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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캐뉼러 밀봉 시일드 조립체

요약

본 발명은 기부 말단 (proximal end), 원위 말단 (distal end) 및 이들 사이에 루멘이 존재하는 캐뉼러를 포함하는 캐

뉼러 조립체를 포함하는 캐뉼러 밀봉 시일드 조립체 (cannula sealing shield assembly) 에 관한다. 개구부 기부 말단

및 원위 말단이 존재하는 허브 (hub) 는 상기 캐뉼러 기부 말단과 연결되어 있어서 상기 루멘은 상기 허브의 개구부 

기부 말단과 연결되어 유체내에 존재한다. 시일드 (shield) 는 개구부 기부 말단, 개구부 원위 말단을 포함하며 이들 

사이에 리세스 (recess) 를 한정하는 측벽이 존재한다. 시일드는 상기 캐뉼러 조립체와 분리 가능하도록 연결되어서 

상기 캐뉼러의 원위 말단은 상기 리세스내에 포함된다. 밀봉 플러그(sealing plug) 는 기부 말단 및 원위 말단을 포함

한다. 밀봉 플러그는 원위 위치에서 기부 위치로 포개짐 이동 (telescoping movement) 되기 위하여 시일드의 원위 

말단으로부터 원위적이며 외향적으로 돌출되어 원위 배치된다. 상기 밀봉 플러그는 밀봉 플러그가 이의 기부 위치에 

있을 때 시일드의 외부 및 루멘 사이에서 가압되지 않은 (unpressurized) 유체가 소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캐

뉼러를 밀봉시키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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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캐뉼러 밀봉 시일드 조립체 및 피하 시린지의 확대된 사시도이다.

도 2 는 피하 시린지에 부착된 본 발명의 캐뉼러 밀봉 시일드 조립체의 측면도이다.

도 3 은 3 - 3 선을 따라 취한 도 2의 시린지 및 캐뉼러 조립체의 횡단면도이다.

도 4 는 기부 캐뉼러 밀봉 위치의 밀봉 플러그를 나타내는 도 3의 시린지 및 캐뉼러 조립체이다.

도 5 는 임의의 바늘 캐뉼러 조립체를 나타낸다.

도 6 은 표준적인 피하 주사 바늘을 나타낸다.

도 7 및 도 8 은 본 발명의 캐뉼러 밀봉 시일드 조립체의 임의의 구체예에 대한 횡단면도이다.

도 9 및 도 10 은 본 발명의 캐뉼러 밀봉 시일드 조립체의 다른 임의의 구체예에 대한 횡단면도이다.

도 11 은 캐뉼러의 루멘을 밀봉시킬 수 있는 본 발명의 밀봉 플러그에 대한 임의의 구체예의 횡단면도이다.

도 12는 바늘 캐뉼러에 영구적으로 장착된 시린지 배럴과 사용되는 본 발명의 캐뉼러 밀봉 시일드 조립체에 대한 횡

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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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피하 시린지와 같은 유체 운반 장치 (fluid delivery devices)와 함께 사용되는 캐뉼러 및 시일드 조립체, 

더욱 구체적으로 캐뉼러 밀봉을 갖는 시일드에 관한다.

통상적인 피하 시린지는 이의 원위 말단으로부터 뻗어나온 끝이 뾰족한 팁이 존재하는 시린지 배럴을 포함한다. 상기

시린지는 일반적으로 허브 및 바늘 캐뉼러를 갖는 바늘 조립체와 함께 사용된다. 상기 허브는 시린지 팁과 합체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유체 운반 장치에 직접 투여할 목적으로 상기 시린지 

배럴을 의약품 또는 다른 액체로 채우기 위하여 상기 시린지 및 바늘 조립체의 조합형 (combination) 이 사용될 수 있

다. 선행 기술은 상기 시린지를 의약품으로 충전시킨 후 환자에게 투입하기 이전에 피하 주사 바늘을 다시 장착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주사 바늘 시일드 (needle shield) 를 나타낸다. 상기 시일드는 의약품을 충전시킨 후 운반 도

중의 주사 바늘을 보호한다.

