, 및 복수 개의 제어 유닛을 포함하는 시스템이 제공되며, 제어 유닛 각각은 방출 조립체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포함

하고, 상이한 능력을 가진다. 경피 장치 유닛 및 저장소 유닛은 저장소 유닛을 경피 장치 유닛에 고정시켜 저장소와 경피

장치 간에 유체연통이 제공되도록 하는 맞물리는 결합 수단을 포함하고, 컨트롤러 유닛 및 저장소 유닛은 컨트롤러 유닛을

저장소 유닛에 고정시켜 방출 조립체를 제어하도록 하는 맞물리는 결합 수단을 포함하며, 이로써 경피 장치 유닛,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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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 및 제어 유닛의 각 조합은 상이한 능력을 갖는 조립체를 제공한다. 제어 유닛은 복수 개의 저장소 유닛을 포함하는 시

스템에 관하여 상기 설명된 것과 마찬가지로 상이한 제어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다른 구성에서는, 저장소 유닛과 경피 장치

유닛이 제어 유닛과 협력하도록 적합하게 된 단일 구조로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경피 장치와 장착 표면을 포함하는 경피 장치 유닛을 제공하는 단계, 유체 약물을 함유하도록 적합하게 된

저장소와 저장소로부터 유체 약물을 방출하는 방출 조립체를 포함하는 저장소 유닛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이 방법은 경피 장치 유닛과 저장소 유닛을 조립하여 저장소와 경피 장치 사이에 유체연통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경피 장치와 저장소 간의 유체연통은 두 유닛이 조립된 때 확립될 수 있거나, 또는 조립된 장치가 가동된 때

또한 확립될 수 있으며, 두 옵션 모두 상기 정의에 의해 포함된다. 상기 방법은 피험자의 피부 표면에 장착 표면을 장착하

는 단계와, 피험자의 피부 표면에 장착 표면을 장착한 후, 경피 장치를 가동시켜 저장소와 피험자 간에 유체연통을 확립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더 이상의 방법은 사전-설정된 속도로 약물을 분배하는 약물송달 장치를 제공하며, 이 방법은 경피 장치 및 피험자의 피부

에 도포하도록 적합하게 된 장착 표면을 포함하는 경피 장치 유닛을 포함하고, 복수 개의 저장소 유닛을 더 포함하는 시스

템을 제공하는 단계, 원하는 사전-설정된 속도를 갖는 저장소 유닛을 선택하는 단계, 및 경피 장치 유닛과 선택된 저장소

유닛을 조립하여 저장소와 경피 장치 간에 유체연통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저장소 유닛 각각은 유체 약물을

함유하는 저장소, 및 사전-설정된 속도로 저장소로부터 유체 약물을 방출하는 방출 조립체를 포함한다.

상기 설명에서, 본 발명은 약물송달 장치에 관하여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개념은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모듈형 시스템

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또한, 경피 장치 유닛은 바늘 센서의 형태일 수 있고, 상응하여 "저장소 유닛"은 센서에 의해

획득된 데이터를 전송 및/또는 처리하도록 적합하게 된 장치의 형태일 수 있다.

본원에 사용된 용어 "약물"은, 액체, 용액, 젤 또는 미세 현탁액과 같은, 제어된 방식으로 중공 바늘과 같은 송달 수단을 통

해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약물-함유 유동성 의약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대표적인 약물은 펩티드, 단백질, 및 호르몬 등의

제약, 생물학적으로 유래된 또는 활성인 제제, 호르몬 및 유전자 기반 제제, 영양식 및 고체(조제된) 또는 액체 형태의 다른

물질들을 포함한다. 예시적인 구체예의 설명에서는 인슐린의 사용에 관해 언급될 것이다. 상응하여, 용어 "피하" 주입은 피

험자에게 경피 송달하는 어떤 방법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더 나아가, 용어 "바늘"(달리 명시되지 않았을 때)은 피험자의

피부를 관통하도록 적합하게 된 관통 부재를 정의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다음에, 본 발명은 도면을 참조하여 더 설명될 것이다.

도 1-11은 약물송달 장치의 제 1 구체예의 사용 순서의 투시도를 나타낸다.

도 12는 저장소 유닛의 추가 구체예를 나타낸다.

도 13은 약물송달 장치의 추가 구체예에서 바늘 유닛과 저장소 유닛의 비-조립 상태를 나타낸다.

도 14는 도 13의 바늘 유닛의 분해조립도를 나타낸다.

도 15는 도 13의 바늘 유닛의 제 1 상태의 투시도를 나타낸다.

도 16은 도 14의 바늘 캐리어의 투시도를 나타낸다.

도 17은 도 13의 바늘 유닛의 제 2 상태의 투시도를 나타낸다.

도 18은 도 13의 바늘 유닛의 측면도를 나타낸다.

도 19는 도 13의 바늘 유닛의 추가의 투시도를 나타낸다.

도 20은 도 13의 저장소 유닛의 내부의 투시도를 나타낸다.

도 21은 추가의 저장소 유닛의 분해조립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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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A는 저장소에 연결된 펌프의 도식적 개략도를 나타낸다.

도 22B는 펌프 조립체의 분해조립도를 나타낸다.

도 22C는 도 22C의 펌프 조립체의 단면도를 나타낸다.

도 22D 및 22E는 도 22C의 펌프 조립체의 부분적 단면도를 나타낸다.

도 23A 및 23B는 캐뉼러와 삽입 바늘 조합의 형태의 경피 장치를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도 24는 추가 약물송달 장치의 투시도를 나타낸다.

도 25A-25D는 본 발명과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이한 방출 수단들을 나타낸다.

도 26은 모듈형 저장소 유닛을 구비한 의료 장치를 나타낸다.

도 27은 의료 장치용의 모듈형 시스템을 나타낸다.

도면에서 같은 구조는 같은 부재번호에 의해 주로 나타낸다.

예시적인 구체예의 설명

다음에 "상부" 및 "하부", "우측" 및 "좌측", "수평" 및 "수직"과 같은 용어나 유사한 관련 표현들이 사용될 때, 이들은 단지

첨부된 도면에 관한 것이며 실제 사용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타낸 도면들은 도식적 표현이며, 이 때문에 상이한 구조

들의 구성뿐만 아니라 그것의 상대적 치수는 단지 예시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된다.

먼저, 도 1-12를 참조하여, 직접적으로 사용자 지향적인 특징들에 주로 초점을 맞춘 약물송달 장치의 구체예가 설명될 것

이다. 이 경피 장치 유닛(2)은 중공 주입 바늘 형태의 경피 장치를 포함하며, 따라서 이후 바늘 유닛으로 칭해질 것이지만,

이 바늘은 유체 약물의 송달에 적합한 어떤 바람직한 경피 장치로 교체될 수도 있다.

더 구체적으로, 도 1은 패치-형 바늘 유닛(2)과 저장소 유닛(5)을 포함하는 모듈형 피부-장착형 약물송달 장치(1) 형태의

의료 장치의 투시도를 나타낸다. 사용자에게 공급될 때, 각 유닛은 그 자신의 밀봉 패키지(도시하지 않음) 내에 넣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늘 유닛은 사용자의 피부에 도포하도록 적합하게 된 하부 장착 표면을 갖는 기저부(10), 및 그 내부에 중공 주입 바늘(도

시하지 않음)이 배치되는 하우징부(20)를 포함한다. 바늘은 사용자의 피부를 관통하도록 적합하게 된 첨형 원단부를 갖는

제 1 바늘 부분, 및 저장소 유닛과 유체연통하여 배치되도록 적합하게 된 제 2 첨형 단부를 포함한다. 나타낸 구체예에서,

바늘의 첨형 단부는 첨형 단부가 장착 표면에 대하여 들어가 있는 초기 위치와 첨형 단부가 장착 표면에 대하여 나와 있는

뻗어나간 위치 사이에서 이동가능하다. 더 나아가, 바늘은 첨형 단부가 장착 표면에 대하여 나와 있는 뻗어나간 위치와 첨

형 단부가 장착 표면에 대하여 들어가 있는 후퇴 위치 사이에서 이동가능하다. 더 이상으로, 바늘 유닛은, 가동 수단이 가

동된 때 초기 위치와 제 2 위치 사이에서 바늘의 첨형 단부를 이동시키는 제 1 스트립-부재(21) 형태의 사용자가 잡을 수

있는 가동 수단, 및 후퇴 수단이 가동된 때 뻗어나간 위치와 후퇴 위치 사이에서 바늘의 첨형 단부를 이동시키는 제 2 스트

립-부재(22) 형태의 사용자가 잡을 수 있는 후퇴 수단을 포함한다. 보여진 대로, 제 2 스트립은 초기에는 제 1 스트립에 의

해 덮여있다. 더 나아가, 하우징은 저장소 유닛 상의 상응하는 암 결합 수단과 협력하도록 적합하게 된 한 쌍의 탄력적으로

배치된 후크 부재 형태의 사용자-가동가능한 수 결합 수단(40)을 포함하며, 이것은 사용시에 저장소 유닛이 바늘 유닛에

해제가능한 식으로 고정되는 것을 허용한다. 나타낸 구체예에서, 기저부는 장착 표면 자체를 제공하는 하부 접착 표면을

갖는 보다 유연한 접착 시트 부재(12)에 부착된 상대적으로 단단한 상부 부분(11)을 포함하며, 접착 표면은 박리가능한 보

호 시트와 함께 공급된다. 또한, 기저부는 저장소 유닛 상의 상응하는 홈과 맞물리도록 적합하게 된 릿지 부재(13)를 포함

한다.

