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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동 혼합 및 주사 장치

(57)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자동 혼합 주사 장치는 하우징(100) 내에 주사기 조립체(400)를 포함한다. 주사기 조립체(400)는 액체 약

품 또는 용제일 수 있는 액체를 보유하는 챔버(425)를 갖는다. 제2 챔버(460)는 건조 약품을 보유할 수 있다. 제2 챔버

(460)는 제1 챔버(425)에 대해 해제 가능하게 밀봉된다. 스프링 작동식 플런저(300)는 제1 챔버(425)로부터 액체를 가압

하여 바늘(540)이 용기에 도입될 때 해제 가능한 밀봉부(430)를 결합 해제하도록 한다. 이때, 액체는 제2 챔버(460)를 통

해 유동하여 챔버(460) 내에 건조 약품을 용해한다. 해제 가능한 커플링(340)은 구동 스프링(500)으로부터 플런저(300)

를 결합 해제하고 플런저(300), 주사기 조립체(400) 및 바늘(540)이 복귀 스프링(505)의 압박하에 후퇴하도록 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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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자동 혼합 및 주사 장치이며,

a. 공동, 인접 단부 및 말단부를 갖는 하우징과,

b. 하우징 공동 내의 주사기 조립체와,

c. 적어도 하나의 개구를 포함하며,

상기 주사기 조립체는,

(1) 액체를 보유하기 위한 제1 챔버와,

(2) 제1 챔버에 대해 말단에 배치되는 제2 챔버와,

(3) 제2 챔버로부터 제1 챔버를 해제 가능하게 밀봉하는 디스크와,

(4) 제2 챔버의 말단에 배치되는 바늘과,

(5) 인접하게 배치되는 플런저 샤프트를 갖고, 액체를 제1 챔버로부터 가압하고 디스크를 해제시키도록 작동될 수 있는 플

런저와,

(6) 플런저 샤프트 및 구동 스프링을 결합시키는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과,

(7)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에 대해 말단으로 하우징에 부착되며,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을 결합시키기 위한 표면을

더 갖고 플런저 샤프트로부터 결합 해제하도록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을 가압하며, 이에 의해, 주사기 조립체로부터 구

동 스프링을 결합해제하는 스플리터를 더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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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어도 하나의 개구는 제2 챔버의 벽 내에 제공되어, 해제된 디스크에 대해 인접한 제2 챔버의 부분과 해제된 디스크

에 대해 말단인 제2 챔버의 부분 사이에 액체 연통을 허용하여서, 액체가 바늘을 통해 가압되기 전에 제2 챔버를 통해 유동

하는 자동 혼합 및 주사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플런저 샤프트는 원주방향 홈을 더 포함하며,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은 a. 복수개의 축방향 슬릿과, b. 원주방향 홈을 해제 가능하게 결합시키기 위한 반경방향 립을

더 포함하여서, 상기 반경방향 립은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이 스플리터와 결합함에 따라 원주방향 홈으로부터 결합 해

제하도록 하는 자동 혼합 및 주사 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a. 액체를 보유하기 위한 제2 챔버와,

b. 제1 챔버와 제2 챔버 사이에 배치되고 제1 챔버를 제2 챔버로부터 해제 가능하게 밀봉하는 디스크와,

c. 해제된 디스크에 대해 인접한 제2 챔버의 부분과 해제된 디스크에 대해 말단인 제2 챔버의 부분 사이의 액체 연통을 허

용하여서, 바늘을 통해 가압되기 전에 액체가 제2 챔버를 통해 유동하게 하는, 제2 챔버의 벽 내의 적어도 하나의 개구를

더 포함하는 자동 혼합 및 주사 장치.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주사 장치이며,

약품을 저장하기 위한 제1 챔버와,

제1 결합 부재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1 챔버와 협력하는 플런저와,

상기 제1 챔버와 유체 연통하는 바늘과,

내주연부에 형성된 제2 결합 부재를 갖는 커플링과,

상기 커플링이 표면과 접촉할 때까지 제1 방향으로 플런저를 압박하도록 상기 커플링 상에 작용하는 제1 스프링을 포함하

고,

상기 제1 및 제2 결합 부재는 서로 해제 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표면이 상기 제2 결합 부재를 상기 플런저로부터 멀리 이동시켜 상기 제1 및 제2 결합 부재가 서로 해제되는 주사 장

