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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일회용 및/또는 보충방식의 경피식 약물도포구 및 그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저장된 약물도포구의 내부를 설명하는 부분적으로 절단된 투시도.

제2도는  제1도의  약물도포구의  세로방향  횡단면도이고  또한  프로그램되는  조절  장치와  손목시계 장
착이된 재사용 가능한 전원의 분해도를 설명한다. 

제2a도는  제2도와  유사하지만  사시도로  표시되어  있으며  동심원  연결기를  가지는  손목시계 장착물내
에 전원 프로그램되는 조절기가 포함되어 있다. 

제3도는  제1도와  유사한  또다른  사시도이지만,  단일의  중앙개구부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중심원의 
전기  전기  접촉대신에  전기를  연결하기  위한  한쌍의  중심에서  벗어난  개구부나  슬롯을  가지는 또다
른  구성을  나타내어서  새로운  약물도포구를  열쇠가  걸리거나  극성화되는  방법으로  재사용  가능한 전
원에 장착시킬 수 있게 한다. 

제4도  및  제5도는  약물저장기를  세로방향은  물론  가로방향으로  분리시키는  맞물림  접착성  댐을 가지
고  로울형태의  재고품  재질로부터  공급된  끝없는  웨브  기질에  제공된  약물전극/저장기의  대표적인 
구성의 단편적 투시도이다. 

제6도  및  제7도는  반투과성  보강마직으로  분리된  저장기내에서  약물농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 모두
의  층으로  경사진  약물을  형성하거나  층으로된  저장기  장치를  형성하는  약물  전극/저장기의 대표적
인 조립체를 도식적으로 각각 설명한다. 

제8도는  제6도  및  제7도에  표시된  대표적인  약물  전극/저장기  조립체중  어느  하나로  그들의  전극을 
따라서  접착식으로  조립된  분리  조립  부품이  있는  전원과  전기조정장치를  가진  일회용  약물도포구의 
횡단면도.

제8a도는  제8도에  표시된  것과  유사하지만  다른  약물도포구  구성을  설명하는  횡단면도이며,  이 도포
구  구성에서는  외측  순응하는  덮개에  창문장치가  있고  이  창문장치를  통하여  전류로  유도되는  색상 
변화  또는  다른  시각적  귀환  정보를  약물투여가  일어나고  있거나  끝났다는  것과  같은  약물투여 시스
템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볼 수 있게 한다. 

제9도는  유사하게  임의로  교체가능한  약물저장기(전극/저장기)를  가지며  전자조정  장치에  전기 연결
이된 조립부품을 형성하는 평면형 전지를 가지는 다른 구성물의 횡단면도.

제10도는  로울형태의  재고재질로부터  공급된  끝이  없는  이러한  기질을  설명하며  그  위에는  제9도에 

21-1

96-011033



표시된  전원조립체를  형성키  위한  다른  로울형태의  층이진  재질과  평면형  전지용의  얕은  시이트 전
극이 제공되어 있다. 

제11도는  아래로  접힌  기질의  단부부위를  가지며  다수의  바닥전지를  가지는  약물도포구의  평면도를 
설명한다. 

제12도는 제11도의 선분 12-12를 따라서 취한 횡단면도.

제13도는  조립순서대로  나타낸  기소가  있는  몇  개의  전지를  가지며,  제11도에  표시된  약물  도포구의 
분해 사시도.

제14도는  편평한  기판위로  연장하는  전지와  저장기  사이에  전기적  연결을  가지며  제12도에서  설명된 
횡단면도와 유사한 단면도.

제15도는 제14도에 표시된 전기적 연결의 단편적 확대단면도.

제16도는 조립의 과정에서 제15도에 표시된 전기적 연결의 단면도.

제17도는  제14도에  표시된  형태의  기판을  통해  만든  전기적  연결의  제1의  대안  구체예의  분리된 평
면도.

제18도는 제17도에서 선분 18-18를 통해 취한 도면.

제19도는  제14도에  표시된  형태의  기판을  통해  만든  전기적  연결의  제2의  대안  구체예의  분리된 평
면도.

제20도는 제19도에서 선분 20-20를 통해 취한 도면.

제21도는  제14도에  표시된  형태의  기판을  통해  만든  전기적  연결의  제3의  대안  구체예의  분리된 평
면도.

제22도는 제14도에서 선분 22-22를 통해 취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약물도포구                             11 : 피부

12 : 외측덮개                                13 : 접착성층

14 : 돌출부위                                16 : 립프부위

18 : 전원                                       20 : 접지형 전지

22 : 전자조절장치                          24,24' : 전도체

26,28 : 약물저장기                         30 : 기질

34 : 단부                                        36 : 개구부

38 : 투명체                                     40 : 전극

42 : 전극                                        47 : 면

49 : 배출제                                     50 : 기질

51 : 접착제                                     52 : 덮개

54 : 손목시계                                  56 : 탭

62 : 마직물                                     64 : 반-투과성막

70' : 덮개장치                                 72,74 : 조립부품

87 : 스트립                                     86 : 탄소전극

90 : 전류조절장치                           130 : 접착제

131 : 전극기소                                150 : 지시계

152,154 : 연결점                             200,242,300 : 약물도포구

210,302 : 기판                                202A-C :버튼전지

204 : 외측덮개                                206 : 전지유닛

216 : 단부부위                                212 : 전도성페인트

210 : 기판                                      214 : 접착제층

218 : 프린트된 회로                         220 : 프린트된 회로

222 : 플라스틱시이트                       224 : 전류조절기

226,286 : 프린트된 회로                   228 : 반죽적하물

230 : 플라스틱라이너                        232 : 포말스페이서

236 : 피부접착제                              238 : 측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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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호흡장치                                 244 : 저장기창

250,252 : 전지유닛                          248 : 전지

254,256 : 결각                                262,264,268,270 : 내포구멍

274 : 반죽적하물                              304,306 : 피복

308,312,314,316,310,318 : 스트립   320 : 원형구멍

326 : 접착제                                      327 : 구멍

328 : 메쉬부재                                   332,327 : 구멍

330 : 전도성재질                                328 : 메쉬부재

338 : 슬롯                                         340 : 용적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전기로  작동하는  일회용은  물론  재충전되는  경피식  약물도포구와  이러한  구성물의 제조방
법에  관한  것이다.  일단  약물도포구를  부착하면  피부를  통하여  완전한  전기회로가  형성되어서 최소
한 하나의 물리적/화학적 물질전달 현상이 일어나서 약물이나 약제가 피부를 통하여 유주하게 한다.