저장소 유닛(5)은 액체 약물 조제물(예를 들어, 인슐린)을 함유하는 사전-충전 저장소 및 사용시에 바늘을 통해 저장소로

부터 약물을 방출하는 전자 제어식 펌프 형태의 방출 수단을 포함한다. 저장소 유닛은 일반적으로 기저부의 상부 표면 위

에 장착되도록 적합하게 된 평평한 하부 표면을 가지며, 하우징부(20)의 상응하는 공동 내에 수용되도록 적합하게 된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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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50)와, 뿐만 아니라 바늘 유닛 상의 상응하는 후크 부재(31)와 맞물리도록 적합하게 된 암 결합 수단(51)을 포함한다.

돌출부는 두 유닛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펌프 출구 및 두 유닛이 조립된 때 펌프가 시동되도록 하는 접촉 수단(도시

하지 않음)을 포함한다. 또한, 하부 표면은 사용자가 저장소의 내용물을 시각적으로 제어하도록 허용하는 창(도시하지 않

음)을 포함한다.

장착 과정의 제 1 단계는 바늘 유닛과 맞물리도록 저장소 유닛을 단순히 미끄러트려 넣음으로써 두 유닛을 조립하는 것이

다(도 2). 후크 부재가 저장소 유닛과 적합하게 맞물렸을 때 두 유닛이 적합하게 조립되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찰

칵"하는 소리가 들린다(도 3). 또, 바람직하다면 시각 또는 청각 신호가 발생될 수 있다. 그 다음 사용자는 박리가능한 시트

(14)를 제거하여 접착 표면을 노출시키고(도 4), 그 후 장치는 사용자의 피부 표면에, 전형적으로는 복부에 부착될 수 있다

(도 5). 약물의 주입은 화살표로 표시한 대로 가동 스트립(21)을 잡고 그것을 잡아당김으로써 시작되는데, 이로써 바늘이

삽입되고 이어서 주입이 자동으로 시작된다(도 6). 바늘 삽입 메커니즘은 사전-압박된 상태에서 공급되고 그 다음에 가동

수단에 의해 해제될 수 있거나, 또는 바늘 삽입은 사용자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다. "발신음" 신호가 장치가 작동중이며

약물이 주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저장소 유닛은, 예를 들어 폐색, 펌프 장애 또는 내용물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에

게 청각적 알람 신호를 제공하는 신호 수단 및 검출 수단과 함께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치는 바늘 유닛의 사용에 알맞은 권장된 시간 기간(예를 들어, 48시간) 동안 제자리에 놓여 있은 다음에, - 또는 저장소

가 비는 경우나 다른 이유 때문에 - 바늘 유닛이 화살표로 표시한 대로 후퇴 수단(22)을 잡고(도 7) 그것을 잡아당김(도 8)

으로써 피부로부터 제거되는데, 이로써 바늘은 후퇴하게 되고 이어서 약물 주입이 자동으로 중지되며, 그 후 접착 패치에

부착된 스트립을 사용하여 피부 표면으로부터 장치를 제거한다(도 9).

장치가 제거되었을 때, 두 유닛은 화살표로 표시한 대로(도 10) 2개의 후크 부재(31)를 동시에 누름으로써 연결이 풀어지

는데, 이로써 화살표로 표시한 대로(도 11) 저장소 유닛(5)은 바늘 유닛(2)과의 맞물린 상태로부터 잡아 당겨져 나오게 되

고, 바늘 유닛은 그 다음에 폐기될 수 있다. 그 후, 저장소 유닛은 그것이 빌 때까지 새로운 바늘 유닛과 함께 다시 사용될

수 있다.

저장소 유닛은 고정된 기초 주입 속도를 갖도록 공급될 수 있거나, 또는 의사 및/또는 사용자/환자에 의해 주입 속도가 설

정되도록 하는 조절 수단(55)을 구비한 조절가능한 유닛(도 12)으로서 공급될 수 있다. 또한, 저장소 유닛은 제어 수단이

전자적으로 프로그래밍되거나 설정되도록 하는 수단과 함께 제공될 수 있다(도시하지 않음).

또한, 도 1-11을 참조하여 설명된 장치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바늘 유닛이 피부에 장착된 후에 저

장소가 부착될 수 있다. 바늘 유닛의 구성에 의존하여, 저장소 유닛이 부착되기 전에 바늘이 도입되는 것이 가능하거나 또

는 방지될 수 있다.

도 13은 도 1의 구체예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의료 장치(500)의 더 이상의 구체예를 나타내는데, 이 장치는 패치-형 바

늘 유닛(502)과 거기에 부착가능한 저장소 유닛(505)을 포함한다.

도 14는 상부 하우징부(510), 바늘 캐리어(520)와 거기에 장착되는 주입 바늘(530), 가동 부재(540), 해제 부재(550), 하

부 하우징부(560) 및 시트 부재(570)를 포함하는 바늘 유닛의 분해조립투시도를 나타낸다. 가동 부재는 사용자가 잡을 수

있는 부분(541)과 바늘 가동부(542)를 포함하고, 해제 부재는 사용자가 잡을 수 있는 부분(551)과 바늘 후퇴부(552)를 포

함한다. 도 15에 나타낸 조립 상태에서, 상부 및 하부 하우징부는 그 안에 바늘 및 바늘 캐리어가 장착되는 하우징(503)을

형성하고, 가동 및 해제 부재가 바늘 캐리어에 연결되어 작동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은 하우징의 바깥쪽

으로 배치된다. 도 1의 구체예와 반대로, 바늘 유닛은 기저 판부를 포함하지 않지만, 대신에 2개의 릿지 부재(561)가 하우

징으로부터 뻗어있고, 이 릿지 부재 및 하우징의 하부 표면이 유연한 시트 부재 상에 장착되고, 이 시트 부재는 바늘 유닛

이 피험자의 피부 부위에 부착되도록 하는 그것의 하부 표면 상의 하부 접착층(571)과 함께 제공된다. 시트 부재는 경피 장

치의 출구 구멍 주위에 제공된 하부 돌출부(565)를 갖는 레지스터 내에 배치되는 개구(572)를 더 포함하고, 마찬가지로 시

트는 시트를 통한 호흡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수의 작은 바늘구멍들과 함께 제공된다. 하우징(503)은 저장소 유닛이 바

늘 유닛(505)에 부착되고 그것으로부터 해제되는 것을 허용하는 사용자-가동가능한 결합 수단(511)과 함께 제공되고, 저

장소 유닛은 상응하는 맞물리는 결합 수단(506) 및 디스플레이(587)을 포함한다. 디스플레이는, 예를 들어 적합한 유닛 기

능, 저장소 내의 약물량 또는 상이한 오차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보여진 대로, 해제 부재의 사용자가 잡을 수 있는 부분(551)은 초기에 가동 부재의 일부분에 의해 덮여있는데, 이것은 사용

자가 실수로 가동 부재 대신에 해제 부재를 사용할 가능성을 줄인다. 더 나아가, 가동 및 해제 부재(또는 그것의 일부분)는

사용자가 장치를 정확히 사용하도록 더 보조하기 위해 색으로 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동 부재는 "시작"을 나타내는

녹색일 수 있고, 한편 해제 부재는 "중지"를 나타내는 적색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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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은 바늘(530)을 갖는 바늘 캐리어(520) 및 가동 부재(540)의 바늘 가동부(542)의 투시도를 나타낸다. 바늘 가동부는