선행 기술은 또한 시린지의 내용물을 밀봉시켜 보관중 의약품이 주사 바늘 캐뉼러를 통하여 시린지 외부로 새어 나가

지 않도록 하는 탄성체 재료로서 쌓여 있 는 주사 바늘 시일드를 갖는 미리 충전시킨 시린지 (prefilled syringe) 를 

나타낸다. 상기 주사 바늘 시일드(needle shield)는 제약업자들이 장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는 시린지를 충전시킨 상

업적 세팅 (commercial setting) 에 특히 유용하다.

그러나, 비어있는 시린지 배럴에 부착된 것과 같은, 사용전의 캐뉼러를 보호해줄, 시린지 배럴을 의약품 또는 다른 액

체로 충전시킨 후 사용자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캐뉼러 밀봉 장치가 존재하는 시일드 및 캐뉼러의 단순

한 조립체를 사용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캐뉼러, 시일드 (shield) 및 밀봉 플러그 (sealing plug) 를 포함하는 캐뉼러 밀봉 시일드 조립체에 관한다. 

캐뉼러 조립체는 기부 말단, 원위 말단 및 이들 사이에 루멘을 갖는 캐뉼러(cannula), 및 개구부 기부 말단 및 캐뉼러 

기부 말단과 연결된 원위 말단을 갖는 허브 (hub) 를 포함하므로 상기 루멘이 상기 허브의 개구부 기부 말단과 연결되

어 유체내에 존재하는 캐뉼러를 포함한다. 상기 시일드는 개구부 기부 말단, 개구부 원위 말단을 가지며 이들 사이에

는 시일드내 리세스를 한정하는 측벽이 존재한다. 상기 시일드는 캐뉼러 조립체에 분리 가능하도록 연결되므로 캐뉼

러 원위 말단은 상기 리세스내에 포함된다. 밀봉 플러그는 기부 말단 및 원위 말단이 존재한다. 상기 밀봉 플러그는 원

위 말단으로부터 기부 말단으로 포개짐 이동 (telescoping movement)되도록 시일드의 원위 말단으로부터 원위적이

며 외향적으로 돌출되어 원위 배치되어 있다. 밀봉 플러그는 밀봉 플러그가 기부 위치에 존재할 경우 밀봉 플러그의 

외부 및 캐뉼러 루멘 사이에서 가압되지 않은 (unpressurized) 유체가 소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캐뉼러를 밀봉

시키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구체예에는 시린지 배럴 (syringe barrel), 캐뉼러 (cannula), 시일드 (shield) 및 밀봉 플러그를 포

함하는 캐뉼러 밀봉 시일드 및 시린지 조립체를 포함한다. 상기 시린지 배럴은 유체를 보유하는 챔버를 한정하는 가

늘고 긴 몸통, 및 이로부터 뻗어나온 팁을 갖는 원위 말단 및 개구부 기부 말단을 포함한다. 상기 팁은 챔버와 연결되

어 유체내에 존재하는 통로를 포함한다. 상기 캐뉼러는 기부 말단, 원위 말단이 존재하며 이들 사이에 루멘이 존재한

다. 상기 캐뉼러의 기부 말단은 시린지 배럴의 팁에 연결되므로 상기 루멘은 챔버와 연결되어 유체내에 존재한다. 상

기 시일드는 개구부 기부 말단, 개구부 원위 말단 및 시일드내 리세스를 한정하는 측벽을 갖는다. 상기 시일드는 시린

지 배럴의 팁과 분리 가능하도록 연결되었으므로 상기 캐뉼러의 원위 말단은 리세스내에 포함되어 있다. 상기 밀봉 

플러그는 기부 말단 및 원위 말단이 존재한다. 상기 밀봉 플러그는 시일드와 관련하여 원위 배치되는데, 상기 밀봉 플

러그는 원위 위치로부터 기부 위치로 포개짐 이동되도록 시일드의 원위 말단으로부터 원위적이고 외향적으로 돌출되

어 있다. 상기 플러그는 상기 플러그가 기부 위치에 존재할 경우 시일드 외부 및 루멘 사이에서 가압되지 않은 유체가

소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캐뉼러를 밀봉시키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다양한 형태의 구체예에 의하여 만족될 수 있지만, 도면에 의하여 나타내었으며 본원은 본 발명의 원리를 

예시한 것일 뿐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면서 본 원의 바람직한 구체예를 상술하였다.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들 및 이의 균등 범위에 의하여 결절될 것이다.