[발명의 배경]

인체나  동물의  피부에  전류를  통하여  약물을  경피식으로  투여하는  장치의  참조물이나  개시가  아래의 
미국 특허에 제시되어 있다.

385,556                 4,243,052

486,902                4,325,367

588,479                4,367,745

2,493,155             4,419,091

2,267,162             4,474,570

2,784,715             4,406,658

3,163,166             4,314,554

3,289,671             4,166,457

3,547,107             4,239,052

3,677,268             4,290,878

4,008,721             4,164,226

4,141,359             4,362,645

4,239,046              4,273,135

구체예의 설명

아래의 각국 특허에도 경피식 약물투여 장치가 참조되거나 재시되어 있다.

EPA                   0060452

DE                     2920202183

DE                     3225748

EPA                   0058920

UK                     2104388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기술한다.  여기서  주지할  사항은  본  발명을  기술하는  편의상,  본 발명
의 각종 실시예에 공통으로 유사한 기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숫자로 표시한다.

제1도  및  제2도를  참조하면  피부(11)에  부착된  경피식  약물도포구(10)가  표시되어  있으며  이 도포구
는  중앙의  돌출된  부위(14)와  주변에  밀봉면  또는  립프(lip)부위(16)로된  외측덮개(12)를  포함한다. 
이러한  도포구는  교환이  가능한  형태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전원(18)에  연결하는  설비가  있으며 전원
은  필요한  경우  임의로  프로그램이  되는  조절장치,  특별히는  1985년  6월  10일  출원된  특허출원 
PCT/US85/01075의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과  같은  조절장치가  있는  손목시계  장착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전원(18)은  그  반대편에  전극이나  단자가  있는  적합한  접지형  전지(20)를  포함한다.  전지의  한쪽 전
극은  전류조절  또는  전자조절장치(22)에  적합한  스냅-온  또는  다른  형태의  기계적  연결장치(Velcro 
Corporation  of  America사가  제작한  은-도금된  Velcro연결기)의  방법에  의해서나  전도성이  있고 재
사용이  가능한  접착제에  의해서  연결되고;  접지전극은  각각  저장기  B,  C로  표시되는  약물저장기(26, 
28)에서  연장되는  전도체(24,  24')에  차례로  연결된다.  전도체(24,  24')는  유연한  플라스틱기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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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적합한  유연성이  있는  전도성이  있는  표면이거나  피복물이며  이  기질은  비-전도성,  불투과성 
및  안정성이  있고  그외에도  약물에  적합하고  피부나  장치가  부착되는  다른  재질에  대해  접착성이 있
다.  기질(30)이  있는  각  전도체(24,  24')는  이음매  없이  한조각으로  접힌  부재를  형성한다.  그 자체
를  구부리거나  뒤로  접으면;  플라스틱  기질(30)  및  전기를  통하는  전도성  표면은  약물도포구의 상부
면에  접촉되고  거기서  전기적  연결이  재사용가능한  전원(18)에  연결된다.  플라스틱  기잘(30)의 내면
(및  상부면)의  접착성  피복(32)은  짝을  이루는(mating)  표면은  물론  겹치는  가장자리  또는 단부(3
4)를  함께  고정시키고  겹침단부에는  전원(18)  및  그의  전기연결기구를  수용하기  위한  내포  또는 우
물형태의  면을  나타내는  틈새난  개구부(36)가  마련되어  있다.  개구부(36)주위의  작은 원주투명체
(38)은  어떤  단락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절연성  보호판면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전지의 하부전극
(40)과  상부전극(42)은  전도체(24,  24')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기적  접촉을  이룬다.  적합한 절
연재질(44)로  전류나  전자조절장치(22)와  약물저장기(26,  28)를  분리하는  댐을  형성하고  세로방향 
단부의  측면뿐만  아니라  경피식  약물도포구의  가로방향  가장자리를  위한  단부밀봉을  제공하는 적합
한  절연물질  A를  둘러씌운다.  적합한  덮개(12)로  전체장치를  보호하고  이것은  적합하게  피부색조나 
색깔 및 그 유사한 형상으로 되어 있다. 

만일  스냅  또는  다른형태의  재질로된  패스너를  사용할  경우  스냅이  대칭이  안  되도록  배치하고 이러
한 배치로 전원이 단일방법에서만 짝지어지도록 스냅을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시된  약물도포구가  측면과  측면이  접한  형태의  전극/저장기  구성이  되며,  리프부위가  단순히 원주
밀봉처럼  보이고  귀환  전극이  아니므로  덮개가  전도성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본  발명을 리프부위
가  귀환  또는  비활성  전극처럼  보이는  짝지은프레임  구조물로된  약물도포구에도  또한  적용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적합한 덮개도 또한 전도성이 되어야 한다. 

계면동전(electroo-Kinetic)물질전달  공정에는  전력  공급원이  필요하며  전기영동의  경우에는 이온화
된  약물이  약물도포구  첨제로부터  유주하여  피부를  통과하고  혈액속으로  들어가는  반면에 전기삼투
요법의  경우에는  물과  같은  유체운반체가  마찬가지로  피부를  통과하여  혈액속으로  이동하면서 용해
된 성분(이온화된 약물이나 다른)일부 또는 전부를 운반한다.

이러한  두가지  물리화학적  현상  중  어느  하나나  모두가  함께  적용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약물을 소요의 투여량 및/또는 비교적 정상형태로 경피식 운반한다. 

피부에 전기장을 적용시키면 각종 약물의 피부투과성이 크게 증가한다. 

피부에  부착시키기  전에  적당한  배출라이너(48)를  떼어내면  약물저장기,  절연체  담(dam)  및 원주밀
봉체가 피부에 자유롭게 부착된다.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전원(18)이  유사한  플라스틱기질(50)에  의해  지지되고  기질은  차례로 접착식
으로  접착제(51)에  의해서  작은  덮개(52)에  부착되고  덮개는  전기가  연결된  부분인  개구부위를 깨끗
하게  덮어서  밀봉한다.  이로서  이  장치를  비를  맞거나  샤워를  하거나  목욕탕에서도  항상  착용할  수 
있다. 