그것이 하우징에 대해 미끄러져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2개의 다리(543)를 포함하며, 이 다리는 하우징의 각 개구(563)를

통하여 배치된다. 바늘 캐리어는 하부 하우징부의 힌지 부재(562)에 연결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고, 이로써 바늘 캐리어

와 바늘이 힌지에 의해 한정된 선회축을 따라 선회하게 된다. 나타낸 구체예에서, 바늘 캐리어는 구부러진 시트형 금속 부

재의 형태이며, 캐리어는 힌지부(523)에 의해 서로 연결된 상부 암(521) 및 하부 암(522)을 포함하고, 힌지부는 하부 암이

상부 암에 대하여 선회축을 따라 선회하도록 허용한다. 하부 암은 그 안에 중공 주입 바늘(530)이 장착(예를 들어, 용접이

나 접착제에 의해)되는 트레이를 형성하고, 바늘은 피험자의 피부를 관통하도록 적합하게 된 첨형 원단부(531), 및 실질적

으로 선회축을 따라 배치되고 유체 공급원과 맞물리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는 근단부(532)를 가지며, 상기 원단부는 일반

적으로 바늘 유닛의 장착 표면에 대해 직각으로 뻗어있다. 따라서, 상부 암의 일부가 하우징 안에 장착된 때, 하부 암은 바

늘의 원단부가 하우징 내부로 들어가 있는 제 1 후퇴 위치와 원단부가 장착 표면에 대하여 나와 있는 제 2 뻗어나간 위치

사이에서 선회할 수 있다. 나타낸 구체예에서, 바늘 캐리어는 두 위치 사이에서 하부 암을 이동시키기 위한 구동 수단을 제

공한다. 본 구체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힌지부를 따르는 시트 재료 자체의 탄성에 의해 제공될 수 있거나, 또는 달리

추가의 스프링이 두 암 사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로써 이들은 따로따로 추진된다. 하부 부분을 활성화된 해제가능한 제

1 위치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상부 암은 하부 암을 그것의 제 1의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위치에서 지지 및 억류하는 고리

(527), 및 바늘 가동부(542)의 램프 표면(544)과 맞물려 있는 해제부(528)를 포함하는 유연한 해제 암(526)과 함께 제공

되며, 아래에 더 상세히 설명된 것과 마찬가지로, 고리는 후자가 그것의 뻗어나간 위치에서 후퇴된 위치로 이동될 때 하부

암과 맞물리도록 적합하게 된 경사 엣지부(529)를 더 포함한다.

바늘을 가동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사용자가 잡을 수 있는 부분(541)(이것은 바람직하게는 그것의 나타낸 접혀진 초기 위

치에 그것을 고정시키는 접착부를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유연한 스트립을 잡고 바늘 가동부(542)를 하우징으로부터 잡아

당기며, 이로써 가동 부재(540)는 하우징과의 연결이 완전히 풀어진다. 더 구체적으로는, 램프 표면(544)이 이동된 때, 그

것은 하부 암으로부터 걸쇠(527)를 강제로 밀어내어 그것을 해제시키고, 그 후 해제부(528)는 램프와의 연결이 풀리며, 이

로써 2개의 다리가 하우징 밖으로 잡아 당겨져 나오게 된다. 도 17에 나타낸 대로, 가동 부재가 제거된 때 해제 부재의 사

용자가 잡을 수 있는 부분(551)이 노출된다. 가동 부재에 관해서, 해제 부재의 사용자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게는

그것의 나타낸 접혀진 초기 위치에 그것을 고정시키는 접착부를 포함한다.

나타낸 구체예에서, 해제 부재는 유연한 재료로 형성된 내부 및 외부 단부를 갖는 스트립의 형태이고, 스트립은 하우징의

개구(512)를 통해 끼워 넣어지며, 이로써 스트립은 사용자가 잡을 수 있는 부분(551) 및 바늘 후퇴부(552)를 형성하고, 스

트립의 내부 단부는 하우징에 부착되고, 외부 단부는 시트 부재(570)의 외주부에, 또는 달리 하우징의 외주부에 부착된다.

도 18에 나타낸 투시도에서, 해제 부재는 그것의 초기 위치에서 나타내었고, 루프(555)를 형성하는 후퇴부는 바늘 캐리어

의 하부 암의 밑에 배치되는데, 이 위치는 하부 암이 그것의 가동된 위치까지 이동되고, 이로써 바늘이 그것의 뻗어나간 위

치까지 이동되는 것을 허용한다.

사용자가 피부로부터 바늘 유닛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때, 사용자는 사용자가 잡을 수 있는 부분(551)을 잡고 그것을 하우

징으로부터 들어올려 위쪽으로 잡아당기며, 이로써 루프가 단축됨으로써 하부 암이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는데, 이 위치는

중간 해제 상태에 해당한다. 이 작용에 의해서, 하부 암은 고리(527)의 경사 엣지부(529)와 맞물리고, 이로써 그것은 도 16

에 나타낸 위치에 상응하는 하부 암 아래에서 찰칵 걸릴 때까지 바깥쪽으로 밀려나가게 된다. 바늘 유닛으로부터 가동 부

재(540)가 제거된 채로 바늘 캐리어는 후퇴 위치에 비가역적으로 끼워 맞춰진다. 사용자가 해제 부재를 더 잡아당길 때, 해

제 부재가 부착된 시트 부재의 외주부가 피부로부터 들어올려질 것이며, 이로써 바늘 유닛이 그것의 부착된 저장소 유닛과

함께 피부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데, 이것은 도 7-9를 참조하여 나타내고 설명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유리하게는, 가동 및 해제 부재는 저장소 유닛(도시하지 않음)과 연통되도록 형성 및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동 부재

의 다리 중 하나는 그것의 초기 위치에서 하우징을 통하여 돌출되어 있음으로써 저장소 유닛 상의 상응하는 접촉부와 맞물

릴 수 있으며, 이것은 저장소 유닛에 바늘 유닛이 부착된 것을 나타내고, 한편 가동 부재의 제거는 바늘이 삽입되었고 따라

서 약물 주입이 시작될 수 있음을 나타낼 것이다. 상응하여, 해제 부재의 가동은 펌프를 중지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 19에 저장소 유닛과 연결된 바늘 유닛(502)의 측면을 나타낸다. 2개의 릿지 부재(561) 및 사용자-가동가능한 결합 수

단(511)에 더하여, 바늘 유닛은 저장소 유닛과 연결 및/또는 맞물림으로써 저장소 유닛과의 기능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는 구조를 더 포함한다. 더 구체적으로, 바늘 유닛은, 바늘 유닛으로부터 나와 있고 저장소 유닛의 유체 출구와 맞물리도록

적합하게 된 바늘의 첨형 근단부(532)에 의해 제공된 유체 입구, 바늘 유닛으로부터 나와 있고 저장소 유닛 내의 유체연결

장치와 맞물려 가동되도록 적합하게 된 가동장치(515)(아래 참조), 및 저장소 유닛 상의 상응하는 접촉부와 맞물리도록 적

합하게 된 제 1 및 제 2의 접촉 가동장치(548, 558)를 포함한다. 제 1 접촉 가동장치는 하우징의 개구를 통하여 나와 있는

바늘 가동장치의 다리(543) 중 하나의 원단부에 의해 제공되고, 제 2 접촉 가동장치는 해제 부재(550)의 바늘 후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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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에 연결된 하우징의 힌지부에 의해 제공된다. 바늘 유닛이 저장소 유닛과 먼저 연결된 때, 두 접촉 가동장치는 하우징

으로부터 돌출하여 저장소 유닛 상의 상응하는 접촉부와 맞물리고, 이로써 바늘 유닛이 연결된 것을 나타낸다. 바늘이 가

동된 때, 제 1 접촉 가동장치는 철수되고, 이로써 저장소 유닛 상의 상응하는 접촉부와의 연결이 풀림으로써 펌프 가동이

시작된다. 바늘이 후퇴된 때, 제 2 접촉 가동장치는 선회하여 저장소 유닛 상의 상응하는 접촉부와의 연결이 풀림으로써

펌프 가동이 중지될 것이다.

도 20은 하우징의 상부 부분이 제거된 저장소 유닛을 나타낸다. 저장소 유닛은 저장소(760) 및 펌프 조립체(300)와 그에

따른 제어 및 가동 수단(580, 581)을 포함하는 방출 조립체를 포함한다. 펌프 조립체는 경피 접근 장치(예를 들어, 바늘)와

의 연결을 위한 출구(322)와 내부 유체연결장치가 가동되도록 허용하는 개구(323)를 포함하며, 이것은 아래를 참조한다.