치.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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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챔버와 상기 바늘은 하우징 내에 이동 가능하게 배치되는 주사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프링보다는 더 약하고, 상기 제1 챔버와 상기 바늘을 제2 방향으로 압박하는 제2 스프링을

더 포함하는 주사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결합 부재가 서로 해제되면 상기 제2 스프링은 상기 제1 챔버 및 상기 바늘을 상기 제2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주사 장치.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에 의한 상기 제1 챔버의 충격이 완화되도록 상기 하우징과 상기 제1 챔버 사이에 배치된 완

충 패드를 더 포함하는 주사 장치.

청구항 16.

주사 장치이며,

바늘과, 약품을 보유하기 위한 제1 챔버와, 상기 약품을 제1 챔버로부터 바늘을 통해 가압하도록 작동하는 플런저를 구비

한 주사기 조립체와,

상기 플런저 상에 형성된 제1 결합 부재와,

상기 주사기 조립체 둘레에 배치된 하우징으로서, 주사기 조립체가 하우징 내에서 후퇴 위치와 신장 위치 사이를 이동 가

능하고, 상기 하우징은 바늘을 상기 후퇴 위치에 숨기며, 상기 신장 위치에서 상기 바늘이 하우징으로부터 연장하는, 하우

징과,

상기 주사기 조립체를 상기 후퇴 위치로부터 신장 위치로 구동시키고, 상기 약품이 바늘을 통과하도록 플런저를 구동시키

는 제1 스프링과,

상기 제1 스프링과 플런저 사이에 배치된 커플링과,

상기 플런저가 약품을 상기 제1 챔버로부터 바늘을 통해 가압한 후, 상기 커플링을 폐쇄 위치로부터 개방 위치로 이동시키

기 위하여 상기 하우징 내에 형성된 표면을 포함하고,

상기 커플링은 제2 결합 부재를 구비하고 폐쇄 위치 및 개방 위치를 가지며, 상기 제1 및 제2 결합 부재는 상기 커플링이

폐쇄 위치에 있을 때 서로 결합되어 플런저가 제1 스프링과 구동 가능하게 결합하고, 상기 제1 및 제2 결합 부재는 커플링

이 개방 위치에 있을 때 결합 해제되어 플런저가 제1 스프링으로부터 결합 해제되는 주사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은 플런저로부터 경사진 주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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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결합 부재는 플런저 상에 형성된 홈이며, 상기 제2 결합 부재는 커플링 상에 형성된 립인 주사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홈은 원주방향으로 플런저 상에 형성되고, 상기 립은 원주방향으로 커플링의 내면 상에 형성되는

주사 장치.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커플링은 제2 결합 부재를 상부에 구비한 복수개의 개방 가능한 부분을 더 포함하는 주사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프링은 제1 및 제2 결합 부재가 결합 해제할 때까지 상기 표면 상의 복수개의 개방 가능한

부분을 개방하도록 구동시키는 주사 장치.

청구항 22.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커플링이 개방 위치로 이동한 후, 상기 주사기 조립체를 신장 위치로부터 후퇴 위치로 구동시키는

제2 스프링을 더 포함하는 주사 장치.

청구항 23.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기 조립체가 상기 신장 위치에 이를 때 하우징에 의한 상기 주사기 조립체의 충격이 완화되도

록 상기 주사기 조립체와 상기 하우징 사이에 배치된 완충 패드를 더 포함하는 주사 장치.

청구항 24.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기 조립체를 상기 후퇴 위치에 해제 가능하게 고정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주사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자동 혼합 및 주사 장치(Automatic Mixing and Injecting Apparatus)"로 명명되고 출원 번호 제09/745,905호

로 2001년 12월 21일자로 출원된 동일 발명을 개시하는 미국 특허 출원의 출원일의 혜택을 청구한다.

