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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카테테르 도입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니들의 찔림의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한 신축 선단 보호기를 제공한다.

신축부재의 쌍은 하우징으로 부터 연장된 위치에서 록크되는 신축 부재의 하나로써 사용자가 잡는 하우징으로 부터 

신축되고 제 2 부재가 제 1 부재로 부터 연장된 위치에서 록크될 수 있도록 채택된다. 상기 제 2 부재는 도관 선단을 

둘러싸는 선단 보호부를 운반하여 도입기의 사용과 보호기의 결합이후에 니들이 사람에게 부주위하게 찔리거나 관통

되는 것을 방지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조립체위에 카테테르(catheter)가 위치된 상기 조립체의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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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도는 본 발명의 부분적으로 연장된 보호장치의 도면.

제 3 도는 도입기로 부터 카테테르를 제거하기 전에 본 발명의 완전히 연장된 보호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제 4 도는 록킹 조립체 부재의 하나를 도시하는 사시도.

제 5 도는 본 발명에 따른 보호부의 제 2 부재를 도시하는 도면.

제 6 도는 금속 신축부재(telescoping member)를 가진 본 발명의 완전히 연장되고 록크된 설치유닛을 도시하는 사

시도.

제 7 도는 제 1 의 최전방(forward-most) 신축부재의 사시도.

제 8 도는 하우징에 근접되어 있는 제 2 신축부재를 도시하는 사시도.

제 8A 도는 제 8 도의 신축부재의 근접단부를 도시하는 사시도.

제 9 도는 제 7 도의 신축부재으로써 스냅 결합되도록 설계된 니들 보호기의 사시도.

제 10 도는 설치 하우징의 사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하우징 4 : 도관

6 : 카테테르 9 : 푸시오프 태브

10, 11 : 신축부재 12 : 보호부

14 : 연결웨브 17 : 개구

22 : 니들 선단 보호부 29 : 아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의료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니들 카테테르(catheter)조립체용 도입기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일반적으로, 원주식(peripheral) 정맥 카테테르용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에는 2가지 형태가 있다. 상기 도입기 조립

체의 첫번째 형태는 카테테르 도입기가 날카로운 도관의 관형 카테테르 부재내에서 수용되는 관통형 니들 조립체이

다. 상기 도입기는 피부와 동맥을 뚫고 들어간 다음에, 카테테르 튜브가 환자의 동맥내로 삽입될 동안에 카테테르 튜

브의 길이를 수축하게 된다. 상기 도입기는 설치이후에 안전한 위치내로 회수되거나 또는 상기 관형 카테테르로 부터

모두 함께 나누어지거나 제거된다.

두번째 형태의 도입기 조립체는 상기 관형 카테테르가 이것의 단부위에 노출 된 날카로운 포인트(point)를 가진 날카

로운 도관 또는 니들위에 위치되는 오버형 니들조립체(an over the neddle assembly)이다. 그 다음에, 상기 날카로

운 포인트는 피부와 정맥을 뚫어서 상기 정맥내로 들어간다. 그리고, 상기 관형 카테테르는 미끌어져서 정맥내로 도

입되고, 상기 니들은 관형 카테테르내로 부터 회수된다. 상기 동작중에 적절한 설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평탄한 챔버내로 중공의 니들을 따라 위로 흐르는 어느정도의 피가 필요하다.

상기 카테테르내로부터 상기 니들을 제거한 후에, 체액공급에 상기 카테테르를 테이핑(taping)하거나 부착하는 몇몇 

다른 동작이 상기 도입기 조립체의 마지막 배치전에 발생한다. 이 시간동안에, 체액과 상기 체액에 의하여 운반되는 

병원균이 접촉할때 상기 도입기 조립체는 위험하다. 그러므로, 사용이후에는 카테테르 도입기의 포인트형상(pointed)

선단부를 피복하는 안전 매카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요약

카테테르를 도입하기 위한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가 제공된다. 상기 도입기는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으로 부터 연장