도 1 - 도 4 에서, 캐뉼러 밀봉 시일드 조립체 (20) 는 기부 말단 (23), 원위 말단 (25) 및 이들 사이의 루멘 (27)을 갖

는 캐뉼러 (22) 를 포함하는 캐뉼러 조립체 (21) 를 포함한다. 허브 (28) 는 상기 캐뉼러의 기부 말단 (23) 과 연결된 

원위 말단 (31) 및 개구부 기부 말단 (29) 을 가지므로 상기 루멘은 상기 허브의 개구부 기부 말단 (23) 과 연결되어 

유체내에 존재한다. 이후 더욱 상세히 설명될 바와 같이, 허브 (28) 는 상기 시린지 배럴 또는 다른 유체 운반 장치의 

로킹 루어 타입 칼라를 합체시키는 방사상 돌출부 (32) 를 포함한다. 상기 구체예에서, 캐뉼러의 원위 말단 (25) 은 블

런트 팁 (33) 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캐뉼러 및 허브는 열가소성 재료로 일체 성형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기 캐뉼러 및 허브는 독립적으로 제조될 수 있으며 이후 에폭시와 같은 접착제로 연결되거나 또는 기계적

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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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드 (35) 는 개구부 기부 말단 (37), 개구부 원위 말단 (38) 및 이들 사이에 상기 시일드내 리세스를 한정하는 측벽

(39) 을 포함한다. 상기 시일드는 분리 가능하도록 캐뉼러 조립체와 연결되므로 캐뉼러의 원위 말단 (25) 은 상기 시

일드의 리세스 (40) 내에 포함된다. 밀봉 플러그 (seal plug ; 43) 기부 말단 (44) 및 원위 말단 (45) 을 포함한다. 도 3

에 나타낸바와 같이, 밀봉 플러그는원위 배치되는데, 상기 밀봉 플러그는, 도 4 에 나타낸바와 같이, 원위 위치에서 기

부 위 치로 포개짐 이동 (telescoping movement) 되도록 시일드 (35) 의 원위 말단 (38) 에서 원위적이고 외향적으

로 돌출된다. 밀봉 플러그는 기부 위치에 있을 경우 시일드 외부 및 캐뉼러 루멘 (27) 사이에서 가압되지 않은 유체가 

소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캐뉼러를 밀봉시키는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구체예에서, 밀봉 수단은 밀봉 플러그의

기부 말단 (44) 으로부터 원위적으로 뻗은 보유관 (46) 을 포함한다. 상기 보유관은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밀봉 플

러그가 기부 위치에 있을 경우 캐뉼러의 원위 말단과 밀봉 합체되기 위한 내부 표면 (47) 을 포함한다. 밀봉 플러그가 

원위 위치에서 기부 밀봉 위치로 이동될 경우 캐뉼러의 원위 말단을 보유관으로 삽입시키기 위하여 밀봉 플러그의 기

부 말단에 끝이 뾰족한 부분 (46) 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떠한 경우에는, 구조를 제공하거나 또는 구성 부분들을 배치시키면, 캐뉼러 밀봉 시일드 조립체를 보통으로 사용할

경우, 밀봉 플러그가 이의 기부 밀봉 위치로부터 원위 위치로 이동될 수 없게된다.

밀봉 플러그가 기부 밀봉 위치로부터 원위 위치까지 이동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다양한 구조 및 배치에 의하여

수행가능하다. 바람직한 구조물에는 밀봉 플러그 (43) 를 포함하므로 이것이 손가락 모양의 접촉 표면 (50) 에 디지탈

방식의 압력을 가하여 도 3 의 원위 위치로부터 도 4 의 기부 밀봉 위치로 삽입될 때, 상기 플러그는 실질적으로 시일

드 (35) 의 개구부 기부 말단 (38) 내부에 남아있게 된다. 상기 위치에서, 사용자는 상기 플러그를 움켜잡고 이의 원위

위치로 뺄 수 없게 된다. 또한, 상호 작용하는 구조는 시일드 및 밀봉 플러그 사이에 제공되어 기부 밀봉 위치에 있는 

밀봉 플러그를 잠그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하기 더욱 상술할 바와 같이, 상기 밀봉 플러그가 이

의 기부 밀봉 위치에 존재할 경우, 밀봉 플러그 상의 돌출부 및 / 또는 리세스와 합체되는 리세스 및 / 또는 돌출부를 

시일드 상에 포함할 수 있다.