본 발명은 약품으로 예비 장전되고 근육 내, 피하 또는 경피성 주사를 사용하여 액체 약품의 소정의 일회분량을 자동으로

투여하도록 의도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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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특히 본 발명은 향상된 기능성, 편의성, 안전성 및 융통성을 포함하는 많은 중요한 개선 및 특징을

통합한다. 또한, 본 발명은 신속한 응급 처리의 필요성이 생길 때 약품의 소정의 일회분량을 빠르게 투여하는 수단을 제공

한다. 본 발명은 개인에게 용이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수행될 수 있는 장치에 실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액체 약품 단독

으로 투입할 수 있거나 이와달리 장치의 작동시에 액체 용매가 건조 약품과 자동적으로 혼합될 수 있어서 주사 공정을 수

반하는 단일 실시예를 허용한다. 양호한 실시예는 사용 후에 폐기를 위해 자동적으로 스스로를 안전하게 하고 사용한 피하

주사용 바늘과의 부주의한 접촉을 통해 타인을 상해하는 위험을 제거한다. 수용자는 주사 전후 또는 중간에도 피하 주사

바늘을 볼 필요조차 없다.

자동 주사 장치의 사용은 응급, 생명 유지 상황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본 발명에 대한 추가적인 응용으로는 음경과 같은

해부학적 부위의 주사가 그러한 장치의 사용으로써 종래의 주사기에 비교해서 부가적인 비용을 들일 만한 그러한 장치의

사용과 관련된 기능적 및 심리적인 이점이 만들어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종래 기술에는 자동 주사 장치에 관한 많은 실시예, 즉, 위릭(Wyrick)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665,071호, 슈미츠

(Schmitz)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620,421호 및 윌모트(Wilmot)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295,965호 등이 있다. 그

렇지만 종래 기술의 특허 중에는 본 발명의 모든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단일의 소정의 저장 약품의 일회분량을 근육 내로 또는 경피성으로 주사하며, 주사가 완료된 후 피하 주사 바늘을 장치 내

로 자동으로 후퇴시키는 자동 주사 장치에 관한 것이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약품은 예비된 액체 약품이나, 가용성 약품이

용질과 혼합되고 용액 내에서 수용자 내로 이동되는 건조 약제 챔버를 통해 가압되는 액체 용질이나, 주사 시에 혼합하는

건조 약제를 위한 용질로서 작용하는 액체 약품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양호한 실시예는 작동 단부와 바늘 단부를 갖는다. 본 출원에서, 장치의 작동 단부는 장치의 인접 단부라고 하고 바늘 단부

는 말단부라고 한다. 사용자는 장치의 말단부를 소정의 주사 장소에 가압하고 작동 버튼을 가압한다. 이는 하우징에 일시

적으로 결합된 플런저 및 주사기 결합체를 해제한다. 플런저 및 주사기 결합체는 활성화된 구동 스프링에 의해 하우징의

인접 단부로부터 이격되도록 힘이 가해진다. 구동 스프링은 피하 주사용 바늘이 하우징에서 빠져나가서 수용자의 조직으

로 들어갈 때까지 플런저 및 주사기 결합체를 하우징의 보어를 통과하여 전방으로 추진시킨다. 이러한 이동 동안, 주사기

조립체와 고정된 하우징의 말단부 사이에 위치한 복귀 스프링은 가압되고 활성화된다. 플런저 및 주사기 조립체는 하우징

의 말단부에서 완충 패드에 대해 정지하면 주사기 조립체는 고정되고 플런저는 주사기에 대해 축방향 전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플런저가 전방 이동함에 따라, 주사기 내의 액체의 압력은 임계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

다. 임계 압력에 도달하면, 제2 건조 약제 챔버로부터 제1 액체 챔버를 분리하는 강성 디스크는 주사기에 대해 위치 내에

보유하는 원주방향 밀봉부로부터 분리된다. 원주방향 밀봉부로부터 분리되면, 건조 약제 챔버 내의 보유면에 대해 정지하

고 액체가 디스크 주위의 개구를 통해 건조 약제 챔버 내로 유동할 때까지 디스크는 전방으로 이동한다.

건조 약제 챔버가 건조 약품을 수용하면, 플런저가 전방 이동을 계속함에 따라 건조 약품은 액체에 의해 용액으로 넣어지

고 액체는 건조 약제 구획을 통해 피하 주사용 바늘로 입구 내로 가압된다. 이와 달리, 액체 약품은 동일한 챔버를 통해 유

동하고 수용자 내로 계속된다. 액체가 토출될 때, 구동 스프링과 플런저를 결합시키는 커플링은 플런저로부터 구동 스프링

을 분리시키는 스플리터와 접촉한다. 플런저 및 주사기 결합체에 구동 스프링의 영향없이, 활성화된 복귀 스프링은 피하

주사용 바늘이 완전히 하우징 내로 후퇴할 때까지 플런저 및 주사기 결합체가 장치의 인접 단부쪽 후방으로 후퇴하도록 힘

을 가한다.