되는 날카로운 도관을 구비한다. 니들의 선단 보호기는 상기 도관을 따라 미끄럼가능하며, 제 1 및 제 2 신축부재(tel

escoping member)를 포함한다. 제 1 신축부재는 니들 하우징 또는 외향으로 연장되는 니들 하우징의 결합부내에서 

신축된다. 소정의 위치에 도달할때에, 상기 제 1 신축부재는 하우징으로 부터 연장되는 위치로 록크된다. 상기 제 2 

신축부재는 제 1 신축부재와 신축되며, 연장된 위치로 이동될때에 사용후의 니들의 찔림 사고를 감소하기 위하여 니

들의 선단위의 보호부로 유지되는 위치로 록크된다. 상기 제 2 신축부재는 카테테르 유닛의 허브와 일치될 수 있도록 

채택되는 노즈를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보호부를 록킹위치내의 전방으로 용이하게 위치시키기 위하여 푸시 오프

태브(push off tab)를 구비할 수 있다.

각각의 신축부재는 록킹방법에서 대응 슬롯 또는 개구를 결합하는 한쌍의 록킹태브를 구비할 수 있다. 상기 록킹태브

가 슬롯과 결합할때 태브의 록킹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언더컷 스로핑 단부(under sloping end)를 사용하는 태브를

사용한다면 양호하다.

상기와 대체되고 양호한 실시예는 안전한 조립체를 위하여 부착 및 록킹 매카니즘을 형성하는 스탬프된 금속성 신축

부재를 사용한다. 상기 신축부재는 박스형의 종방향 부재 세트로 스탬프되고 록킹 매카니즘의 한부분을 가진 각각의 

단부에 제공된다. 상기 니들선단 보호기는 예를들면 사출성형에 의해 분리되게 성형되고, 록킹태브 및 개구장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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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서 제 1 신축부재에 록크된다. 상기 2개의 신축부재는 다른것내에서 하나가 미끌어지는 것이므로, 상기 박스형상은

조금다른 치수로 형성되어 협력되는 록킹형상을 가진 이들의 인접된 단부로 제공된다. 예를 들면, 하나의 신축부재는

태브로 형성될 수 있고, 상기 제 2 신축부재는 상기 태브와 개구를 서로 인접하게 위치시킬때에 상기 태브를 수용하기

위한 개구로 형성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 제 2 신축부재는 카테테르 배치유닛의 하우징내에 형성된 포스트(pos

t) 또는 웨지(wedge) 주위에서 록크되는 한쌍의 대향된 아암이 될 수 있다.

양호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제 1 도에서 평탄한 챔버(flash chamber)(2)와 그립핑 부분(gripping portion)(3)을 가진 하우징(1)이 도시된다. 상기

평탄한 챔버는 분리적으로 형성되어 상기 하우징에 부착될 수 있거나 하우징 그 자체와 일체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하우징(1)은 날카로운 끝선단(5)를 가지고 하우징으로 부터 연장되는 도관(4)을 가진다. 환자의 동맥내에 수용

되도록 된 크기의 관형부(7)를 가진 관형 카테테르(6)가 상기 도관(4)위치에 수용된다. 상기 관형부(7)는 체액 공급부,

서린즈(syringe)또는 다른 의료장치를 부착하기 위한 표준의 루에르 결합부(standard luer fitting)로 형성될 수 있는

허브(8)와 체액 교환을 한다. 푸시오프 태브(9)는 상기 관형 카테테르(6)를 상기 도관(4)을 따라서 용이하게 전진시키

고, 또한 끝선단(5)을 용이하게 이격시키도록 제공된다.

제 2 도에서 부분적으로 연장되는 상태의 상기 장치를 도시하고, 여기에서 신축부재(10)와 신축부재(11)는 푸시오프 

태브와 하우징(1)에 대한 상기 장치의 결합된 보호부(아래에 설명)의 부착각도를 유지하면서, 상기 도관(4)을 따라 상

기 관형 카테테르(6)의 전진을 허용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한다. 사용시에, 상기 도관은 환자의 동맥내로 삽입되고, 상

기 장치는 도관(4)을 따라 관형 카테테르(6)를 전진시킴으로써 제 2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작용된다.