만일  필요하면  제2a도에  표시한  것  같이  어떤  포장된  구성을  이루는데  필요한  곳에  제공된 전기연결
과  기계식  고착장치를  갖추고  전술한  먼저  특허출원에  개시된  것과  같은  동심원의  전도성 접착성연
결구(40,  42)가  있는  프로그램되는  컴퓨터를  갖춘  손목시계(54)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제2도와 제2a
도에  표시된  일회용  약물도포구간의  주요  차이점은  제2a도의  적합한  덮개장치(12')가 접착성층(13)
으로  피복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착성층(13)은  제2도의  접착제(51)와  같이  약물도포구를 제
고도 할 수 있고 교체도 할 수 있게 한다. 

제3도에  표시된  또  다른  구성은  라이너나  종이(48)를  제거하는  최적의  탭(56)의  형상과  전원(20)의 
바닥과  연장된  기판(50)에  전도성  접착성  접촉을  짝지어주기  위한  오프셋(offset)을  사용하는  것이 
간단히  추가된  것이며,  전술한  기질은  동심원이나  대칭연결대신에  측면내측면  연결을  시키는 방식으
로 오프셋된다. 

제4도  내지  제7도에는,  제8도  내지  제9도에  표시된  일회용  경피식  약물도포구와  같이  사용되는 약물
조립부품이 설명되어 있다.  제4도  및  제5도에 표시된 것  같이 약물 저장기는 적합한 겔층일 수 있으
며 이 겔층은 말 수 있거나 또는 저장기 사이와 붙여진 맞물림 접착댐에 의해서 맨끝 가장자리 주위
로 분리되면서 끝없이 말린 시이트 재료로부터 공급된 웨브(web)기질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댐은 문자(A)로 식별되고 약물저장기는 문자 B로 표시되어 음극을 나타내고 C는 양극을 
나타낸다.  다중  약물저장기가  사용되는  킬트(quilt)  형태는  견직  스크린  프린팅  또는  이동공정을 사
용하는  반복조작단계에  의해서  조립될  수  있다.  기질을  실리콘과  같은  적합한  배출제(49)  피복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조리부품을  결합시켜  경피식  약물도포구나  침제속으로  완전하게  집어넣을 때에
는 이 기질은 사실상 배출라이너가 된다. 

제6도  내지  제7도는  두  개의  약물투여구  조립부품의  조립체를  설명한다.  예로서,  제6도에는  임의 보
강웨브나  베일(vail)과  같은  재로(마직물(scrim))(62)를  겔  약물  저장기를  보강하는데  사용할  수 있
다. 

한가지  실시예에서는  동일한  개구세포  포움에  침투하는  맞물리는  접착성  담에  의해서  둘러싸인 겔약
물  저장기가  있는  상이한  면속에  함침된  열린  세포  포움을  사용한다.  이러한  구조에  의해서  두꺼운 
교체가능한  약물저장기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며  이  저장기속에서  겔이  제조용  인체피부에  부착하고 
제거하는  때는  물로  다  쓴  약물저장기를  제거하는  동안  완전하게  유지된다.  제조시에는  열린세포 포
움웨브를  배출라이너에  적합하게  부착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열린세포  포움의  전체  두께를  완전히 
투과하는  맞물림  접착성  댐의  제공이  가능하고  이리하여  각각의  약물/겔  혼합물로  실질적으로 충전
될 수 있는 약물저장기 면적을 형성하거나 지칭하게 된다. 

두  개의 배치된 배출라이너 중  하나(48')를  제조시 더욱 버릴 수  있으므로 겔  저장기와 댐의 점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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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의  형태를  유지하고  심지어  보강웨브(62)에  의해서  더욱  지지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임의로  고려할  수  있다.  제7도의  단순한  차잇점은  반-투과성  막(64)을  두  개의  조립부품 사
이에  끼워서  조립  즉시  약물저장기가  상이한  약물농도나  조성의  면이나  영역을  가지도록  형성된다. 
이러한  형태의  약물저장기는  경피식장치의  작동중에  특이한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
지할  것은  반-투과성  막을  따라  가장자리에  적절한  밀봉(47)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가장자리
에서  열이나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각  저장기가  그치게  되어서  밀봉이  필요한  면적(47)에서  공극을 없
애고  반투과막을  밀봉한다.  또한  실리콘  댐을  반투과  재료의  영역사이에서  밀봉제로서  사용할  수 있
었다.  제4도  내지  제7도의  이러한  조립부품이  제10도의  조립부품에  조립된  것  같이  표시되어  있으며 
기술되어  있다.  약물저장기를  폐기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조립부품(제4도  내지  제7도)을  폐기하고 유
사한 대체를 하여 약물공급기를 보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제8도에  표시된  일회용  약물도포구는  임의로  교체가능한  약물저장기  조립부품(72)(제4도  내지 제7도
의  어느  하나)을  포함하고  또한  동력장치  및  전기조절  장치용  조립부품(74)을  포함하며  이 조립부품
들은  적합한  전도성  접착제에  의해서  함께  고착되어  있다.  조립부품(74)은  제2도에  가장  잘  표시된 
것  같이  주로  전지(20)와  전류조절장치(22)  그리고  관련된  저장기  전도체(24,  24')를  포함한다. 약
물저장기  사이를  지나서  피부로  통하는  전류는  제2도에  표시된  루프와  유사하며  한가지  차이는 제2
도의  실시예와  같은  재사용  가능한  특성이  아니라  전지  및  전류/전기조절장치가  영구적  성질을 가진
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이곳에서도 약저장기 조립부품(72)를 교체할 수도 있다. 

제8a도에서  덮개장치(76)는  표시된  것같이  창구장치가  있으며,  이  창구장치로서  약물도포구의 상태
를  관찰할  수  있다.  창구장치를  통해서  관찰가능한  이러한  지시계장치는  1984년  10월  12일  출원된 
본인의  먼저번  출원  미국특허출원  제660,192호에  보다  특별히  기술되어  있다.  제8a도에서  보는 것같
이  지시계장치(150)는  전류조절장치(22)  및  전도성표면(90)과  직렬로  연결되며  여기서 약물저장기
(B)도  전기가  통하게  된다.  전술한  지시계장치(150)를  전류조절  장치(90)와  전도성  표면에의  연결은 
접촉연결점(152) 및 (154)이 표시된 것같이 적합한 유연성의 전도성 접착제에 의해서 성취된다. 