실시예

하기 설명이 양호한 실시예의 일예의 정황으로 한정되더라도, 이는 단지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하다.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지 않고 청구범위에 의해 허용되는 모든 다른 실시예에 적용 가능하다.

도1은 자동 혼합 및 주사 장치의 양호한 실시예의 단면을 도시한다. 본 명세서에서, 상기 장치의 "인접 단부"는 작동 버튼

(205)을 갖는 단부이고, "말단부"는 바늘(540)을 갖는 상기 장치의 단부이다. 양호한 실시예는 우발적인 개시를 방지하는

제거식 캡, 작동 버튼(205), 작동 버튼 로드(210), 작동 버튼 복귀 스프링(215), 작동 버튼 보유캡(220), 하우징 캡(120),

구동 스프링(500),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 하우징 중간부(110), 플런저(300), 하우징 관형 단면(115), 커플링 스

플리터(125), 상부 주사기 캡(405), 상부 주사기 캡 밀봉부(510), 플런저 밀봉부(515), [이후에는 선택적으로 "액체"(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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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칭하는] 액체 약품과 희석액 또는 용제, 주사기 통(410), 파열 디스크(430),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 선택적으로 건조

또는 동결 건조된 약품(545), 필터(440), 약제 챔버 하부 밀봉부(525), 하부 주사기 캡(415), 바늘 허브(530), 바늘(540),

주사기 복귀 스프링(505), 완충 패드(535), 하우징 노우즈(105) 및 바늘 첨단 밀봉부(130)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2는

하우징(100)을 형성하기 위해 나사결합식 또는 접착식 결합부에 의해 모두 영구적으로 결합되는 하우징 캡(120), 하우징

중간부(110), 하우징 관형 단면(115) 및 하우징 노우즈(105)를 포함하는 하우징(100)을 도시한다.

도3에서, 요소(205, 210, 215, 220, 120)는 영구 조립된 작동 버튼 조립체(200)를 형성한다. 작동 버튼 조립체(200)를 조

립하는 동안, 작동 버튼 로드(210)는 작동 보유캡(220)의 말단부로부터 작동 버튼 보유캡(220)을 구비한 축방향 결합부

안으로 진입한다. 작동 버튼 로드(210)는 작동 버튼 보유캡(220)과 활주식으로 협력 작동한다. 외부 반경방향 견부(225)

는 외경의 상당한 감소를 나타내는 작동 버튼 로드(210) 상에 존재한다. 이러한 견부는 작동 버튼 보유캡(220)의 내부에

있고 작동 버튼 보유캡(220)의 최대와 최소 내경 사이의 변이를 한정하는 반경방향 견부(230)와 협력 작동한다. 작동 버튼

로드 외부 반경방향 견부(225)는 작동 버튼 복귀 스프링(215)의 영향으로 반경방향 견부(230) 내부에 작동 버튼 보유캡

(220)에 대해 맞물린다. 이는 장치의 인접 단부를 향해 작동 버튼의 축방향 운동을 제한한다.

작동 버튼 로드(210)가 작동 버튼 보유캡(220)과 조립된 후, 작동 버튼 복귀 스프링(215)은 인접 단부로부터 작동 버튼 로

드(210)의 외측 위로 활주하고 작동 버튼 보유캡(220)의 인접면(235)에 대해 유지된다. 다음, 작동 버튼(205)은 바람직하

게는 가압 끼움에 의해 작동 버튼 로드(210) 상으로 영구 부착된다. 따라서, 작동 버튼 복귀 스프링(215)은 작동 버튼 보유

캡(220)의 인접면(235) 상에 유지하는 말단부 및 작동 버튼(205)의 내부 견부(240)에 대해 유지하는 인접 단부와 최소 압

축 상태로 포획된다. 이러한 요소(205, 210, 215, 220)의 조립을 완성한 후, 다음에 조립체는 바람직하게는 억지 끼움에

의해 하우징 캡(120)의 인접 단부 안으로 영구 조립된다.