저장소(560)는 펌프 조립체와 유체연통하여 배치되도록 적합하게 된 바늘-관통가능한 격벽을 포함하는 사전-충전된 유

연하고 접을 수 있는 파우치의 형태이며, 이것은 아래를 참조한다. 나타낸 펌프 조립체는 기계적으로 가동되는 멤브레인

펌프이지만, 저장소 및 방출 수단은, 예를 들어 도 25A-25D를 참조하여 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적합한 구성을 취

할 수 있다.

제어 및 가동 수단은 멤브레인 펌프의 피스톤을 가동하도록 배치된 코일 가동장치(581) 형태의 펌프 가동 부재, 특히 펌프

가동을 제어하기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583)가 연결되는 PCB 또는 플렉스-프린트, 바늘 유닛 상의 접촉 가동장치와 협

력하는 접촉부(588, 589), 청각 및/또는 촉각 신호를 발생시키는 신호 발생 수단(585), 디스플레이(도시하지 않음) 및 에

너지원(586)을 포함한다. 접촉부는 하우징의 유연한 부분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멤브레인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도 21에 도 13의 저장소 유닛(505)의 분해조립도가 나타나 있으며, 이 유닛은 상부 하우징 부재(507), 투명영역(509) 및

바늘 유닛으로부터 뻗어있는 릿지 부재(561)를 수용하기 위한 홈(504)을 갖는 하부 하우징 부재(508), 그 위에 격벽 부재

(761)가 장착되는 라운드형 엣지부(762)를 갖는 유연한 저장소(760), 가동장치를 구비한 펌프 조립체(300) 및 저장소 위

에 배치되고 펌프의 가동을 제어하기 위한 전자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회로판(도시하지 않음)을 포함한다. 상부 및 하부

하우징 부재는 하우징 내의 저장소와 맞물려 장착되도록 적합하게 된 상부 및 하부 릿지부(780)(하부는 보이지 않음)가 마

주하고 있는 형태의 저장소 장착 수단을 포함한다. 각 릿지부는 하우징 부재가 조립됨으로써 저장소가 하우징 내의 제자리

에 끼워 맞춰졌을 때 그것의 마주한 표면 상에서 격벽 부재와 맞물리도록 적합하게 된 중앙 컷-아웃 부분(781)을 포함한

다. 끼워 맞춰지는 정도는 격벽 부재 상에 발휘되는 압력, 격벽 부재의 탄성 및 릿지와 격벽 부재 사이의 마찰에 의해 결정

될 것이다. 컷-아웃 부분의 각 측면에서 릿지부는, 하우징 내에 저장소를 장착하는 것을 보조할 수 있는 일직선 부분(782)

을 포함한다. 일직선 부분은 초기에 사전-충전된 저장소와 맞물려 그것을 제자리에 끼워 맞춰 고정할 수 있지만, 저장소가

비어서 납작해짐에 따라, 이런 죄어짐은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격벽과의 맞물림은 저장소가 빔에 따라서 저장소를 제자

리에 적합하게 고정하도록 적합하게 된다. 추가의 장착 수단(도시하지 않음)이 다른 위치에서, 예를 들어 용접된 엣지

(765)를 따라 저장소와 맞물려 저장소를 죌 수 있다.

도 22A를 참조하면, 저장소에 연결된 펌프의 도식적 도면이 나타나 있으며, 이 펌프는 다음의 일반적 특징들: 저장소(390)

에 저장하기 위한 유체 연결부(391), 안전 밸브(392), 입구 및 출구 밸브(393, 394), 피스톤(396)이 결합되어 있는 펌프 챔

버(395), 및 출구(397)를 포함한다. 화살표는 각 구성요소들 간의 유동 방향을 나타낸다. 피스톤이 아래쪽으로(도면에서)

이동될 때, 상대적으로 음의 압력이 펌프 챔버 내부에 가해질 것이며, 이것은 입구 밸브를 개방시킬 것이고, 이어서 유체가

저장소로부터 안전 밸브의 개방된 제 1 측을 통해 흘러나올 것이다. 피스톤이 위쪽으로(도면에서) 이동될 때는, 상대적으

로 과압이 펌프 챔버에 가해질 것이며, 이것은 입구 밸브를 폐쇄하고 출구 밸브와 안전 밸브를 개방시키고, 이로써 유체는

펌프 챔버로부터 출구 밸브 및 안전 밸브의 제 2 측을 통해 출구까지 흐를 것이다. 나타낸 대로, 정상 작동시 안전 밸브는

유체의 흡입 및 방출 동안 유체 통과를 허용하며, 따라서 정상 작동 동안에는 "피동적"이다. 그러나, 저장소가 가압된 경우

(유연한 저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저장소 내의 상승된 압력은 안전 밸브의 제 1 측과 펌프 챔버를 통하여 안전

밸브의 제 2 측에까지 모두 전달될 것이며, 이 경우 안전 밸브의 제 1 측에서의 압력이 제 2 측이 개방되는 것을 막을 것이

다.

도 22B에 도 22A에 묘사된 펌프 원리를 이용하는 펌프 조립체(300)의 분해조립도가 나타나 있으며, 이 펌프 조립체(이후

펌프라고도 한다)는 도 1-13의 저장소 유닛과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펌프는 유동-제어식 입구 및 출구 밸브를 구비

한 피스톤-가동식 펌프 멤브레인을 포함하는 멤브레인 펌프이다. 펌프는 제 1, 제 2 및 제 3 멤브레인(301, 302, 303)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층상 구성을 가지며, 멤브레인들 사이에 제 1 및 제 2 멤브레인 층(311, 312)이 삽입됨으로써, 제 1 멤

브레인 층과 조합된 제 1 및 제 2 멤브레인에 의해 펌프 챔버(341)가 형성되고, 제 1 멤브레인 층과 조합된 제 1 및 제 3 멤

브레인에 의해 안전 밸브(345)가 형성되고, 제 2 멤브레인 층과 조합된 제 2 및 제 3 멤브레인에 의해 입구 및 출구 밸브

(342, 343)가 형성된다(도 22C 참조). 층들은 외부 클램프(310)에 의해 적층 배치 상태로 고정된다. 펌프는 입구(321) 및

출구(322), 뿐만 아니라 연결 개구(323)를 더 포함하며, 이 3가지는 모두 각 멤브레인(331, 332, 333)에 의해 덮여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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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초기 멸균 상태로 펌프의 내부가 밀봉된다. 멤브레인은 주어진 밀봉부를 통해 도입되는 바늘이나 다른 부재에 의해

관통가능하거나 파괴가능하다(예를 들어, 종이로 만들어짐). 출구는 펌프가 출구 바늘에 연결되도록 허용하는 자체-밀봉

식 바늘-관통가능한 격벽(334)(예를 들어, 고무-형 재료로 된)을 더 포함한다. 도 22C에 나타낸 대로, 유체 경로(진한 선

으로 표시됨)가 안전 밸브(345)의 제 1 측을 통해 입구(321)(아래 참조)와 입구 밸브(342) 사이에, 입구 밸브, 펌프 챔버

(345) 및 출구 밸브(343) 사이에, 그리고 안전 밸브의 제 2 측을 통해 출구 밸브와 출구(322) 사이에 형성되며, 이 유체 경

로는 상이한 층들 내에 또는 층들 사이에서 형성된다. 또한, 펌프는 펌프 멤브레인을 가동시키기 위한 피스톤(340)을 포함

하며, 피스톤은 외부 구동 수단(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구동된다.

펌프는 연결 개구 뒤에 배치된 바늘 챔버(360) 내에 미끄러져 들어가 위치되는 중공 연결 바늘(350) 형태의 유체연결장치

를 더 포함하고, 이것은 도 22D를 참조한다. 바늘 챔버는 펌프의 층들을 통해 형성되고, 내부 밀봉 격벽(315)을 포함하는

데, 이것을 통해 바늘이 미끄러져 들어가 배치되며, 이 격벽은 제 1 멤브레인 층에 의해 형성된다. 바늘은 첨형 원단부

(351), 그 위에 바늘 피스톤(352)이 배치되는 근단부 및 원단부와 유체연통되어 있는 근단부 쪽 개구(353)를 포함하며, 바

늘 및 피스톤은 내부 격벽 및 챔버에 대하여 미끄러져 들어가 배치된다. 도 22D로부터 인정될 수 있는 대로, 바늘 피스톤은

그것의 초기 위치에서 1개 이상의 방사상으로 놓인 홈(359)에 의해 우회된다. 이들은 증기멸균을 허용하고, 유체연결장치

가 바늘 챔버 내에서 앞으로 이동될 때 가둬진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 제공된다.