제9도는  제8도  및  제8a도에  설명된  것같이  교체가능한  약물저장기  조립부품을  임의로  가지는  유사한 
종류의  일회용  약물도포구(80)와  전원  또는  평평한  층으로된  전지는  물론  적합한  전도성  접착제에 
함께  고착된  전류조절장치(84)와  조립부품을  나타낸다.  이  개조에서  기호번호(86)의  탄소(-), 기호
번호(88)의  아연(+)  및  약물저장기  전극(90,  90')과  같은  전지구성물  시이트는  얇고  평면이다. 전지
전극(86)(88)은  플라스틱기질(30)에  접착식으로  연결된다.  제품중의  웨브재질은  바람직하게는 사전
에  정해진  크기로  가로방향으로  절단된  설명되어  있는  세로방향의  접지선(73,  73',  73,  73')(및 접
지의  소요수에  따라  변하는  다른  것)을  따라서  바람직하게  접힌다.  약물저장기  전극(9)에   연결된 
하나의  탄소전극(86)은  커다란  아연전극(88)을  가진  전지를  형성한다.  전극(90)에  연결된 탄소전극
(86)은  하나의  단일  기소로서  만들  수  있다.  이  커다란  아연전극(88)은  하나의  단일  기소로서  만들 
수  있다.  이  커다란  아연전극(88)은  이의  한쪽  진도성  접착성  스트립(87)(제10도)의  방법으로  다른 
탄소전극(86)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서  (87')에서  전도성  표면(134)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거나 (87)
과  유사한  전도성  접착스트립으로  연결된  작은  아연전극(88)과  함께  제1전지와  직렬로  연결된 제2전
지를 형성한다. 

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분명한  것은  본  발명의  도포구  구성의  범위내의 전지부
품  및  연결의  대부분이나  전부를  표준로울  라벨장치엘  고속으로  견직스크린,  또는  회전  그라비야 인
쇄 또는 인쇄되고 타발(打拔)되고 스트립된 것이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합한  전류  또는  다른  전자조절장치(84)를  전도성  접착제(130)에  의해서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3
0)을  가지는  전극전도성  표면(90')의  하나의  고착되고  또한  임의의  전도성  연결기(150')에  의해서 
(100)으로  표시된  전지전극의  하나에  전기로  연결한다.  임의로  덮개(12)의  투명면(156)  또는  전술한 
덮개  속에  있는  개구부와  같은  창구장치로서  임의의  지시계(150')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지시계
(150')는  전도성  연결기를  대체한다.  (88)에  표시된  마지막  전지전극은  다른  약물  전극의  전도성 표
면(90)에  연결되어서  두  개의  약물저장기  사이와  피부를  통하여  완전한  전기적  루프를  형성한다. 겔
이된  전지  전해물로서  함침된  적합한  전지전극기소(131)은  접히기  전에  탄소와  아연  전극  사이에 삽
입되고  전지부분의  원주는  (132)에서  적합하게  밀봉되어서  전해물  누설을  방지한다.  이  개조에서 또
한  약물저장기는  희망시  제8도  -제8a도에  표시된  것같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분명한  것은 
본  개조에서  사용된  몇  개의  접착제도  전도성일  수  있는  한편  다른예에서는  접착제가  목적물을  함께 
고착시키는  이외에  다른  기능을  가지지  않으며  그리하여  이것이  전도성일  필요는  없고  몇몇 경우에
는  전도성이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회로단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지의  전압은  소요의 
탄소와  아연  전극의  수를  결정하여  이러한  전압은  도포기에  따라  변한다.  탄소/아연  전지만이 설명
되었지만, 다른 형태의 전지도 유사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분명한  것은  도포구  구성의  전술한  단계의  여러  가지 조합
이  하나의  약물도포구장치내에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로서  제6도  또는  제7도의  기질(48')의 
기능을  제10도의  전극면(90,  90')에  의해서  제공하고  이  경우  기질(배출라이너  48)이  있는  제2약물 
저장기를  추가하여  제품을  완성시킨다.  또한  분명한  것은  제6도나  제7도에  표시된  구성으로 배출라
이너(48)를  이탈하고  전원도포구  구성의  면(90,  90')에  약물저장기를  도포하여  최종  사용자(환자, 
간호원  또는  의사)가  사용하고  이로서  제9도에  표시된  장치를  수득하게  되어서  라이너(48)를 이탈시
킨 후  인체 피부에 도포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약물저장기를 기술한다는 것이다.  이  특별한 구성에
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전지의 수명이 장치형태에서 함께 표식이 되었을 때  제9도에서 사전 결정된 
새충전(제6도  또는  제7도와  유사한)이된  도포구를  사용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발
명의  모든  다른  변형구성과  실시예에  대해서도  사실로  된다.  전원  및  전류조절  또는  전자조정장치는 
재충전의 예정된 숫자만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서 처리(장치)의 각 벌(set)용 의료감시를 보증한다. 

전지와  직렬로된  전류제한  저항을  전도성  표면의  저항을  조절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러
한  사용으로  장치가  안전하게  정지하여  제8도의  고체상태  조절장치(22)에  추가하거나  대신하여 전류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제8도의  전류조절장치(22)가  단락되면  이  저항기는  전류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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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값이나 수준까지 제한시킨다. 

부호(200)으로  나타내며  본  발명에  따른  경피식  약물도포구의  또다른  구체예를  제11도와  제12도에서 
설명한다.  약물도포구(200)는  한쌍의  임의로  대체가능한  약물저장기  B  및  C와  바람직하게는 알루미
늄으로된  외측덮개(204)로  모두  덮은  열두개의  버튼전지(202A-L)와  같은  전원을  포함한다. 버튼전지
(202A-L)는  각각  다섯  개의  전지,  즉  202A-E와  202F-L를  포함하는  두  개의  유닛(206)와  (208)에 배
치된다.  전지유닛(206)은  음으로  하전된  저장기  B의  대략  상부에  위치하고  전지유닛(206)  양으로 하
전된  저장기  C의  대략  상부에  위치한다.  전지(202A-L)는  저장기에  포함된  특별한  약물이나  약물들에 
대한  특별한  설계에  따라서  그  개수와  전압이  변할  수  있다.  설명된  각  전지는  대표적으로 1.5볼트
가 되지만 이 시스템은 각각 더 낫거나 높은 전압을 가지는 더 많거나 더 적은 전지를 포함할 수 있
다.  또한  대표적으로  두께가  1.5㎜인  편평한  전지를  버튼전지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버튼전지
(202A-L)는  수직으로  대향된  단말을  가진다.  버튼전지(202A-L)의  상부측  단말의  하전은  제1도에 표
시되어  있다.  마이라(Mylar)와  같은  유연한  플라스틱기판(210)은  바람직하게는  한쪽에  도포된 전기
전도성  흑연페인트인  전기전도성피복(212)과  반대쪽에  도포된  접착성  층(214)을  가진다. 기판(210)
은  비-전도성의  불투과성의  안정되고  그리고  약물,  접착성,  피부  그리고  약물도포구(200)를 조립하
는  물질과  조화된다.  기판(210)은  저항기  B와  C쪽으로  제10도에서  볼  수  있듯이  바깥방향이나 아래
쪽으로  한번씩  각각  밑으로  접힌  단부부위(216B,  216C)를  가져서  상부부위와  바닥부위가 단부부위
(216B와  216C)에서  저장기  B와  C의  내측과  전기적으로  접촉된  전도성  페인트(212)가  있는  각  단부에 
있게 된다. 