제 3 도에서는 완전히 록크된 위치에 있는 장치를 도시한다. 상기 신축부재(10)와 신축부재(11)는 도관의 끝 선단(5; 

제 3 도에는 도시되지 않음)위에서 보호부를 유지하는 연장된 위치에 록크된다. 신축부재(11)는 제 4 도에 보다 상세

히 도시된다. 상기 부재는 이것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되는 한쌍의 평행한 측벽(13)과 연결웨브(web)(14)를 구비한

다. 상기 각각의 측벽(13)위에는 아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결합 및 록킹을 위한 이어(ear;15)가 형성된다. 박스(16)

는 신축부재(10)를 수용하고 안내하기 위하여 신축부재(11)의 대향단부에 형성된다. 한쌍의 개구(17)는 아래에 설명

되는 바와같이 신축부재(10)위에 제공된 이어와 협력하기 위하여 박스(16)의 측벽에 형성된다. 도시된 상기 이어(15)

는 하우징(1)에 제공된 유사한 개구와 협력하기 위하여 오버행(overhang)을 제공하도록 각이지게 절단되는 언더컷(u

ndercut)을 구비한다. 상기 하우징(1)에 제공된 개구는 이어(15)와 협력되는 어떠한 형상이라도 될 수 있지만, 신축부

재(11)의 끝단부에서 상기 개구(17)와 유사하게 형성되는 것이 양호하다. 신축부재(11)위에 형성된 개구를 참조로 하

여 도시된 바와같이, 측벽(13)은 조금 각이져서 형성된다. 상기 하우징 개구의 유사한 벽은 개구내에서 상기 이어(15)

를 록킹하는 록킹작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개구(17)와 협력한다. 상기 설명은 신축부재(11)에 형성된 상기 개구(

17)와 관련하여 설명되었지만, 유사한 개구가 하우징에 형성되고 상기 설명 또한 이것에 적용가능한 것과 동일하다.

제 5 도에서, 상기 신축부재(10)가 도시된다. 상기 부재는 이들위에 형성된 이어(20)를 가진 끝단부를 구비한다, 상기

이어(20)는 제 4 도의 신축부재(11)에 도시된 개구(17)와 협력된다. 상기 이어(20)는 신축부재(11)에서 설명된 구조

와 디자인이 유사하다. 상기 신축부재(10)의 끝단부에는, 상기 신축부재(10)와 신축부재(11)가 이들이 완전히 연장되

고 록크된 위치에 있을때, 상기 도관의 끝선 단(5)을 수용하도록 채택된 보호부(12)가 있다. 상기 보호부(12)는 적절

한 카테테르 장치의 허브(hub)의 루에르 결합부와 협력되는 외부면을 가진다. 푸시오프 태브(9)는 상기 카테테르를 

도관으로 밀어내기 위하여 작동자의 엄지손가락 또는 다른 손가락의 위치하기 위한 영역으로 제공하도록 상기 신축

부재(10)위에 형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될 때, 상기 신축부재(10)는 신축부재(11)에 의해 형성된 박스(16)내에 수

용된다. 사용하지 않을때에는, 상기 신축부재(10)는 신축부재(11)의 측벽(13)사이의 영역내에 수용된다. 사용시에 상

기 이어(20)가 편향력(즉, 상기 신축부재 또는 이어의 가요성)의 작동을 통하여 측벽(13)내에 형성된 개구(17)로 들어

갈 때까지 신축부재(10)는 신축부재(11)에 대하여 끝단으로 미끌어진다. 상기 신축부재(11)와 관련하여 설명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상기 이어(20)는 측벽으로 부터 외향으로 연장되는 스탬핑 굽힘 텅(tang)에 의해 금속편으로 형성

될 수 있다. 가격면 또는 다른 이유로 하여, 상기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은 사출성형 플라스틱보다 금속편(metal piec

e) 및 텅(tung)과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양호하다.