상기 설명된 펌프 조립체는 도 1-20에 나타낸 종류의 약물송달 장치에 제공될 수 있다. 사용시에 저장소 유닛이 바늘 유닛

에 부착되는 경우, 주입 바늘의 근단부(532)가 펌프의 출구 밀봉부 및 격벽(334)을 통해 도입되고, 가동장치(515)(도 19

참조)가 연결 멤브레인(333)을 통해 도입된다. 이 작용에 의해서, 연결 바늘은 도 22D에 나타낸 그것의 초기 위치에서 도

22E에 나타낸 가동 위치로 밀려나오며, 이 때 원단부가 입구 멤브레인(331)을 통해 더 나아가 근처에 위치된 저장소의 바

늘-관통가능한 격벽을 통해 이동되고, 이로써 바늘의 근단부 개구(353)를 통해 저장소와 입구 밸브 사이에 유동 경로가 확

립된다. 이 위치에서 밀봉부가 바늘 피스톤과 바늘 챔버 사이에 형성된다.

나타낸 대로, 두 유닛이 해체된 때, 주입 바늘의 근단부(532)는 펌프 출구로부터 철수되고, 한편 연결 바늘은 펌프와 저장

소 사이의 유체연통을 영구적으로 제공한다.

상기 설명된 구체예에서, 경피 장치는 단일 바늘 장치(예를 들어, 나타낸 주입 바늘 또는 바늘 센서(도시하지 않음))의 형태

였지만, 경피 장치는 또한 삽입 후 철수되는 삽입 바늘과 조합된 캐뉼러 또는 센서의 형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 1 바늘

부분은 (비교적 부드러운) 주입 캐뉼러(예를 들어, Teflon 캐뉼러)의 형태일 수 있고, 거기를 통해 제거가능한 삽입 바늘

이 배치된다. 이런 종류의 캐뉼러 바늘 배치는 소위 주입 세트라고 잘 알려져 있으며, 그러한 주입 세트는 전형적으로 (항

구적) 주입 펌프와 조합하여 주입 부위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와 같이, 도 23A 및 23B는 주어진 의료 장치(600)(부분적으로 도시됨), 예를 들어 주입 장치 또는 주입 세트의 하우징

(601) 내부에 캐뉼러와 삽입 바늘 조합이 어떻게 배치될 수 있는지를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더 구체적으로, 의료 장치는 하

부 부재(653)에 의해 지탱된 비교적 부드러운 캐뉼러(651)(이것은, 예를 들어 소프트 "Teflon 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

다)와 캐뉼러 내에 미끄러져 들어가 배치되고 상부 부재(663)에 의해 지탱된 첨형 삽입 바늘(661)(예를 들어, 의료 등급 스

테인리스 스틸로 제조된)의 조합을 포함하는 경피용 조립체(650)를 포함하며, 두 부재는 캐뉼러 및 삽입 바늘의 축상 위치

변환을 허용하도록 장착된다. 캐뉼러는 그것이 유체 공급원과 유체연통하여 있도록 또는 배치되도록 허용하는 근단부 입

구(도시하지 않음)를 포함한다. 의료 장치는 캐뉼러용 개구(621) 및 해제 부재(622)를 갖는 기저판(620)을 더 포함한다.

하부 부재는 탄성 밀봉부(652)를 포함하는데, 이것을 통해 삽입 바늘이 배치된다. 캐뉼러 및 삽입 바늘은 두 부재가 장치에

어떻게 장착되는지에 따라서 일직선일 수도 구부러져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선회축을 따라 아치형이거나 또는 예시

된 대로 선형 움직임에 따라 일직선일 수 있다. 상부 부재는 도 23A에 나타낸 대로 삽입 바늘의 원단부가 캐뉼러의 원단부

개구로부터 뻗어있는 초기 위치에서 부재들을 함께 끼워 맞추는 결합 부재(667)를 포함하고, 기저판은 캐뉼러의 원단부가

기저판의 개구를 통해 뻗어있는(도 23B 참조) 뻗어나간 위치에서 하부 부재를 끼워 맞추는 결합 부재(657)를 포함한다. 장

치의 하우징과 상부 부재 사이에 제 1 스프링(668)이 배치되며, 이로써 상부 부재는 위쪽으로 기울어진다. 상응하여, 이 장

치는 또 제 2 스프링(658)을 포함하며, 이것은 하부 부재를 위쪽으로 기울어지게 한다. 의료 장치는 도 1에 나타낸 구체예

에 상응하여 잡는 탭(676)과 끌어 당겨지는 부재(677)를 더 포함한다.

사용시에 조립체는 수동으로 또는 해제가능한 삽입 보조기구, 예를 들어 하우징의 개구를 통해 작용하는 스프링 장착 부재

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이동되며(도시하지 않음), 이로써 삽입 바늘이 나와 있는 캐뉼러가 피험자의 피부를 통해 삽입된다.

이 위치에서 하부 부재가 결합 부재(657)와 맞물림으로써 그것의 뻗어나간 위치에서 캐뉼러와 끼워 맞춰지고, 마찬가지로

결합 부재(667)가 해제 부재(622)에 의해 해제되며, 이로써 상부 부재가 제 1 스프링에 의해 그것의 초기 위치로 되돌아

가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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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피부 표면으로부터 송달장치를 제거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탭의 잡는 부분을 잡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피부 표면

과 평행한 제 1 방향으로 잡아당기며, 이 작용에 의해서 유연한 스트립(677)이 하부 부재로부터 결합 부재(657)를 해제시

키고, 이로써 하부 부재와 이에 따른 캐뉼러가 제 2 스프링에 의해 후퇴된다. 캐뉼러가 피부로부터 철수된 때, 사용자는 이

제 펼쳐진 탭을 사용하여, 예를 들어 피부 표면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탭을 잡아당김으로써, 전체 송달장치를 피부

표면으로부터 잡아당긴다.

도 24에 도 1-12를 참조하여 설명된 후자의 장착 과정에 적합하게 된 장치의 구체예가 나타나 있다(즉, 먼저 바늘 유닛을

장착하는).

더 구체적으로, 도 24는 바늘 하우징(110), 피험자의 피부에 도포하도록 적합하게 된 하부 장착 표면(133)을 갖는 기저 부

재(130), 및 별도의 펌프 유닛(150)을 포함하는 약물송달 장치(100) 형태의 의료 장치의 투시도를 나타낸다. 나타낸 구체

예에서, 기저 부재는 장착 표면 자체를 제공하는 하부 접착 표면을 갖는 보다 유연한 접착 패치 부재(132)에 부착된 상대적

으로 단단한 상부 부분(131)을 포함한다. 바늘 하우징은 기저 부재와 통합식으로 형성될 수 있거나, 또는 별도의 유닛으로

서 거기에 부착될 수 있으며, 이 두 요소는 조합되어 플랫폼 유닛을 형성한다. 나타낸 구체예에서, 바늘 유닛은 그 내부에

중공 바늘(112)이 추축식으로 배치되는 하우징(111)을 포함한다.

하우징은 제 1 및 제 2 커버 수단에 의해 덮여진 제 1 및 제 2 개구(또는 창)를 포함한다. 나타낸 구체예에서, 제 1 커버 수

단은 바늘-관통가능한 고무 멤브레인(121)의 형태이고, 제 2 커버 수단은 구성요소들이 하우징의 내부로 도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파괴가능한 종이 시트의 형태이다. 종이 시트는 멸균 가스를 통과시킬 수 있고, 종이 시트, 고무 멤브레인 및 하

우징은 조합되어 캡슐화된 바늘 부분에 대한 멸균 장벽을 제공한다.