밀봉 플러그는 시일드 및 밀봉 플러그 사이의 기계적인 상호 작용, 예를 들어서 간섭 구조 (interfering structure), 마

찰, 나사형 등에 의하여 이의 원위 위치에 장착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예에서, 시일드는 상기 밀봉 플러그내에 내부로

뻗은 환상 돌출부 (41) 및 환상 리세스 (51) 를 포함한다. 도 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밀봉 플러그가 이의 원위 위

치에 존재할 경우, 시일드내 환상 돌출부 (41) 는 밀봉 플러그내 환상 리세스 (51) 와 합체되어, 상기 밀봉 플러그를 

시일드와 관련된 축상 위치에 장착시킬 수 있다. 상기 돌출부는 시일드내 플러그의 재료 선택 및 구조적 형태에 따라 

분리된 돌기 형태로부터 완전한 환형 고리까지, 또는 톱니형 고리와 같이 어떠한 형태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시일

드내 리세스는 시일드내 돌출부와 적당히 상호 작용하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상기 구조는 또한 역으

로되어 플러그가 돌출부를 포함하고 시일드가 리세스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밀봉 시일드 조립체는 시린지와 같은 다양한 유체 운반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설명을 위하여, 

캐뉼러 밀봉 시일드 조립체 (20) 를 원위 말단 (73), 기부 말단 (74) 및 유체 보유 챔버 (76) 를 한정하는 환형 측벽이 

존재하는 시린지 배럴을 포함하는 피하 시린지 (70) 에 연결시켰다. 부피 측정 표지 (72) 는 운반되거나 또는 받아들

일 유체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배럴상에 존재한다. 상기 시린지 배럴의 원위 말단은 허브 (28)에 연결되어 캐뉼러 

루멘(22) 은 시린지 배럴의 챔버 (76) 와 연결되어 유체내에 존재한다. 상기 구체예에서, 시린지 배럴의 원위 말단 (7

3) 은 유체가 상기 캐뉼러 및 상기 챔버 사이를 통과하도록 하는 관 (78) 을 갖는 프러스토-원뿔형 팁 (77) 을 포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린지 배럴의 프러스토-원뿔형 팁 (frusto-conically shaped tip) 은 허브의 개구부 기부 말단 

(29) 의 프러스토 - 원뿔형 표면 (30) 과 합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린지 배럴의 원위 말단은 또한 바람직하게는, 

꼭 그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팁 (77) 을 동심적으로 포위하는 로킹 (locking) 루어 타입 칼라 (luer-type collar ;

79) 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루어 칼라는 상기 허브를 상기 배럴에 안전하게 장착시키기 위하여 허브 (28)

상에 방사형 돌출부 (32) 와 합체되는 내부 나사형 부분 (80) 이 존재한다. 다양한 의료용 유체 취급 장치에 부착되는 

다양한 형태의 허브를 포함하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내에 포함된다. 프러스토-원뿔형 내부 공동이 존재하는, 상기된 

허브 형태는 다음과 같이 많은 가능성을 내포한다. 스톱 콕크 (stopcocks) 및 어뎁터 9adapter) 와 같은, 다수의 시린

지 및 유체 취급 장치들은 프러스토-원뿔형 내부 공동이 존재하는 허브가 적당히 합체될 루어 슬립 (luer slip) 또는 

로킹 루어 - 타입 합체물을 포함한다. 시린지 배럴과 함께 일체 성형 제조되는, 캐뉼러 밀봉 시일드 및 시린지 조립체

를 제공하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내에 존재한다. 뿐만아니라 캐뉼러가 시린지 배럴 팁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조립체와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도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마개 (82) 는 환형 측벽 (75) 과 합체되어 유체가 가득찬 합체물을 밀어내는 챔버 (76) 위치에 위치한다. 가늘고 긴 플

런저 막대 983)는 마개와 연결되어 배럴 (71) 의 개구부 기부 말단쪽으로 뻗어있다. 마개 및 플런저 막대는 1 조각 일

체 구조물 (one-piece unitary construction) 로서 제조될 수 있다. 상기 플런저 막대에 적용되는 힘에 의하여 상기 

마개는 기부 방향으로 미끄러져 이동하여 상기 관 (78)을 통하여 챔버 (76) 로 유체를 인수하게 된다. 역으로, 원위 방

향으로 마개 (82)를 미끄러져 이동시키면 유체는 챔버 (76) 로부터 관 (78) 을 통하여 이동된다.