전도성페인트(212)는  각각  단부부위(216B와  216C)와  접촉된  기판(210)의  두  개의  별개의  면을 덮어
서  단부부위(216B와  216C)의  방법에  의해  저장기  B와  C의  사이에  직립적인  전기연결이  없게  된다. 
접착제층(214)는  단부부위(216B와  216C)에서  접착제층(214)에  접착된다.  기판(210)의 단부부위(216B
와  216C)의  전체  아래표면을  덮는  전도성  페인트(212)는  기판(210)의  접힌  윤곽선을  안쪽이나 바깥
쪽으로  따라서  페이트(212)이  기판(210)의  주요부위의  상부표면측  위에  있게  되어서  페인트(212)가 
전지(202A-L)의  바닥측  단말과  전기접촉이  된다.  바닥측  단말(202A-L)과  면하는  전자유닛의  면에서 
페인트(212)는  제11도에서  표시된  프린트된  원(218B와  218C)처럼  형태가  되어서  전지의  양극과  음극 
바닥측을  연결한다.  전지유닛(206과  208)에서  전지(202A-L)의  양극과  음극의  상부단말을  직렬로 연
결하는  프린트된  회로(220B와  220C)는  모든  전지(202A-L)너머로  연장되는  뻣뻣한 플라스틱시이트
(222)의  밑바닥에  놓인다.  전류조절기(224)는  전지유닛(208)의  바로  다음에  위치하여 플라스틱(22)
의  바닥에서  프린트된  회로(226)에  의해  전지(202A-L)와  직렬로  연결된다.  전기전도성  접착제의 반
죽적하물(228)을  바람직하게  전지의  단말과  프린트된  회로(218B,  218C,  220B  및  220C)  사이에서 양
호한  전기적  연결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한다.  또한  전기전도성  반죽적하물(228)은 전류조절기(224)
의  반대측에서  사용한다.  이와  같이  전기회로는  피부위에서  도포기(200)를  놓임과  동시에  피부를 통
하여 그리고 전지(202A-L)와 전류조절기(224)를 통하여 전지 B와 C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한쌍의  구멍난  플라스틱  라이너(230A,  230B)를  바람직하게  전지(202A-L)의  어느쪽이든  놓아서  주로 
적하물(228)이  번지는  것을  억제한다.   라이너(230)속의  구멍들은  적하물(228)에  접근되게  한다. 기
포  스페이서(232)와  같은  스페이서는  바람직하게는  한쌍의   라이너(230A,  230B)의  사이에  위치한다. 
열밀봉성  플라스틱  라이너(234)는  도포기(200)의  밑에  위치하고  덮개(204)의  원주에  연결된다. 피부
접착제(236)는  라이너(234)의  밑에  놓인다.  뗄  수  있는  배출라이너(표시는  안됨)는  통상적으로 라이
너(234)의  밑에  놓이고  도포기를  사용하기  전에  떼어낸다.  밀봉된  측면벽(238)의  형태로  밀봉된 가
장자리는  저장기로부터의  약물의  통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기  B와  C의  주위에  배치된다.  만일 필
요하면,  밀봉된  측면벽(238)을  라이너(234)를  통하고  약물저장기  물질을  통해  기판(210)에 열밀봉하
여  형성시킬  수도  있다.  또한  벽(238)은  실리콘  접착제와  같은  적합한  물질을  사용하여  원주의 저장
기  가장자리에  밀봉하고  그리고  라이너(234)를  약물저장기  B와  C에  붙여서  형성시킬  수도  있다. 약
물도포구(200)는  위에  기술한  구성요소로서  단계적으로  조립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약물도
포구(200)와 유사한 약물도포구(242)의 분해사시도로서 제13도에 설명한다. 

도포구(242)의 조립은 다음의 단계를 포함한다 :

a)  맨밑의  피부접착제(236)와  함께  열밀봉되는  라이너(234)인  바닥  구성요소를  바닥에  위치한다. 한
쌍의  저장기  창(244B,  244C)와  숨쉬는  창(240)의  일부인  삭제부(240A)를  라이너(234)속에 형성시키
고 ;

b) 창(244B, 244C)상부에 약물저장기 B와 C를 놓고 ;

c)  각  단부  부위(216B,  216C)의  아랫쪽이  저장기  B와  C에  접촉하고  이  단부  부위에서  기판(210)이 
두층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하여  기판(210)의  각  단부부위(216B,  216C)의  하나의  아랫쪽  밑으로 접함
을  만든다.  세  개의  버튼전지(248A-C)를  제13도에서  보아서  좌측에  위치한  전자유닛(250)에  위치한 
전지(248A와  248B)를  가지고  제13도에서  보아서  우측에  위치한  전자유닛(252)에  위치한 전지(248C)
를  가진  약물도포구(242)에  사용한다.  전도성페인트(212)는  바닥측면(216B와  216C)의  주위로 연장되
어서  저장기  B와  C의  상부측에  접촉된다.  전도성페인트(212)의  짧은  결각(254,  256)은  전지(246A, 
246C)가  위치할  기판(210)의  각각의  좌측  및  우측  상부단부  위로  연장한다.  전도성  페인트  또는 이
전도성  페인트(212)와  같은  재질로된  잉크로  프린트된  회로(258)은  전류조절기(224)의  단말에 연결
되기  위하여  전지(248A,  248C)의  배치된  면사이로  연장된다.  호흡창(240)의  일부인  한쌍의 삭제부
(240B)가 기판(210)의 중앙면에 형성되어 있다 ;