바늘은 피험자의 피부를 관통하도록 적합하게 된 제 1 첨형 단부를 갖는 제 1 바늘 부분(113) 및 중간 바늘 부분(115)을

통해 제 1 바늘 부분과 유체연통하여 있고 제 2 첨형 단부를 갖는 제 2 바늘 부분(114)을 포함하며, 상기 제 1 바늘 부분은

일반적으로 장착 표면에 대해 직각으로 뻗어있고, 상기 제 2 바늘 부분은 장착 표면과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배치된다. 바

늘은 장착 부재(117)에 의해 하우징에 연결되며, 이것은 바늘이 제 2 바늘 부분에 의해 한정된 축을 따라 선회하는 것을 허

용하고, 이로써 바늘은 제 1 바늘 부분이 장착 표면에 대하여 들어가 있는 초기 멸균 위치와 제 1 바늘 부분의 첨형 단부가

고무 격벽을 통해 장착 표면에 대하여 나와 있는 제 3 위치 사이에서 이동될 수 있다. 또, 하우징은 초기 위치를 향해 바늘

을 기울어지게 하는 사형 멤브레인(118)을 포함한다. 종종, 바늘의 하류 부분(본원에서: 제 1 부분)은 원단부라고 언급되

고, 바늘의 "상류" 부분(본원에서: 제 2 부분)은 근단부라고 언급된다.

저장소(또는 펌프) 유닛(150)은 그 안에 저장소 및 방출 수단이 배치되는 하우징을 포함한다. 저장소는 액체 약물을 함유

하도록 적합하게 되고(예를 들어, 사전-충전식 또는 사용자에 의해 충전되도록 적합하게 된), 제 2 바늘 부분과 유체연통

하여 배치되도록 적합하게 된 돌출한 바늘-관통가능한 격벽(155) 형태의 출구 수단을 포함한다. 방출 수단(도시하지 않

음)은 사용시에 저장소로부터 중공 바늘에 의해 피험자의 피부를 통해 약물을 방출하도록 적합하게 된다. 펌프 유닛은 저

장소 출구 옆에 배치된 램프 부재(156)를 더 포함한다. 저장소 및 방출 수단은, 예를 들어 도 25A-25D를 참조하여 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적합한 구성을 가질 수 있다.

장착 플랫폼은 수용부를 포함하며, 수용부 및 펌프 유닛은 펌프 유닛이 플랫폼 유닛에 고정되도록 하는 맞물리는 결합 수

단(160)을 포함한다. 맞물리는 결합 수단은 해제될 수 있으며, 이로써 항구적인 또는 다기능 펌프 유닛이 일회용 플랫폼 유

닛에 여러 번 부착되는 것을 허용한다.

사용시에, 플랫폼 유닛은 사용자의 피부 상에 장착되고(예를 들어, 장착 표면 상에 배치된 접착 수단에 의해), 펌프 유닛은

장착 표면과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그와 함께 맞물리도록 미끄러져 집어넣음으로써 플랫폼 유닛에 부착되어 끼워 맞춰진

다. 후자의 작동 동안에 돌출한 격벽 및 램프 부재는 바늘과 맞물리도록 이동되고, 이로써 종이 장벽 커버(122)가 파괴되

며, 이 작동 동안 유체연통이 제 2 바늘 부분과 저장소 사이에 확립되고, 마찬가지로 바늘은 그것의 초기 위치에서 그것의

제 2 위치로 선회되고, 이에 따라 제 1 첨형 바늘 단부가 고무 멤브레인 및 사용자의 피부를 관통한다.

펌프 유닛이 연결되고 바늘이 피하로 도입된 후 펌프가 시동될 수 있다. 이것은 두 유닛이 연결됨에 따라 자동으로, 또는

별도의 사용자-가동가능한 시동 수단, 예를 들어 스타트 버튼(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다른 구체예에서(도시하지 않음), 제 2 바늘 부분은 장착 부재(117)에 고정적으로(즉, 비-회전식) 부착될 수 있고, 중간 바

늘 부분(115)은 그것이 램프 부재(156)에 의해 아래쪽으로 밀려나감에 따라 탄성적으로 구부러진다. 그러한 배치에서 사

형 부재(118)는 불필요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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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설명된 구체예에서, 방출 수단의 예와 조합된 유연한 저장소를 포함하는 송달 장치가 설명되었다. 그러나, 저장소 및

방출 수단은 피부-장착형 약물송달 장치 내부에 배치하는데 적합한 어떤 종류일 수 있다. 더 이상으로, 본 발명의 바늘은

바늘 센서의 형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 장치의 내부는 바늘 센서와 협력하도록 적합하게 된 센서 수단을 포함할 수 있

다.

도 25A-25E에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방출 수단의 예가 도식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들은 단순한 예일 뿐이며, 마

찬가지로 개별 구성요소들에 대해 나타낸 배치가 상기 나타낸 송달 장치에서의 직접적 적용에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다.

더 구체적으로, 도 25A는 저장소를 형성하고 바늘이 연결되는 것을 허용하는 원단부 폐쇄 부재(1011)를 갖는 약물-함유

카트리지(1010) 및 그 안에 미끄러져 들어가 배치된 피스톤(1015), 유연한 톱니모양 피스톤 로드(1020)(예를 들어, US

특허 6,302,869에 개시된 것과 같은), 웜-기어 배치(1031)를 통해 피스톤 로드를 구동시켜 카트리지로부터 약물을 방출

하는 전기 모터(1030)를 포함하며, 모터는 제어 수단(1040)에 의해 제어되고, 제어 수단 및 모터용 에너지는 배터리

(1050)에 의해 제공되는 펌프 배치를 나타낸다. 펌프는 바늘이 삽입되었을 때(도시되지 않은 수단에 의해), 또는 삽입장치

가 송달 장치로부터 분리된 후에는 별도의 사용자-가동가능한 수단(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다.

도 25B는 원단부 및 근단부 폐쇄 부재(1111, 1112)를 갖는 약물-함유 카트리지(1110) 및 그 안에 미끄러져 들어가 배치

된 피스톤(1115), 피스톤을 구동시켜 카트리지로부터 약물을 방출시키는 도관(1121)을 통해 카트리지의 내부와 유체연통

된 가스 발생 수단(1120)을 포함하며, 가스 발생 수단은 제어 수단(1140)에 의해 제어되고, 제어 수단 및 가스 발생용 에

너지는 배터리(1150)에 의해 제공되는 펌프 배치를 나타낸다. 이 펌프는 상기 나타낸 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 약물송달 장

치용의 그러한 가스 발생 수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예를 들어 US 특허 5,858,001에서 찾을 수 있다.

도 25C는 원단부 및 근단부 폐쇄 부재(1211, 1212)를 갖는 약물-함유 카트리지(1210) 및 그 안에 미끄러져 들어가 배치

된 피스톤(1215), 피스톤을 구동시켜 카트리지로부터 약물을 방출시키는 도관(1212)을 통해 카트리지의 내부와 유체연통

된 삼투 엔진(1220)을 포함하는 펌프 배치를 나타낸다. 삼투 엔진은 염-용액을 함유하는 단단한 제 1 저장소(1225) 및 물

을 함유하는 접을 수 있는 제 2 저장소(1226)을 포함하며, 두 저장소는 반투과성 멤브레인(1227)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사용자에게 공급될 때, 제 2 저장소와 멤브레인 사이의 유체 연결(1228)은 사용자-절단가능한 멤브레인(예를 들어, 약한

용접)에 의해 폐쇄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단되었을 때 물이 제 2 저장소로부터 멤브레인을 통해 제 1 저장소로 흘러나옴에

따라 삼투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펌프는 상기 나타낸 바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다. 삼투 구동 원리의 상세

한 설명은, 예를 들어 US 특허 5,169,390에서 찾을 수 있다.

도 25D는 유량제한기(1331)을 포함하는 도관(1330)을 통해 제1 저장소(1320)와 유체연통된 단단한 유체-충전된 제 2

저장소(1311) 내에 배치된 약물-함유 유연한 저장소(1310)을 포함하는 펌프 배치를 나타낸다. 제 1 저장소는 이동식 피

스톤(1321)을 구비한 카트리지의 형태이고, 점성의 구동 유체를 함유한다. 제 1 저장소로부터 제 2 저장소로 유체를 보냄

으로써, 유연한 저장소가 주입 바늘(도시하지 않음)에 연결된 때 유연한 저장소로부터 약물을 방출하기 위해, 스프링

(1340)이 피스톤 상에서 작용하도록 배치된다. 유속은 구동 유체의 스프링에 의해 발생된 압력, 구동 유체의 점도 및 유량

제한기 내의 유동 저항(즉, 블리딩 홀 원리)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펌프는 바늘이 삽입된 때는(도시되지 않은 수단에 의해)

스프링을 팽팽하게 하거나 사전-압박된 스프링을 해제함에 의해서, 또는 삽입장치가 송달 장치로부터 분리된 후에는 별도

의 사용자-가동가능한 수단(도시하지 않음)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 약물 주입에 사용되는 이 원리의 예는 DE 25 52

446에 공지되어 있다. 다른 구성에서, 약물 저장소는, 예를 들어 US 특허 6,074,369에 개시된 대로, 직접 가압되어 유량제

한기를 통해 약물을 방출할 수 있다.