사용할 때, 시린지 (70) 는 부착된 형태의 또는 분리된 상태의 캐뉼러 조립체를 사용하는 다수의 공지된 방법으로 의

약품 또는 다른 액체로 충전될 수 있다. 충전시킨 후, 시일드가 분리된, 상기 시린지 및 캐뉼러 조립체는 캐뉼러의 원

위 말단이 날카롭게 만들어졌을 경우, 피부를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I.V. 세트 또는 다른 장치의 관통 가능한 격막을 

통하여 환자에게 의약품 또는 기타 액체를 즉시 운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캐뉼러 원위 말단이 블런트할 경우, 

의약품 또는 다른 액체는 업계에 공지된 미리 - 흠집을 낸 (pre-slit) 격막이 존재하는 I.V. 세트를 포함하는 다양한 

유체 운반 장치를 통하여 운반될 수 있다. 도 1 - 도 4 의 구체예의 시일드는 필요한 만큼 많이 시린지를 충전시킨 후 

의약품을 운반하는 경우 또는 다른 액체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 분리 및 장착될 수 있다. 사용자가 상기 밀봉 플

러그를 원위 위치로부터 기부 위치로 이동시켜 캐뉼러를 밀봉시킬지의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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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이동은 밀봉 플러그의 접촉 표면을 압축시켜 밀봉 플러그를 기부 방향으로 이동시켜 수행가능하다. 시린

지를 충전시킨후 의약품 또는 액체를 투약하는 기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기간 동안에 사용자는 가압되지 

않은 유체가 캐뉼러의 원위 말단을 통하여 배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밀봉 플러그를 기부 위치로 이동시킴

으로써 상기 캐뉼러는 밀봉되어 가압되지 않은 유체가 시일드의 루멘 및 외부 사이에서 소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다. 사용할 때, 상기 시일드는 분리되어 캐뉼러를 노출시킬 수 있다.

도 5 는 바람직하게는 스테인레스 스틸과 같은 금속으로 제조된 금속성 캐뉼러 (122), 및 열가소성 재료로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한 허브 (128) 를 포함하는 임의의 캐뉼러 조립체 (121) 를 나타낸다. 캐뉼러 (122) 는 기부 말단 (123) 

및 원위 말단 (125) 을 포함하는데, 이들 사이에는 루멘이 존재한다. 원위 말단 (125) 은 블런트 틉 (133) 을 포함한다

. 캐뉼러 조립체 (121) 는 도 1 - 도 4 의 구체예의 캐뉼러 조립체 (21) 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 실질적으로 내구력

이 여전히 존재할 경우 상기 캐뉼러의 외부 지름은 더 작게 그리고 루멘 지름은 크게 제조되도록 하는 상기 캐뉼러의 

열가소성 캐뉼러에 대한 내구력상의 이점 때문에 스테인리스 스틸 캐뉼러가 바람직하다.

도 6 은 의약품을 환자에 투여하거나 유체를 의약품 바이알 및 I.V. 세트에 존재하는 격막과 같은 관통 가능한 격막을

통하여 유체를 운밥ㄴ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선행 기술의 바늘 조립체 (221) 을 나타낸다. 바늘 조립체 (221) 

는 기부 말단(223), 원위 말단(225) 및 이들 사이에 루멘이 존재하는 바늘 캐뉼러 (222) 를 포함한다. 바늘 조립체 (2

21) 는 또한 개구부 기부 말단 (229) 및 캐뉼러의 기부 말단과 연결된 원위 말단 (231) 이 존재하는 허브 (228) 도 또

한 포함한다. 상기 캐뉼러의 원위 말단 (225) 은 피부, 마개 및 격막을 관통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223) 를 추가

로 포함한다.