d)  결각(254,  256)  위의  프린트된  회로(258)의  단부부위에  네  개의  전기전도성의  접착제 반죽적하물
(228)을 놓고 ;

e)  기판(210)  위에  라이너(230A)를  놓는다.  라이너(210A)는  전지(248A-C)용의  전기전도성 적하물
(228)을  위한  세  개의  구멍(262)와  회로조절기(224)의  하나의  단말용  전기전도성  적하물(228)을 위
한  한  개의  구멍(264)  그리고  호흡창(240)의  일부인  한쌍의  삭제부(240C)를  가진다.  내포구멍(262, 
264)이 전기전도성 적하물(228)과 일치되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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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전지(248A)용의  적하물(228)과  전기적  접촉이되게  내포구멍(262)상부의  라이너(230A)  위에 전지
(248A-C)  놓고  그리고  프린트된  회로(226)의  단부에서  적하물(228)과  전기적  접촉이  되게 라이너
(230A)위에 회로 조절기(224)를 놓고 ;

g)  라이너(230A)  위에  스페이서,  바람직하게는  포말스페이서(232)를  놓는다.  포말스페이서는 전지
(248A-C)를  수용하기  위한  세  개의  내포구멍(268),  전류조절기(224)를  수용하기  위한  내포구멍(270) 
그리고  호흡창(240)의  일부인  한쌍의  삭제부(240D)를  형성한다.  구멍(268,  270)  전지의 전류조절기
와 내포로 일치되게 놓인다 ;

h)  전지(248A-C)의  상부면  단말위에  전기전도성  접착제  반죽적하물(274)를  놓고,  그리고 전지(248A-
C)의  상부단말과  전기적  접촉이  되게  전기전도성  접착제  반죽적하물(274)를  놓고  ;  또한 반죽적하물
(274)  대신으로  전기전도성  반죽을  라이너(21)위에  피복할  수  있고  이  반죽을  디스크와  같이 전기전
도성  반죽유닛을  단리하기  위하여  조립  공정전에  제거된  피복으로  다이절단할  수  있으며,  이 디스크
는 본 발명의 실시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 

i)  스페이서(232)의  상부에  라이너(230B)를  놓는다.  라이너(230B)는  전지(248A-C)의  상부단말용의 
전기전도성  적하물(274)를  위한  세  개의  구멍(278),  회로조절기(224)용  전자기  적하물(274)를  위한 
구멍(280) 그리고 호흡창(240)의 일부인 한쌍의 삭제부(240E)를 형성한다 ;

j)  라이너(230B)의  상부에  플라스틱시이트(222)를  놓는다.  시이트(222)는  호흡창(240)의  일부인 한
쌍의  삭제부(240E)를  형성한다.  모든  삭제부(240A-C240E)는  맞춰지게  위치하여  호흡구멍(240)을 형
성한다.  프린트된  회로(286B,  286C)는  전지(248A,  248B)의  단말을  연결하고  전지(248C)과 회로조절
기(224)를 각각 연결하기 위하여 라이너(230B)의 밑에 위치한다 ;

k)  플라스틱  시이트(222)의  상부와  전체의  조립된  도포구(242)의  상부에  덮개(제12도에서  표시된  것 
같이)를 놓고 그리고 열봉합되는 라이너(234)의 상부측에 덮개(204)의 가장자리를 부착시킨다. 

제9도와  제10도에서  설명된  전지(86,  88)과  같은  편평하게  층이진  전지를  제11도와  제12도에서 설명
된  버튼전지(202A-L)용과  제13도에서  설명된  버튼전지(248A-C)용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
지구성에서 제10도에서 설명한 제조방법은 도포구(200, 242)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저장기  B와  C는  열봉합되는  벽(238)에  의하여  그들의  측면에  둘러싸인다.  하나나  또는  두  개의 전지
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비-약물 전극을 어느 저장기 용으로도 대체할 수도 있다. 전지
유닛(206,  208)  사이의  전체  약물도포구(242)를  통하여  가로방향으로  연장하는  한쌍의 호흡창(240)
은 피부에 형성될 수도 있는 증발된 땀의 통로가 된다. 

제11도와  제12도의  두  개의  전지유신(206,  207)과  제13도의  두  개의  전지유닛(250,  252)는 약물저장
기 B 또는 C중 어느 것의 측면에 위치한 하나의 전지유닛이 될 수도 있다. 

제14도는  마이라와  같은  플라스틱이나  또는  다른  유사한  재질로  만든  편평하고,  유연한  기판(302)을 
제외하고는  제12도에서  이미  기술한  약물도포구(200)에  대해서  기술된  것과  같이  기소배치를  가지는 
경피식  약물도포구(300)를  설명한다.  기판(210)은  비-전도성,  액체의  통과에  대해  불투과성 안정성
이  있고  그리고  약물,  접착제  및  약물도포구(300)를  조립하는  물질에  대해  조화성이  있다. 기판
(302)는  저장기  B의  부근에서  기판(302)의  상부와  바닥표면에  각각  도포된  상부  및  바닥 전기전도성
피복(304A,  306A)를  가지고  그리고  저장기  C의  부근에  기판(302)의  상부와  바닥표면에  각각  도포된 
상부와  바닥  전기전도성  피복(304B,  306B)를  추가로  가진다.  피복(304A,  306A,  304B  및  306B)는 바
람직하게는  탄소,  바람직하게는  흑연과  같은  전기전도성  재질을  만든다.  이  흑연은  흑연페인트의 형
태가  될  수  있다.  상부의  전도성피복(304A)은  전지(202A,  202F)와  전기적  연결이  되도록  연장하지만 
또한 모든 전지(20A-F) 사이의 상부의 전기전도성 연결의 대표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상부의  전도성피복(304B)는  전지(202A,  202F)와  전지적  연결이  되게  연장하지만  또한 
모든  전지(202G-K)의  사이에서  상부의  전도성  연결의  대표적이  된다.  바닥피복(306A)은  저장기  B와 
전기연결이 되고 바닥피복(306B)는 저장기 C와 전기연결이 된다. 