도 26에 도 1-11의 구체예에 상응하는 의료 장치(900)가 나타나 있지만, 저장소 유닛은 저장소 및 접촉부(921)를 통해 제

어 유닛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방출 조립체를 포함하는 저장소 유닛(920) 상에 장착되도록 적합하게 된 "항구적" 제어 유

닛(910)을 포함하는 모듈형 디자인을 가진다. 경피 장치 유닛(930)은 도 1-11의 것과 동일할 수 있다. 경피 장치 유닛과

저장소 유닛은 맞물리는 결합 수단(931)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저장소 유닛을 경피 장치 유닛에 고정시켜서 저장소와 경

피 장치 사이에 유체연통을 제공하고, 컨트롤러 유닛과 저장소 유닛은 맞물리는 결합 수단(917, 921)을 포함하는데, 이것

은 컨트롤러 유닛을 저장소 유닛에 고정시켜서 방출 조립체를 제어하도록 한다. 제어 유닛은 다음의 특징들: 진동기, RF

송신기, RF 수신기, 디스플레이, 볼루스 버튼(918)(도시된 대로의) 또는 다른 사용자 입력 수단, 백업 배터리, 메모리 중 하

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어 유닛은 고정된 유속을 제공하도록 적합하게 될 수 있거나, 또는 그것은 주어진

속도 또는 주어진 프로파일을 제공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예를 들어,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 또한, 상이한 제어 유

닛이 상이한 저장소 유닛(예를 들어, 상이한 약물 또는 상이한 양의 약물을 포함하는)과 함께, 또는 상이한 바늘 유닛(예를

들어, 바늘 또는 소프트 캐뉼러를 포함하는)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말한 바와 같이, 컨트롤러는 사용자에 의해 항구

적 장치로서 사용될 수 있지만, (더욱 단순한) 버전의 컨트롤러는 저장소 유닛에 사전-부착되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일회

용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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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은 기본 바늘 패치 유닛(930) 및 기본 저장소 유닛(920)에 더하여 다수의 상이한 종류의 제어 유닛을 포함하는 모듈

형 시스템을 나타낸다. 제어 유닛의 일부와 조합된 리모트 컨트롤러(940)가 사용될 수 있다. 제어 유닛은 리모터 컨트롤러

로부터만 제어될 수 있는 원격 제어가능한 유닛(911)의 형태일 수 있다. 이들의 변형(912)은 사용자가 리모트 컨트롤러를

사용할 필요 없이 약물의 볼루스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볼루스 버튼이 부가될 수 있다. 제어 유닛은 다양한 사전-프로그

램된 제어 유닛(913)으로서 제공될 수 있으며, 각각은 유닛 상에 표시된 고정된 유속을 제공한다. 그러한 유닛은 리모트 컨

트롤러 없이 사용되도록 의도되며, 도시된 바와 같은 디스플레이(919)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제어 유닛(914)이 제공될 수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의사가 제어 유닛을 각 환자에 알맞게 프

로그래밍하는 것을 허용한다. 견본(915)은 저장소 유닛 및 바늘 유닛과 조합된 개시된 제어 유닛 중 어느 것을 나타낸다.

바람직한 구체예의 상기 설명에서, 상이한 구성요소들에 대해 설명된 기능성을 제공하는 상이한 구조 및 수단이 본 발명의

개념이 당업자에게 명백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었다. 상이한 구성요소들에 대한 상세한 구성 및 세부사항은 본 명세서에

의해 제시된 윤곽에 따라 당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통상의 디자인 과정의 목적이 고려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경피 장치 유닛(502) 및 저장소 유닛(505)를 포함하는 의료 장치(1,100,500)로서, 경피 장치 유닛은

- 경피 장치(530),

- 피험자의 피부에 도포하도록 적합하게 된 장착 표면

을 포함하고, 저장소 유닛은

- 유체 약물을 함유하도록 적합하게 된 저장소(760),

- 저장소와 협력하여 저장소로부터 경피 장치를 거쳐 피험자의 피부를 통해 유체 약물을 방출하도록 적합하게 된 방출 조

립체(300,580)

를 포함하며, 여기서 경피 장치 유닛 및 저장소 유닛은 사용시에 서로 고정되도록 적합하게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

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경피 장치 유닛과 저장소 유닛이 서로 고정되었을 때 경피 장치와 저장소 간의 유체연통이 확립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3.

전술한 항들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방출 조립체는 경피 장치 유닛과 저장소 유닛이 서로 고정되었을 때 활성화되거나 활

성화되는 것이 허용되고, 유닛들이 서로 해제되었을 때 비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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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항들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방출 조립체는 저장소와 유체연통하여 배치되도록 적합하게 된 입구(321), 및 경피

장치와 유체연통하여 배치되도록 적합하게 된 출구(322)를 갖는 펌프를 포함하며, 이로써 경피 장치가 저장소의 내부와

유체연통하여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펌프는 입구와 출구 사이에 배치된 내부 유동 경로를 포함하고, 입구와 출구는 펌프의 내부를 밀봉하며,

이로써 유동 경로를 초기 멸균 상태로 밀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저장소 유닛은 펌프와 저장소 간에 유체연통되어 있지 않은 초기 상태에서 펌프 유닛이 최초로 경피 장

치 유닛에 고정되었을 때 펌프의 입구와 저장소 간에 유체연통이 확립된 비가역적 작동 상태로 변형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초기 상태에서 펌프의 내부에 유체연결장치(350)가 배치되고, 유체연결장치는 입구(351) 및 출구(353)

를 포함하며, 여기서 유체연결장치는 초기 상태에서, 유체연결장치를 거쳐 저장소의 내부와 펌프의 내부 간에 유체연통이

확립된 작동 상태로 작동되도록 배치되고, 유체연결장치의 출구는 펌프의 유동 경로에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

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유체연결장치는 첨형 입구 단부를 포함하고, 저장소는 관통가능한 부분(761)을 포함하며, 이 부분을 통

해 첨형 유체연결장치 입구 단부가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9.

전술한 항들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경피 장치는 피험자의 피부를 관통하도록 적합하게 된 첨형 단부를 포함하며, 첨형

단부는 첨형 단부가 장착 표면에 대하여 들어가 있는 초기 위치와 첨형 단부가 장착 표면에 대하여 나와 있는 뻗어나간 위

치 사이에서 이동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경피 장치 유닛은 가동 수단이 가동되었을 때 경피 장치의 첨형 단부를 초기 위치와 뻗어나간 위치 사이

에서 이동시키는 가동 수단(54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경피 장치 유닛은 가동 수단을 차단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차단 수단은 경피 장치 유닛과 저장소 유닛

이 서로 고정되었을 때 해제됨으로써 가동 수단이 가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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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가동 수단이 가동되었을 때 방출 조립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13.

제 9 항 내지 제 1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경피 장치의 첨형 단부는 첨형 단부가 장착 표면에 대하여 나와 있는 뻗어

나간 위치와 첨형 단부가 장착 표면에 대하여 들어가 있는 후퇴 위치 사이에서 이동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후퇴 수단이 가동되었을 때 경피 장치의 첨형 단부를 뻗어나간 위치와 후퇴 위치 사이에서 이동시키는

후퇴 수단(550)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초기 상태에서 가동 수단은 후퇴 수단을 덮고 있고, 가동 수단의 가동이 후퇴 수단의 노출을 의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후퇴 수단이 가동되었을 때 방출 조립체가 비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17.

전술한 항들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경피 장치는 첨형 단부를 갖는 제 1 부분(531), 및 제 1 부분과 유체연통되어 있고 제

2 단부를 갖는 제 2 부분(532)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제 2 단부는 첨형 바늘 단부를 포함하고, 펌프의 출구는 경피 장치의 제 2 단부와 펌프 내부 간에 유체

연통이 확립되도록 하는 바늘-관통가능한 격벽(332)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19.

전술한 항들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장착 표면은 의료 장치가 피험자의 피부 표면에 부착되도록 하는 접착 수단(571)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20.