본 발명의 캐뉼러 밀봉 시일드 조립체의 바람직한 구체예는 블런트 캐뉼러가 존재하는 캐뉼러 조립체를 포함한다. 그

러나, 캐뉼러 조립체 (221)와 같은 날카로운 원위 말단이 존재하는 캐뉼러 조립체를 포함하는 캐뉼러 밀봉 시일드 조

립체를 포함하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존재한다.

도 7 - 도 8 은 도 1 - 도 4 의 구체예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임의의 캐뉼러 밀봉 시일드 조립체 (320) 를 나타낸다. 기

술하기 위하여, 캐뉼러 밀봉 시일드 조립체 (320)를 유체를 보유하기 위한 챔버 (376) 를 한정하는 가늘고 긴 실린더 

몸통, 개구부 기부 말단, 원위 말단 (373) 이 존재하는 시린지 (370) 와 연결시킨다. 프러스토 - 원뿔형 팁 (377) 은 

원위 말단으로부터 뻗어나와 있으며 챔버 (376) 와 연결되어 유체내에 존재하는 관 (378) 이 존재한다. 캐뉼러 조립

체 (321) 는 날카로운 모서리 (333) 를 포함하는 원위 말단 (325) 이 존재하는 캐뉼러 (322) 를 포함한다. 상기 시일

드 (335) 는 개구부 기부 말단 (337), 개구부 원위 말단 (338) 및 시일드내 리세스 (340) 를 한정하는 이들 사이에 측

벽 (339) 이 존재한다. 상기 시일드는 상기 캐뉼러 조립체와 분리 가능하도록 연결되어 캐뉼러의 원위 말단은 상기 리

세스내에 포함된다.

밀봉 플러그 (seal plug ; 343)는 기부 말단 (344) 을 포함하며, 기부 표면 (348) 및 원위 말단 (345) 이 존재한다. 밀

봉 플러그가 이의 기부 위치에 있을때 시일드의 외부 및 루멘 사이에서 가압되지 않은 (unpressurized) 유체가 소통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캐뉼러의 원위 말단을 밀봉시키며 밀봉 플러그는 도 7 에 나타낸, 원위 위치에서 도 8 에 

나타낸, 기부 위치로 포개짐 이동 (telescoping movement) 되기 위하여 시일드의 원위 말단으로부터 원위적이며 외

향적으로 돌출되어 원위 배치된다. 상기 구체예에서, 밀봉 플러그 (343) 가 도 8 에 기술된 바와 같이, 기부 위치에 존

재하기에 충분하도록 캐뉼러가 길어서, 상기 캐뉼러의 원위 말단이 밀봉 플러그의 기부 위치에 합체되도록 배치된다.

캐뉼러 원위 말단의 날카로운 모서리 (333) 의 형태 및 밀봉 플러그의 형태 및 재료에 따라서, 주사 바늘 부분을 상기 

밀봉 플러그에 합체시키면 상기 밀봉 플러그는 캐뉼러 원위 말단의 외부 표면과 밀봉 합체되어 루멘 또는 외부 표면 

모두를 차단시켜 가압되지 않은 유체가 시일드의 외부 및 루멘 사이에서 소통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상기 캐뉼러 

밀봉 시일드 조립체는 도 1 - 도 4 의 구체예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천연 고무, 합성 고무, 열가소성 탄성체와 같은, 본 발명의 밀봉 플러그를 주조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재료의 범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의 구체예의 밀봉 플러그 (343) 용 재료로서 천연 고무, 합성 고무, 열가

소성 탄성체와 같은 열가소성이며 더욱 유연한 재료가 바람직하다. 재료가 더욱 유연하며 더욱 탄성을 갖는 경우, 캐

뉼러 원위 말단은 더욱 용이하게 상기 밀봉 플러그 기부 말단에 합체될 것이다. 상기 밀봉 플러그는 예를 들어, 기부 

표면용인 열가소성 재료와 탄성체 삽입물과 같이 2가지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도 9 및 도 10 은 임의의 캐뉼러 밀봉 시일드 및 시린지 조립체를 나타낸다. 상기 구체예는 캐뉼러 (422) 및 허브 (42