사용시에, 신축부재는 신축부재(11)의 측벽(13)사이에서 수용되는 신축부재(10)와 함께 상술된 바와같이 조립된다. 

상기 신축부재(10 및 11)의 전체 보조 조립체는 하우징(1)에 형성된 개구(21)내에 미끄럼가능하게 수용된다. 상기 개

구(21)는 신축부재(11)내에 제공된 것에 대한 유사한 개구를 가진 측벽을 구비하고, 개구(17)로서 언급된다. 상기 신

축부재(11)의 이어(15)는 개구(21)의 측벽내에서 상기 하우징(1)내에 제공된 개구와 협력된다. 사용시에, 상기 도관

은 환자의 피부와 동맥을 뚫는데 사용되고, 상기 카테테르는 푸시오프 태브(9)를 통하여 보호부(12)의 수작동에 의해

미끌어진다. 푸시오프 태브(9)는 상기 신축부재(10)와 신축부재(11)가 서로에 대하여 그리고 개구(21)내의 상기 하우

징(1)에 대하여 미끌어지도록 상기 도관을 따라 전방으로 이동된다. 상기 신축부재(11)가 하우징(1)으로 부터 완전히

연장되는 점에서, 상기 미어(15)는 개구(21)의 측벽에서 상술된 개구내에 록크된다. 신축부재(10)가 신축부재(11)로 

부터 완전히 연장되는 점에서, 상기 이어(19)는 개구(17)내로 스냅되어 결합됨으로써, 상기 신축부재(10 및 11)의 상

대운동을 방지한다. 그래서 상기 신축부재(11)에 대하여 래치되거나(latched) 록크되는 하우징(1) 및 신축부재(10)에

대하여 상기 신축부재(11)가 래치되거나 록크됨으로써, 상기 보호부(12)는 이것의 내부 체적내에서 수용된 도관 선단

으로 위치됨으로써, 건강을 조심해야하는 노동자가 부주의한 찔림으로 부터 보호된다.

상술된 장치는 이것의 다양한 부품 모두로써 플라스틱 사출성형된다. 그러나, 몇몇 부품은 금속이고 몇몇 부품은 플

라스틱이거나 거의 모든 부품이 금속인 장치로 제조될 수 있는 복합편(hybrid piece)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하우징과 니들 선단의 보호기는 플라스틱으로 사출성형되고 신축부재는 스탬핑 금속으로 형성된 장치

가 양호한 실시예이다. 이것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손쉬운 제조와 강도를 제공한다. 다음은, 니들 보호기와 하우징은 

사출성형된 플라스틱으로 제조되고, 신축부재는 금속으로 스탬프되는 장치가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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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장치는 서로에 대하여 이동되는 3개의 편(piece)과, 설치 하우징 또는 홀더(holder)내에서 교대로 신축되는 제 2

신축부재로 신축되는 니들 보호기를 지지하는 신축부재를 구비한다는 점에서 상술된 장치와 거의 유사하다. 제 6 도

는 양 호한 실시예에 따라 제조된 장치가 완전히 연장된 상태를 도시하는 사시도이다. 말단의 신축부재(23)를 형성하

는 스탬프된 금속편과 결합되는 스냅결합부인 니들 선단 보호부(22)가 제공된다. 상기 말단의 신축부재(23)는 근접된

신축부재(24)와 미끄럼가능하게 결합된다(도시된 도면은 록크된 위치로 있다). 근접된 신축부재는 이전의 실시예와 

관련되어 상술된 하우징과 유사한 하우징(25)내에서 교대로 미끌어져서 마지막으로 록크된다.

제 6 도에 도시된 록크위치에서, 상기 니들 선단 보호부는 도관(26)의 날카로운 선단위에서 부분적으로 연장되는 위

치에 유지됨으로써, 상기 날카로운 선단은 보호부내에 폐쇄된다.