하우징 캡(120) 조립에 이어서, 작동 버튼(205)은 하우징 캡(120)의 내부 보어(245)와 활주식으로 협력 작동하고 작동 버

튼 로드(210)는 작동 버튼 보유캡(220)의 내부 보어(250)와 활주식으로 협력 작동한다. 작동 버튼(205)이 말단부를 향해

하우징 캡(120)에 대해 축방향으로 이동될 때, 작동 버튼 복귀 스프링(215)은 압축하여 에너지를 저장한다. 작동 버튼

(205)에 대한 힘이 해제될 때, 작동 버튼 복귀 스프링(215)에 저장된 에너지는 작동 버튼(205) 및 작동 버튼 로드(210)를

다시 작동 버튼(205)이 하우징 캡(120)의 인접 단부 위로 연장되고 작동 버튼 로드(210)의 내부 반경방향 견부가 작동 버

튼 보유캡(220)의 내부 반경방향 견부(230)에 대해 유지되는 바람직한 위치로 복귀시킨다.

도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구동 스프링(500)은 전체적으로 압축된 상태로 도시된다. 압축 구동 스프링(500)의 인접 단부

는 하우징 캡(120)의 내부면(255)에 놓인다. 압축된 구동 스프링(500)의 대향 단부는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의

인접면(385)에 놓인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구동 스프링(500)은 기계적 에너지를 저장하고, 장치의 작동에서 스프링-대-

플런저 커플링(340)이 이동하도록 적절한 양의 축방향 연장 및 장치의 말단부를 향해 축방향으로 결합된 스프링-대-플런

저 커플링(340)을 갖는 플런저(300)를 제공한다. 이러한 축방향 이동은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이 접촉할 때까지

연속하고, 커플링 스플리터(125)에 의해 반경방향으로 분사된다.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의 이전 및 이후 상태는

도1의 (a) 및 도1의 (b)에서 도시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구동 스프링(500)은 그 연장에서 잔류 압축력을 보유한다. 구동

스프링(500) 및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은 하우징 중간부(110)의 내부 보어(135)내에 활주 가능하게 협동 작용한

다.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은 하우징 중간부(110)의 내부 보어(135)와 플런저(300)의 원주방향 홈(315) 사이에서 반

경방향으로 수용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플런저(300) 주위의 제1 결합 부재의 예인 원주방향 홈(315)은 스프링-대-플

런저 커플링(340)에 적용된 구동 스프링(500)의 압축력이 플런저(300)에 축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스프링-대-

플런저 커플링(340) 안쪽의 제2 결합 부재의 예인, 대응하는 형상의 반경방향 립(365)을 수용한다. 조립되는 동안, 주사기

조립체를 후퇴 위치에 해제 가능하게 고정하는 수단의 예인 바브(325)를 갖는 플런저(300)의 단부는 장치의 인접 단부를

향해 지향된다. 그 다음 하우징 중간부(110)의 내부 보어(135) 내에 포함되는 동안, 구동 스프링(500)은 하우징 캡(120)과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 사이에서 축방향으로 압축된다. 바브(325)를 갖는 플런저(300)의 단부가 하우징 캡(120)

의 테이퍼진 내부면(260)과 접촉할 때까지 축방향 압축은 연속한다. 양호한 실시예의 플런저(300)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일 수 있는 탄성 재료로 제조되므로, 바브된 영역(320)내에 탄성 변형에 대한 수용을 갖는다. 구동 스프링의 연속된 압축으

로, 바브(325)는 그들이 탄성적으로 변형될 때 하우징 캡(120)에서 개구(265)를 통과하고 함께 붕괴한다. 구동 스프링

(500)을 추가적으로 압축하고 하우징 캡(120)의 개구(265)를 탄성적으로 변형된 플런저 바브(325)가 더 통과할 때, 바브

(325)는 하우징 캡 개구(265)의 속박된 표면을 결국 빠져나간다. 인접 방향에서 개구(265)를 빠져나갈 때, 바브된 영역

(320)의 탄성 특성은 그 원래 형태로 돌아가도록 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하우징 캡(120)에서 개구(265)의 내경은 플런

저 바브의 목부(330)에서 자유 거리 보다 조금 작으므로, 바브(325)가 놓여 있는 멈춤쇠(267)를 형성한다. 이것은 플런저

(300)의 목부(330)가 하우징 캡(120)의 개구면(265)과 접촉 유지되도록 보장하므로, 장치의 준비 상태 중에 플런저(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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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우징 캡(120)의 개구(265) 내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보장한다. 플런저(300)의 바브(325)가 하우징 캡(120)의 개구

(265)를 통과하면, 작동 버튼(205)이 장치의 말단부를 향해 물리적으로 힘이 가해질 때까지 구동 스프링(500)은 충분한

압축 상태로 있게 된다.