8) 가 시린지 배럴 (471) 과 함께 일체 성형 제조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도 1 - 도 4 의 구체예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다. 시일드 (435) 는 개구부 기부 말단 (437), 개구부 원위 말단 (438) 및 이들 사이에 상기 시일드내 리세스 (440) 를

한정하는 측벽 (439) 을 갖는다. 밀봉 플러그 (434) 는 기부 말단 (444) 및 원위 말단 (445) 를 포함한다. 상기 밀봉 

플러그는 도 10 에 나타낸 바와 같은, 기부 위치로 포개짐 이동 (telescoping movement) 되기 위하여 도 9 에 나타낸

바와 같은, 시일드의 원위 말단 (438) 으로부터 원위적이며 외향적으로 돌출되어 원위 배치된다.

도 11 은 캐뉼러 밀봉 시일드 조립체인 본 발명의 임의의 구체예를 나타낸다. 상기 구체예는 개구부 기부 말단 (537),

개구부 원위 말단 (538) 및 이들 사이에 상기 시일드내 리세스를 한정하는 측벽 (539) 이 존재하는 시일드 (535) 를 

포함한다. 밀봉 플러그 (543) 는 기부 말단 (544) 및 원위 말단 (545)을 포함한다. 밀봉 플러그 (543) 은 또한 상기 밀

봉 플러그의 기부 말단상에서 기부 방향으로 돌출된 돌출부 (552) 도 포함한다. 돌출부 (522) 는 밀봉 플러그가 기부 

위치 즉, 돌출부 (522) 가 캐뉼러 (522) 의 루멘 (527) 에 존재하도록 배치된다. 도 11의 구체예는 또한 상기 밀봉 플

러그가 기부 밀봉 위치로부터 원위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구체예에서 이러한 이동을

방지하는 수단에는 상기 시일드 내부로 돌출된 환상 리브 (annular rib ; 542) 및 상기 밀봉 플러그내 환상 리세스 (55

3) 를 포함한다. 손가락 모양의 접촉 표면 (550) 에 압력을 가하여 상기 밀봉 플러그를 이의 기부 캐뉼러 밀봉 위치로 

이동시킬 때, 내부로 돌출된 환 상 리브 (542) 는 환상 리세스 (553) 내부로 삽입되어 상기 밀봉 플러그를 기부 위치

로 로킹 (locking)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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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다른 임의의 캐뉼러 밀봉 시일드 및 시린지 조립체를 나타내는데, 피하 시린지 (670) 는 가늘고 긴 실린더형 

몸체 또는 유체 보유 챔버 (676) 를 한정하는 측벽 (675) 이 존재하는 시린지 배럴 (671) 을 포함한다. 배럴 (671) 은 

상기 챔버 (676) 와 연결된 릴 통로 (681) 를 포함하는 원위적으로 돌출된 팁 (677) 이 존재하는 원위 말단을 포함한

다. 캐뉼러 (622) 는 원위 말단 (625) 및 상기 시린지 배럴의 팁 (677) 에 부착되어 고정된 기부 말단 (623) 을 포함한

다. 상기 구체예에서 캐뉼러 기부 말단은 팁 통로 (681) 내에 위치하며 이곳에 기계적 수단 또는 에폭시와 같은 접착

제로써 장착된다. 상기 구체예에서, 상기 시린지 배럴은 바람직하게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상기 캐뉼러는 스테인레스 스틸과 같은 금속으로 제조되며 날카로운 팁 (633) 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용할 때, 상기 구체예의 조립체는 도 11의 구체예의 조립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캐뉼러, 시일드 (shield) 및 밀봉 플러그 (sealing plug)를 포함하는 캐뉼러 밀봉 시일드 조립체에 관한다. 