제 7 도는 말단의 신축부재(23)의 사시도이다. 상기 말단의 신축부재(23)는 상부웨브(27)와 상기 상부웨브로 부터 의

존되는 한쌍의 측벽(28)을 구비한다. 전체 조립체는 물론 상기 부재에 강성을 부가하기 위하여, 상기 측벽은 폐쇄부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부웨브(27)에 평행하게 연장되는 아암(29)에서 종결된다.

상부웨브(27)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같이 니들 선단의 보호부(22)와 협력하기 위하여 말단의 개구(30)를 형성한

다. 또한, 상기 상부웨브(27)는 2개의 신축부재를 연장된 위치로 록킹하기 위하여 록킹장치의 부분을 형성하는 근접

개구(31)를 형성한다.

제 8 도는 제 2 또는 근접 신축부재(24)를 도시한다. 상기 근접의 신축부재(24)는 이것이 금속으로 스탬프되고 한쌍

의 대향되게 의존하는 측벽(33)을 가지는 상부웨브(32)로써 형성된다는 점에서 상기 말단의 신축부재(23)와 유사하 

다. 유사한 형태로서, 상기 측벽(33)은 상부웨브(32)아래에서 연장되고 공간으로 있지만 상부웨브(32)에 대하여 동일

한 방식으로 있다. 그러나, 상기 아암(34)은 아래에 설명된 장치를 사용하여 보다 복잡한 구조와 작동을 가진다. 태브(

35)는 근접 신축 부재의 끝단부에 형성된다. 상기 태브는 하향으로 연장되므로 이것의 자유단부는 상부웨브(32)아래

로 연장된다. 상기 방법에서, 말단의 신축부재(23)가 근접된 신축부재(24)내에서 수용될 때, 상기 태브는 상기 2개의 

신축부재가 이들의 적절한 연장위치로 있을때에 2개의 신축부재를 함께 록크하기 위하여 근접개구(31)내에서 협력될

것이다.

제 8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태브(35)는 상부웨브(32)의 한쪽을 향하여 부착되고, 다른쪽을 향하여 연장된 자유

단부를 구비한다. 이러한 방법에서, 말단의 신축부재의 근접개구(31)내에 수용될 때 웨지(36)는 신축부재가 어떠한 

종방향으로도 이동되는 것을 방지한다.

제 8A 도는 근접 신축부재(24)의 아암(34)을 확대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면은 제 8 도는 대향쪽으로부터 본 도면이

므로 상기 부분의 하부는 검증될 수 있다. 상기 아암(34)은 가요성 록킹 아암(37)으로 연장된다. 상기 록킹아암(37)은

각 아암위의 웨지 면(38)으로 형성된다. 상기 하우징과 관련하여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웨지는 상기 록킹 아암(37

)사이의 영역내에서 이동되는 하우징내에 형성된다. 상기 근접 신축부재(24)가 이것의 연장된 위치로 미끌어질때, 상

기 웨지면(38)에 대향된 좁은 단부를 가진 웨지는 웨지면(38)에 결합된다. 상기 록킹 아암(37)은 웨지가 록킹면(39)

에 의해 통과되어 끝정지부(40)에 결합될때의 시간까지 이격되게 뻗어있는 충분한 탄성을 가진다. 그다음에, 상기 웨

지는 끝정지부(40)와 록킹면(39)에 의한 부분으로 형성된 웨지 개구(41)내에 수용된다.

금속으로 스탬트(stamp)될때, 상기 끝 정지부(end stop)(40)는 상기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2개의 아암으로 형성

될 수 있다. 상기 끝정지부는 하우징의 개구내에 둘러싸이고, 상기 아암은 웨지가 이들 아암으로 부터 이격되는 것을 

방지하여 상기 끝정지부(40)를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비탄성을 가진다. 제 8A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삼각형 형상을 가진 상기 웨지는 웨지 개구내에 수용되어 그 위치에 유지된다. 상기 웨지는 록킹면(39)이 웨지의 평

탄한 면에 접촉할때 록킹아암위로 복귀할 수 없고, 상기 웨지는 아암이 개구와 웨지의 통로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비

탄성을 갖기 때문에 상기 끝정지부(40)위로 연장될 수 없다.