제16도는  각각  상부와  바닥의  전기도성  연결스트립(308,  310)에  의해  전기연결이된  상부와 바닥피복
(304A,  306A)를  가진  기판(302)의  확대된  상세도를  설명한다.  상부연결스트립(308)은  기판(302)와 
동일한  재질로  만든  유연한  상부기판스트립(312)와  피복(304A,  306A)와  동일한  전기전도성  재질로 
만든  전기전도성  상부피복스트립(314)를  포함한다.  상부피복스트립(314)는  상부전도성피복(304A)와 
전기연결이  되어  있다.  유사하게  바닥연결스트립(310)은  기판(302)와  동일한  재질로  만든  유연한 바
닥  기판스트립(316)과  피복(304A,  306A)와  동일한  전기전도성재질로  만든  전기전도성 바닥피복스트
립(318)을  포함한다.  바닥피복스트립(318)은  바닥  전도성피복(306A)와  전기적  연결이  되어  있다. 기
판(302)는  원형구멍(320A)를  한정하고  이  구멍은  기판(302)를  통하고  또한  상부와  바닥의  전도성 피
복(304A,  306A)를  통해  연장한다.  상부와  바닥  연결스트립(308,  310)는  각각  상부  및  바닥 접착제
(322,  324)에  의해서  각각  상부  및  바닥  피복스트립(314,  318)에  고착된다.  상부  및  바닥 연결스트
립(308,  310)은  구멍(320A)  속으로  연장되고  이  속에서  이들의  해당되는  상부  및  바닥 피복스트립
(314,  318)이  전기전도성  접착제(326)에  의해서  바람직하게는  함께  한  접합점에서  전기접촉이  되게 
연결된다. 

상부  및  바닥  연결스트립(308,  310)은  구멍(320A)와  함께  제14도에서  설명된  구멍(320B)에서  상부 
및 바닥 전도성피복(304B, 306B)사이를 전기연결 시키기 위한 것과 모두 같다. 

제16도는  상부  및  바닥피복스트립(312,  314)  사이의  전기적  연결의  조립체를  설명한다.  상부  및 바
닥  연결스트립(314,  306)은  구멍(320A)  속에서  상호  전기적  접촉이  되게  그리고  상부  및  바닥의 전
도성  피복(304A,  306A)와  접착으로  연결이  되게  상부  및  바닥연결  스트립을  압축하는  단계전의 기판
(302)의 상부 및 바닥의 전도성 피복(304A, 306A)로부터 이격되게 위치한다. 

제17도와  제18도는  상부  및  바닥  전도성  피복(304A,  306A)를  전기접촉이  되게  연결시키는  구성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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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또다른  구체예를  설명한다.  여기서  매취부재(328)은  기판(302)와  이것의 상부전도성피복(304
A)를  통하여  연장하는  구멍(327)  위에  위치한다.  바닥  전도성피복(306)은  구멍(327)를  거쳐 연장한
다.  매취부재는  구멍(320A)의  주위에서  상부전도성피복(304A)와  접착접촉이  되도록  입착되고  바닥 
전도성피복(306A)와  접착접촉이  되게  구멍(320A)속으로  추가로  압착된다.  메쉬부재(328)는  예컨데 
흑연이  될  수  있는  탄소와  같은  전도성재질(330)로  채워진  다수의  메쉬구멍을  가진다.  이와  같이 상
부  및  바닥  전도성  피복(304A,  306A)는  전도성  물질(330)의  수단에  의해서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구
멍(304B)를  통한  상부  및  바닥  전도성피복(304B,  306B)의  전기적  연결은  기술된  배치와  구조와  모두 
동일하다. 

제19도와  제20도는  상부  및  바닥전도성피복(304A,  306A)를  전기접촉으로  연결하는  구조와  배치의 또
다른  구체예를  설명한다.  여기서  기판(302)과  상부전도성  피복(304A)는  실린더형  용적(334) 상부에
서  다수의  작은  가로방향  구멍(332)를  형성한다.  구멍(332)는  흑연이  될  수  있는  탄소와  같은 전도
성물질(336)으로  채워지고  이것은  상부와  바닥  전도성  피복을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상부와  바닥의 
전도성피복(304B, 306B)의 전기적 연결은 기술된 구조 및 배치와 모두 같다. 

제21도와  제22도는  상부와  바닥  전도성피복(304A,  306A)를  전기접촉이  되게  연결하는  구조와  배치의 
또다른  구체예를  설명한다.  여기서  기판(302)의  상부전도성피복(304A)는  실린더형  용적(340)의 표면
에  다수의  작은  가로방향  슬롯(338)을  형성하고  이  슬롯(338)은  용적(340)의  크기  이내에  머물도록 
상이한  측면칫수가  된다.  슬롯(338)은  흑연이  될  수  있는  탄소와  같은  전도성물질(342)  채워지고 이
물질은  상부와  바닥전도성피복(304A,  306A)를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상부와  바닥  전도성피복(304B, 
306B)의 전기적 연결은 기술된 구조 및 배치와 모두 동일하다. 