제 14 항의 종속항일 때, 제 19 항에 있어서, 제 1 상태에서 중간 상태로의 후퇴 수단(550)의 작동은 경피 장치를 뻗어나간

위치에서 후퇴 위치로 이동시키고, 중간 상태에서 제 2 상태로의 후퇴 수단의 작동은 피부 표면으로부터 장치를 해제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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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전술한 항들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경피 장치 유닛과 저장소 유닛을 서로 고정시키는 해제가능한 맞물리는 결합 수단

(506,511)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두 유닛이 서로 해제되었을 때 방출 조립체가 비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23.

전술한 항들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저장소는 액체 약물로 사전-충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24.

전술한 항들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저장소는 사용시에 액체 약물을 포함하며 프리 가스는 실질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25.

- 출구 개구를 갖는 피험자의 피부를 관통하도록 적합하게 된 원단부, 및 유체 입구를 형성하는 입구 개구를 갖는 근단부

(532)를 포함하며, 유체 입구는 유체 공급원과 유체연통하여 배치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고, 입구 개구와 출구 개구 간에

유압 강직 유체연통을 제공하는 경피 장치(530,650),

- 외부 유체 공급원이 유체 입구와 연결되도록 하는 결합 수단(511), 및

- 피험자의 피부에 도포하도록 적합하게 된 장착 표면

을 포함하는 의료 장치(502).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경피 장치의 원단부는 원단부가 장착 표면에 대하여 들어가 있는 초기 위치와 원단부가 장착 표면에 대

하여 나와 있는 뻗어나간 위치 사이에서 이동가능하며, 여기서 의료 장치는 선택적으로 가동 수단이 가동되었을 때 경피

장치의 원단부를 초기 위치와 뻗어나간 위치 사이에서 이동시키는 가동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27.

제 25 항 또는 제 26 항에 있어서, 경피 장치는 중공 피하용 바늘의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28.

- 경피 장치 및 피험자의 피부에 도포하도록 적합하게 된 장착 표면을 포함하는 경피 장치 유닛(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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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 약물을 함유하는 저장소 및 저장소로부터 유체 약물을 방출하는 방출 조립체(300)를 각각 포함하고, 각각은 상이한

능력을 갖는, 복수 개의 저장소 유닛(505)을 포함하고,

경피 장치 유닛 및 저장소 유닛은 저장소 유닛을 경피 장치 유닛에 고정시켜 저장소와 경피 장치 간에 유체연통이 제공되

도록 하는 맞물리는 결합 수단(511, 506)을 포함하며, 이로써 경피 장치 유닛과 저장소 유닛의 각 조합이 상이한 능력을

갖는 조립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제 1 저장소 유닛은 제 1 양의 약물을 포함하고, 제 2 저장소 유닛은 제 2 양의 약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제 1 저장소 유닛은 제 1 약물을 포함하고, 제 2 저장소 유닛은 제 2 약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시스템.

청구항 31.

제 28 항에 있어서, 제 1 저장소 유닛은 제 1 사전-설정된 속도로 약물을 방출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고, 제 2 저장소 유

닛은 제 2 사전-설정된 속도로 약물을 방출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2.

제 28 항에 있어서, 제 1 저장소 유닛은 사전-설정된 속도로 약물을 방출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고, 제 2 저장소 유닛은

선택가능한 속도로 약물을 방출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3.

제 28 항에 있어서, 제 1 저장소 유닛은 유동 명령에 의거하여 저장소로부터 유체의 방출을 일으키도록 방출 조립체에 작

동가능하게 연결된 프로세서, 및 별도의 제어 장치로부터 유동 명령을 수신하고 이 유동 명령을 프로세서로 송달하는 컨트

롤러와 짝을 이루어 작동되는 수신기를 포함하며, 여기서 제 2 저장소 유닛은 별도의 제어 장치로부터 유동 명령을 수신하

는데 부적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수신기는 무선 수신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5.

- 경피 장치 및 피험자의 피부에 도포하도록 적합하게 된 장착 표면을 각각 포함하고, 각각은 상이한 능력을 갖는, 복수 개

의 경피 장치 유닛(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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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 약물을 함유하는 저장소, 및 저장소로부터 유체 약물을 방출하는 방출 조립체(300)를 포함하는 저장소 유닛(505)

을 포함하고,

경피 장치 유닛 및 저장소 유닛은 저장소 유닛을 경피 장치 유닛에 고정시켜 저장소와 경피 장치 간에 유체연통이 제공되

도록 하는 맞물리는 결합 수단(511, 506)을 포함하며, 이로써 경피 장치 유닛과 저장소 유닛의 각 조합이 상이한 능력을

갖는 조립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제 1 경피 장치 유닛은 중공 피하용 바늘을 포함하고, 제 2 경피 장치 유닛은 캐뉼러와 삽입 바늘 조립

체 및 미세바늘 어레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경피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7.

- 경피 장치 및 장착 표면을 포함하는 경피 장치 유닛(502)을 제공하는 단계,

- 유체 약물을 함유하도록 적합하게 된 저장소(760), 및 저장소로부터 유체 약물을 방출하는 방출 조립체(300)를 포함하

는 저장소 유닛(505)을 제공하는 단계,

- 경피 장치 유닛과 저장소 유닛을 조립하여 저장소와 경피 장치 간에 유체연통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피험자의 피부 표면에 장착 표면을 장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피험자의 피부 표면에 장착 표면을 장착한 후, 경피 장치를 가동시켜 저장소와 피험자 간에 유체연통을

확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0.

- 경피 장치 및 피험자의 피부에 도포하도록 적합하게 된 장착 표면을 포함하는 경피 장치 유닛(502)을 포함하고, 유체 약

물을 함유하는 저장소(760), 및 저장소로부터 사전-설정된 속도로 유체 약물을 방출하는 방출 조립체(300)를 각각 포함하

는 복수 개의 저장소 유닛(505)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단계,

- 원하는 사전-설정된 속도를 갖는 저장소 유닛을 선택하는 단계, 및

- 경피 장치 유닛과 선택된 저장소 유닛을 조립하여 저장소와 경피 장치 간에 유체연통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전

-설정된 속도로 약물을 분배하는 약물송달 장치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1.

- 경피 장치 및 피험자의 피부에 도포하도록 적합하게 된 장착 표면을 포함하는 경피 장치 유닛(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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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 약물을 함유하는 저장소, 및 저장소로부터 유체 약물을 방출하는 방출 조립체(300)의 적어도 일부분을 포함하는 저

장소 유닛(920),

- 방출 조립체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각각 포함하고, 각각은 상이한 능력을 갖는, 복수 개의 제어 유닛

(911,912,913,914)을 포함하고,

경피 장치 유닛 및 저장소 유닛은 저장소 유닛을 경피 장치 유닛에 고정시켜 저장소와 경피 장치 간에 유체연통이 제공되

도록 하는 맞물리는 결합 수단(931)을 포함하고, 컨트롤러 유닛 및 저장소 유닛은 컨트롤러 유닛을 저장소 유닛에 고정시

켜 방출 조립체를 제어하도록 하는 맞물리는 결합 수단(917,921)을 포함하며, 이로써 경피 장치 유닛, 저장소 유닛 및 제

어 유닛의 각 조합이 상이한 능력을 갖는 조립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제 1 저장소 유닛은 제 1 양의 약물을 포함하고, 제 2 저장소 유닛은 제 2 양의 약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3.

제 41 항에 있어서, 제 1 저장소 유닛은 제 1 약물을 포함하고, 제 2 저장소 유닛은 제 2 약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시스템.

청구항 44.

제 41 항에 있어서, 제 1 제어 유닛은 제 1 사전-설정된 속도로 약물을 방출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고, 제 2 제어 유닛은

제 2 사전-설정된 속도로 약물을 방출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5.

제 41 항에 있어서, 제 1 제어 유닛은 사전-설정된 속도로 약물을 방출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고, 제 2 제어 유닛은 선택

가능한 속도로 약물을 방출하도록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6.

제 41 항에 있어서, 제 1 제어 유닛은 유동 명령에 의거하여 저장소로부터 유체의 방출을 일으키도록 작동가능하게 적합하

게 된 프로세서, 및 별도의 제어 장치로부터 유동 명령을 수신하고 이 유동 명령을 프로세서로 송달하는 컨트롤러와 짝을

이루어 작동되는 수신기를 포함하며, 여기서 제 2 제어 유닛은 별도의 제어 장치로부터 유동 명령을 수신하는데 부적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수신기는 무선 수신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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