상기 니들선단 보호부(22)는 제 9 도를 참조하여 설명되고, 여기에서 상기 보호단부(22)는 카테테르의 허브내에서 수

용되기 위하여 상술된 노즈와 유사한 노즈(42)를 가진다. 또한, 상기 니들선단 보호부(22)는 다양한 신축부재와 하우

징이 보호위치에 있는 니들선단 보호부(22)를 록크하기 위하여 결합될 때까지 상기 도관을 따라 니들선단 보호부를 

전방으로 미는것을 용이하게 한다. 중앙의 개구(44)는 미끄럼 결합으로 상기 도관을 수용하기 위하여, 니들선단 보호

부에 의해 형성된다. 텅(45)은 노즈(42)에 대향된 쪽위에서 상기 니들선단 보호부(22)로 부터 후방으로 연장된다. 상

기 텅은 말단의 신축부재(23)내에 수용되는 크기로 된다. 상기 텅(45)은 경사진 근접면과, 말단부위의 수직 접촉면을 

가진 태브(46)를 구비한다. 이러한 방법에서, 상기 말단의 신축부재(23)는 이것에 의해 형성된 공간내에서 상기 텅을 

수용하고, 상기 태브(46)는 니들선단 보호부를 말단의 신축부재에 록크하기 위하여 말단의 개구(30)내에 수용된다. 

상기 위치에서 신축부재내에 결합된 텅으로써 록크된다면, 상기 말단의 신축부재와 니들선단 보호부는 단일 유닛으로

이동된다.

상기 하우징(25)의 특징은 하우징을 도시한 제 10 도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상기 도면에 도시된 바와같이, 상기 하우

징은 모든것이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장치와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된 하우징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상기 하우징의

록킹 매카니즘은 조금 다르다. 상기 하우징(25)은 상술된 신축부재를 수용하기 위하여 신축형 개구(47)를 구비한다. 

록킹에 앞서서, 상기 2개의 신축부재는 미끄럼 결합으로 상기 개구(47)내에 수용된다. 상기 신축형 개구(47)은 거의 

삼각형 단면을 가진 직립 웨지를 가진다. 상기 웨지는 상기 하우징의 근접단부 또는 후방단부를 향하여 있는 좁은 단

부와, 하우징의 끝단부 또는 전방단부를 향하여 있는 평탄한 베이스를 가지고 위치된다. 상기 웨지(48)는 록킹아암(3

7)과 말단 정지부(40)의 작동과 관련하여 상술된 웨지이다. 상기 말단의 신축부재가 근접된 신축부재(24)내에 수용될

때에, 전체 유닛은 신축형 개구(47)내에 수용될 수 있다. 상기 직립 웨지는 각 장치의 아암(29)와 아암(34) 사이에 있

는 공간으로써 미끌어진다. 사용시에, 상기 카테테르가 환자에게 설치될때, 니들 선단 보호부는 밀려진 손가락 태브(4

3)에 적용되는 손가락 압력에 의해 전방으로 미끌어진다. 상기 니들 선단 보호부(22)가 도관을 따라 말단으로 미끌어

질때, 상기 직립 웨지(48)는 록킹 아암(37)의 웨지면(38)을 결합한다. 상기 충분한 압력이 니들 선단 보호부를 전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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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시킬때에, 상기 직립 웨지(48)는 웨지면(38)을 가진 결합부를 거쳐서 록킹아암(37)을 개방하고, 상기 아암 스

냅이 웨지 뒤에 차단되고 록킹면(39)이 웨지의 말단의 접촉면과 결합되는 위치로 이동된다. 유사한 형태로 니들 선단

의 보호부(22)가 전방으로 미끌어질때에, 상기 말단의 신축부재(23)와 근접의 신축부재(24)는 상기 태브(35)가 근접

개구(31)위에 위치될때까지 서로에 대하여 미끌어진다. 이러한 포인트에서, 상기 태브(35)는 엣지(edge)(36)가 근접

부(31)의 외부엣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근접개구(31)내로 하향으로 스냅된다. 이러한 단계 각각이 발생될때, 각각의 