비록  본  발명을  설명의  방식으로  상세히  그리고  예컨데  분명히  하고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기술하였
지만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제시한 것  같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이탈치 않고 이의 부분의 형태, 상세
내용 및 배치에 여러 가지 변화와 변경을 만들 수 있음을 물론 알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기로  작동하며,  환자의  피부에  도포하기  위한  경피식  약물도포구의  구성에  있어서;  -전도체로 피
복된  부위를  다수  가지는  유연하고  비-전도성  기질,  이때,  유연한  기질과  전도체로  피복된  면은 하
나의  편평하고  유연한  부분을  형성하고;  -다수의  별도  약물  저장기,  각  약물  저장기는  약물저장기 
전극과  전기적으로  접촉되고;  -약물  저장기  전극과  적어도  하나의  전력  공급원과  직렬로  된  전류 조
건화  수단;  그리고  -기질과  약물저장기와  나란한   위치에서  기질과  약물도포구의  약물  저장기를 에
워싸고,  약물  저장기  양측면은  에워싸지  않고  남겨둔  덮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 도포
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전도체  연결수단에는  기질을  가로지르는  구멍;  제1과  제2전도체  피복된  부위; 제1
과  제2스트립  기질  표면을  가지는  제1과  제2전도체  결합  스트립;  제1과  제2스트립  기질  표면에  각 
제1과  제2전도체  피복  스트립  부위를  포함하고  이때,  제1과  제2전도체  피복  스트립은  제1과 제2전도
체  피복부위와  가로  구멍에  의해  연결되어,  하나의  전기적  연결은  제1과  제2전도체  피복  스트립 부
위에 의해 제1과 제2전도체피복부위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제1과  제2전도체  피복부위와  구멍주위의  제1과  제2전도체  피복  스트립면  사이에 전
기  전도성  접착물질을  포함하고,  구멍내에  제1과  제2전도성  피복부위  사이에  전기전도성  접착물질이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전기 전도성 물질은 탄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전기 전도성 물질이 흑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전기 전도성 물질이 탄소를 함유한 물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전기  전도체  연결수단에는  제1전도성  피복부위와  기질을  통과하는  가로방향  구멍을 
포함하고,  유연성  메쉬부재는  다수의  메쉬구멍을  가지고,  이때,  메쉬구멍에는  전기  전도성  물질이 
포함되고,  전기  전도성  물질을  가지는  메쉬부재는  구멍주위에  있는  유연성  기질의  제1전도성  물질 
피복부위에  고정되고,  이는  구멍내에서  제2전도성  피복부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이때,  전기적 
연결은  제1과  제2전도성  피복부위  사이에서  메쉬구멍내에  전도성  물질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구멍내에  메쉬부재와  제2전동성  피복부위  사이에  그리고  구멍주변에서  메쉬부재와 
제1전도성  피복부위  사이에  전기  전도성  접착  물질이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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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전기  전도체  연결수단이  한정된  용적내에서  기질과  제1피복부위를  통하여  형성되고 
연장된  작은  가로방향  구멍다수를  포함하고,  작은  다수의  구멍을  채우는  전기전도성  물질을  추가로 
포함하고,  전기  전도성  물질은  제1과  제2피복부위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데,  전기적  연결은  제1과 
제2전도성  피복부위  사이에서  작은  구멍내에  수없는  전도체  물질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한정된 용적은 실린더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전기전도성  연결수단에는  한정된  용적안에서  기질과  제1피복부위를  통하여 형성되
고  연장되는  다수의  가로방향  슬롯을  포함하도,  다수의  슬롯을  채우는  전기  전도성  물질을  추가로 
포함하고,  전기  전도성  물질은  제1과  제2피복부위에  전기로  연결되고,  전기적  연결은  작은  구멍내에 
전도성 물질에 의해 제1과 제2전도성 피복부위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12 

전기로  작동하고  환자의  피부에  부착할  수  있는  경피식  약물도포기의  구성에  있어서,  하나의 유연성
부를  형성하기  위해  전도성  피복부위를  가지는  유연성  비전도성  기질,  이  때  유연성  기질은  제1과 
제2표면을  가지고,  전도성  피복된  부위는  제1표면에  있어서  약물  저장기  전극을  형성하고,  유연성 
부는  전도성  피복된  부위와  함께  상측과  하측부분을  형성하기  위해  2개의  양끝단에서  약 180°접혀
져  있어  상측과  하측부분  사이에  전기전도체를  제공하고,  하측부분에서  약물저장기  전극과  전기 접
촉하에  별도의  다수  약물  저장기와  전기회로를  포함하는  전력  공급원은  상측부에  연결되어  전도체와 
약물저장기  전극  그리고,  전지와  약물저장기  전극과  같은  회로에  있는  전류  조절수단을  통하여 다수
의  약물저장기에  전류를  공급하고,  약물저장기를  덮고  유연성부와  전지,  전류  조건화수단을 웨워싸
고  다수의  약물  저장기는  사용안  될  때  약물저장기의  측면에  남아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
구.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전지는  재사용  가능하고,  재사용한  전지의  구멍에  위치되었을  때  전기적  회로를 
형성하기  위해  전도성  부위와  전기접촉  되기에  적합한  음극과  양극단말을  가지는  것을  특징응로 하
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구멍에서  약물도포구에  전지와  제어유닛을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재
사용가능한 전지에 연결된 프로그램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전지는  한쌍의  양극  쉬트전극과  음극쉬트  전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
물도포구.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양극과  음극  쉬트전극  한쌍은  각각  아연과  탄소전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
포구.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약물저장기에 겔이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겔을 스크림에 의해 보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약물  저장기에는  겔이  주입된  오프쎌  포말성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약물  저장기와  나란하게  반투성말을  포함하고  반투성막은  특정  약물지역을 한정시
키기 위해 밀봉부분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약물지역은 서로 다른 조성의 약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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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약물지역은 서로 다른 농도의 약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23 

제12항에  있어서,  피복된  방출제를  포함하는  또다른  기질이  추가로  포함되고,  다수의  약물저장기는 
또다른 기질의 방출제와 나란하게 이들의 측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고.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피복된  지역의  상측부는  도포기가  피부에  부착될  때  전기회로를  만들기  위해 전지
의 단부와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25 

제12항에  있어서,  전도체  일부는  전류제한  저항기의  기능을  만들기  위해  예정된  저항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26 

제12항에  있어서,  다수의  약물저장기중  적어도  하나의  약물저장기  전극을  흑연으로  구성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다수의  약물저장기는  사로  마주하는  내측과  외측이  있고  이때  외측은  사용시에 환
자의  피부에  접촉하도록  되고  흑연의  전극은  약물저장기의  내측과  전기적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28 

제12항에  있어서,  비-전도성  기질의  접힌  양끝단을  자체에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비-전도성 기질
의 다른측에 접착층이 추가로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29 

제12항에  있어서,  전도성  피복된  부위에  다수의  약물  저장기를  제거  가능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전도
성 피복된 부위의 양끝 부분에 전도성 접착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30 

제12항에  있어서,  도려내  부분을  가지는  스페이스  수단이  추가로  포함되고,  비-전도성  기질사이에 
배치되고 덮개는 전류 조절수단과 전지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스페이스  수단의  양측에  나란히  배열된  다수의  구멍이  있고,  구멍은  전류조절 수
단과 전지와 일직선상에 배열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전류  조절수단과  전지와  전기적  접촉을  유지시키기  위해  구멍을  통하여  이어지는 
전도성 접착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33 

제13항에 있어서, 전지는 전기로 연결된 다수의 밧데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밧데리와  전류조절  수단은  함께  도포기에서  예정된  출력회로를  가지고,  전도성 접
착제는 약물도포기의 전기회로 레이아웃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예정된  프린트된  회로  레이아웃은  전도성  페인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예정된  프린트된  회로  레이아웃은  라이너에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
포구.

청구항 37 

제31항에  있어서,  스페이스  수단에는  구멍이  추가로  포함되고  라이너와  비-전도성  기질은  경피식 도
포구에서 적어도 하나의 창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청구항 38 

제12항에 있어서, 전기회로에는 지시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도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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