캐뉼러 조립체는 기부 말단, 원위 말단 및 이들 사이에 루멘을 갖는 캐뉼러 (cannula), 및 개구부 기부 말단 및 캐뉼러

기부 말단과 연결된 원위 말단을 갖는 허브 (hub) 를 포함하므로 상기 루멘이 상기 허브의 개구부 기부 말단과 연결되

어 유체내에 존재하는 캐뉼러를 포함한다. 상기 시일드는 개구부 기부 말단, 개구부 원위 말단을 가지며 이들 사이에

는 시일드내 리세스를 한정하는 측벽이 존재한다. 상기 시일드는 캐뉼러 조립체에 분리 가능하도록 연결되므로 캐뉼

러 원위 말단은 상기 리세스내에 포함된다. 밀봉 플러그는 기부 말단 및 원위 말단이 존재한다. 상기 밀봉 플러그는 원

위 말단으로부터 기부 말단으로 포개짐 이동 (telescoping movement) 되도록 시일드의 원위 말단으로부터 원위적이

며 외향적으로 돌출되어 원위 배치되어 있다. 밀봉 플러그는 밀봉 플러그가 기부 위치에 존재할 경우 밀봉 플러그의 

외부 및 캐뉼러 루멘 사이에서 가압되지 않은 (unpressurized) 유체가 소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캐뉼러를 밀봉

시키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구체예에는 시린지 배럴 (syringe barrel), 캐늘러 (cannula), 시일드 (shield) 및 밀봉 플러그를 포

함하는 캐뉼러 밀봉 시일드 및 시린지 조립체를 포함한다. 상기 시린지 배럴은 유체를 보유하는 챔버를 한정하는 가

늘고 긴 몸통, 및 이로부터 뻗어나온 팁을 갖는 원위 말단 및 개구부 기부 말단을 포함한다. 상기 팁은 챔버와 연결되

어 유체내에 존재하는 통로를 포함한다. 상기 캐뉼러는 기부 말단, 원위 말단이 존재하며 이들 사이에 루멘이 존재한

다. 상기 캐뉼러의 기부 말단은 시린지 배럴의 팁에 연결되므로 상기 루멘은 챔버와 연결되어 유체내에 존재한다. 상

기 시일드는 개구부 기부 말단, 개구부 원위 말단 및 시일드내 리세스를 한정하는 측벽을 갖는다. 상기 시일드는 시린

지 배럴의 팁과 분리 가능하도록 연결되었으므로 상기 캐뉼러의 원위 말단은 리세스내에 포함되어 있다. 상기 밀봉 

플러그는 기부 말단 및 원위 말단이 존재한다.

상기 밀봉 플러그는 시일드와 관련하여 원위 배치되는데, 상기 밀봉 플러그는 원위 위치로부터 기부 위치로 포개짐 

이동되도록 시일드의 원위 말단으로부터 원위적이고 외향적으로 돌출되어 있다. 상기 플러그는 상기 플러그가 기부 

위치에 존재할 경우 시일드 외부 및 루멘 사이에서 가압되지 않은 유체가 소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캐뉼

러를 밀봉시키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부 말단 (proximal end), 원위 말단 (blunt distal end) 및 이들 사이에 루멘이 존재하는 캐뉼러 (cannula), 및 상기 

캐뉼러의 기부 말단과 연결된 원위 말단 및 개구부 기부 말단 (open proximal end) 이 존재하는 허브(hub)를 포함하

므로 상기 루멘이 상기 허브의 개구부 기부 말단과 연결되어 유체내에 존재하는 캐뉼러 조립체 (cannula assembly);

개구부 기부 말단, 개구부 원위 말단 및 이들 사이에는 시일드(shield) 내 리세스를 한정하는 측벽이 존재하는 시일드

로서, 상기 시일드는 상기 충전 스트로우와 분리 가능하도록 연결되어 상기 샤프트 부분 (shaft portion) 및 상기 주사

바늘 부분이 상기 리세스내에 포함되는 시일드 (shield) ; 및

기부 말단 및 원위 말단을 갖는 밀봉 플러그 (seal plug) 로서, 상기 밀봉 플러그가 상기 기부 위치에 존재할 경우 상

기 통로 및 시일드의 외부 사이에서 가압되지 않은 유체가 소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사 바늘 부분을 밀봉시

키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원위 위치로부터 기부 위치까지 포개짐 이동 (telescoping)되기 위하여 시일드의 원위 말

단으로부터 원위적이며 외향적으로 돌출되어 있어, 원위 배치된 밀봉 플러그 (sealing plug)

를 포함하는,

캐뉼러 밀봉 시일드 조립체 (cannula sealing shield assembly).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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