신축부재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부가의 신축을 방지시킨다. 상기 웨지가 근접의 신축부재와 록크되고 상기 근접 및 말

단의 신축부재가 서로에 대하여 록크된 다음에, 니들 선단 보호부(22)는 도관의 날카로운 선단을 둘러싸고 있는 소정

의 위치내에 유지된다. 상기 다양한 록킹 매카니즘은 신축부재가 하우징에 대하여 미끌어지는 것과 상기 신축부재가 

서로 대하여 미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상기 니들 선단 보호부는 모든 실질적인 목적을 위하여 영구히 그 위

치로 유지된다. 즉, 상기 장치가 니들 선단 보호부를 제거하기 위하여 깨어질지라도, 상기 장치의 일반적인 사용과 적

절한 처치동안에 날카로운 선단의 재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강성이 있다.

본 발명의 장치는 양호한 실시예와 다른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되었다. 그러나,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범위와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 재료와 록크부와 신축부재 형상의 작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환자내로 들어가는 근접허브(proximal hub)를 가진 카테테르를 도입하기 위한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에 있어서,

가) 하우징과;

나) 상기 하우징으로 부터 연장되는 날카로운 도관(sharpened cannula)과;

다) 상기 도관을 따라 미끄럼가능하고, 서로에 대하여 신축가능하게 결합되고 선단 보호부를 지지하는 제 1 부재 및 

제 2 부재를 구비하는 니들 선단 보호기를 포함하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이 하우징과 미끄럼 결합하기 위하여 상기 제 1 부재 및 제 2 부재중 하나를 수용하기 위한 개구를 형

성하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니들 선단 보호기는 상기 허브를 결합하기 위한 노즈부(nose portion)를 포함하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부재는 도관 선단을 덮기 위하여 선단 보호부에 부착되는 카테테 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부재는 하우징으로 부터 연장된 위치에서 제 2 부재를 래치하기 위한 래치를 포함하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

립체.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부재와 제 2 부재가 소정의 연장된 위치에서 제 1 부재와 제 2 부재를 록크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함으로써,

상기 제 1 부재와 제 2 부재가 소정의 연장된 위치로 록크되고 제 2 부재가 하우징으로 부터 연장된 위치에서 래치될

때에, 상기 선단 보호부는 도관 선단을 덮는 위치에 있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7.
몸체와,

나) 하우징으로 부터 연장된 날카로운 선단을 가진 도관과;

다) 상기 몸체부분에 의하여 형성된 개구에서 미끄럼 결합부에 수용된 한쌍의 신축부재와;

라) 카테테르 도입후에 날카로운 선단을 덮기 위하여 제 1 신축부재로부터 연장되는 선단 보호기와;

마) 상기 제 2 부재가 복귀된 위치로부터 몸체로부터 연장되는 위치까지 이동될때, 상기 몸체로 부터 연장된 위치에

서 제 2 신축부재를 래치하기 위한 제 1 래치수단 및;

바) 상기 제 1 부재가 제 1의 복귀된 위치로부터 제 2 부재로 부터 연장된 제 2 위치까지 이동될때에, 상기 제 2 부재

로 부터 연장되는 위치에서 제 1 부재를 래치하기 위한 제 2 래치수단을 포함하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가)상기 제 1 래치수단은 상기 몸체 또는 제 2 부재중 하나위에서 하나이상의 탄성아암을 포함하고;

나) 상기 제 2 부재가 몸체로 부터 연장된 위치로 이동될때, 상기 탄성 아암이 슬롯과 래치 결합부내로 폴(pawl)을 편

향시킬 수 있도록 아암위의 하나 이상의 폴과 하나 이상의 슬롯은 상기 아암에 대향되게 위치되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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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

가) 상기 제 1 부재 및 제 2 부재중 하나 위에 있으며, 제 2 래치수단의 래치이전에 언래치된 위치내로 편향되는 하나 

이상의 탄성아암과;

나) 상기 아암의 하나와 상기 제 1 부재와 제 2 부재의 다른것위에 있는 하나이상의 폴 및;

다) 상기 제 1 부재가 제 2 부재로 부터 연장된 위치로 이동될때에, 상기 폴과 슬롯은 탄성아암과 폴에 의한 결합부내

로 편향되며 결합된 슬롯래치는 제 2 부재로 부터 연장된 위치에서 제 1 부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위치되고, 상기 폴

에 대 향된 하나이상의 슬롯을 포함하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아암에 의하여 운반된 한쌍의 아암과 폴이 있으며, 각각의 폴은 래치시에 각각의 슬롯을 결합하는 카테

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한쌍의 아암이 있으며 각각의 아암은 이들로 부터 연장되는 폴과 래치시에 상기 폴과 결합하기 위한 하나이상의 슬롯

을 구비하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카테테르의 한 단부위에서 허브를 결합하기 위하여 상기 선단 보호기에 의해 형성된 노즈를 부가로 포함하는 카테테

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13.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선단 보호기로 부터 연장된 푸시오프 태브(push off tab)를 부가로 포함하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14.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부재는 U자형으로 된 횡단면을 가지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U자형상은 한쌍의 이격된 측부로 형성되고, 연결 웨브는 상기 측부사이에서 연장되며, 상기 측부는 도관의 제 1

측부로 부터 도관의 제 2 측부까지 연장되도록 위치된 크기이므로 상기 도관을 둘러싸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16.
제 9 항 내지 제 11 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폴은 백커트(back cut) 형상의 웨지로 형성되고, 상기 슬롯은 슬롯 바깥으로의 폴의 운동을 제한하기 위

하여 웨지와 협력되는 오버행 부분(overhang portion)에 의한 하나 이상의 부분으로 형성되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

체.

청구항 17.
제 8 항 또는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폴은 금속 핀으로 형성되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18.
제 8 항 또는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부재는 금속으로 형성되고, 상기 폴은 이것의 각 부재로 부터 연장되는 핀으로 형성되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슬롯은 제 1 부재 및 제 2 부재의 다른것에 의해 형성된 개구인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20.
제 8 항 또는 제 9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폴은 2 개의 대향된 방향으로의 운동에 대하여 래치되기 위하여 각각 협력하는 한쌍의 핀으로 형성되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2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선단 보호기는 제 1 신축부재로 부터 분리된 편(piece)인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선단 보호기는 스냅 결합(snap fit)에 의해 제 1 신축부재에 부착되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23.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래치 수단은 하나이상의 탄성아암과 상기 탄성 아암을 결합하기 위하여 위치된 작동 웨브를 포함하고, 상기

탄성아암위의 제 1 방향에서 웨지의 통로를 허용하기 위한 위치로 상기 탄성 아암을 편향시키며, 상기 웨지가 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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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합하기 위하여 탄성아암위로 이동이후에 탄성아암을 록킹위치로 복귀시키며 상기 제 1 방향에 대향된 방향으로의

웨지의 운동을 방지하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을 위하여 위치된 2 개의 탄성아암이 있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아암은 록크된 위치에서 상기 웨지를 수용하기 위한 포위개구(capture opening)를 부분적으로 형성하고, 

상기 포위개구는 탄성아암에 대한 웨지의 부가의 운동을 방지하도록 형성되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26.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선단 보호기는 성형 플라스틱으로 형성되고, 제 1 신축부재는 선단 보호기에 대한 금속 스탬프된 스냅 결합부로

형성되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신축부재는 근접개구를 형성하고, 상기 제 2 신축부재는 신축부재의 신축운동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장되는

베이스(base)를 따라 상기 제 2 신축부재에 부착된 탄성태브를 구비하며, 상기 태브는 신축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횡

방향으 로 연장되고 신축부재가 제 2 위치로 이동될때 신축부재의 신축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접개구내에 수용되

는 크기로 되는 카테테르 도입기 조립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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