도4를 참조하면, 사용자가 장치의 말단부를 향해 작동 버튼(205)을 누를 때, 작동 버튼 로드(210)의 내부 보어(270)는 플

런저 바브(325)의 테이퍼면(345)에 접촉된다. 작동 버튼(205)의 연속 이동시에, 작동 버튼 로드(210)는 작동 버튼 로드

(210)의 내부 보어(270) 안에 바브(325)를 모아서, 플런저 바브 영역(320)의 자연적 탄성 특성을 없앤다. 작동 버튼(205)

이 먼 방향에서 그 이동 한계에 근접할 때, 플런저 바브 영역(320)은 멈춤쇠(267)와의 간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

지 함께 가압된다. 플런저 바브(325)가 가압되고 플런저 바브(325)와 하우징 캡(120) 사이의 간섭 상태가 제거되면, 충분

히 가압되고 활성화된 구동 스프링(500)이 먼 방향으로 연장되는 것이 더 이상 억제되지 않는다. 구동 스프링(500)이 작용

하는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과 플런저(300) 사이의 원주방향 결합에 의해 구동 스프링이 연장되어 플런저를 장치

의 말단부를 향해 내보낸다.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런저(300)는 바브(325), 긴 원통형 축(305) 및 표면(310)을 구비하고, 긴 원통형 축(305)으로

원주방향 홈(315)이 기계 가공된다. 바브(325)는 앞서 설명되었다. 긴 원통형 축(305)의 외주 둘레로 기계 가공된 원주방

향 홈(315)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의 내부에 내부로 향하는 반경방향 립(365)을 수용한

다. 원주방향 홈(335)은 플런저(300)의 표면(310)의 외주 둘레에서 기계 가공된다. 그 홈은 주사기 통(410)의 내부에서 그

것과 접촉하여 있는 탄성중합체 플런저 밀봉부(515)가 끼워진다. 플런저 밀봉부(515)는 플런저(300)의 표면의 원주방향

홈(335)과 주사기 통(410) 사이의 작은 압축 상태로 있고 주사기 통(410)의 내부 표면(420)과 미끄럼 가능하게 상호 작용

한다. 플런저 밀봉부(515)는 주사기 통(410) 내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플런저(300)를 통한 액체(425)의 누출을 방지하

도록 고안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액체(425)와 접촉하도록 노출된 주사기 통(410)과 플런저(300)의 표면은 사람의 신체

에 양호하고 액체와 반응하지 않는 비활성 재료로 제조 또는 코팅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주사기 통(410)은 상부 주사기 캡(405)에 영구적으로 접합된다. 상부 주사기 캡 밀봉부(510)는 상

부 주사기 캡(405)의 내부 원주방향 홈(445) 내부에 위치하고 플런저(300)의 주연부에 대항하여 유지되는 동안 압축의 상

태로 위치된다. 주사기 통(410)의 말단부에서, 탄성중합체의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가 원통형 카운터보어

(counterbore)가 형성된 포켓(450) 내부에 위치되고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는 주사기 통의 원통형 카운터보어가 형성

된 포켓(450)과 원주형 및 편평한 접촉을 한다.

만일 장치의 인접 단부를 향한 축방향의 힘이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 상으로 가해진다면 편평한 접촉은 디스크 밀봉부

(520)의 이동을 방지한다. 주사기 통(410)의 원주형 포켓(450)의 내경이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의 외경보다 약간 작다.

따라서, 탄성중합체의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는 주사기 통(410)의 카운터보어가 형성된 포켓(450)으로 장착된 때 압축

되고 접촉 표면들 사이에서 액체(425)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액체 기밀식 밀봉부를 형성한다.

조립 중에, 주사기 통(410) 및 상부 주사기 캡(405)은 바람직하게는 억지 끼움식으로 영구적으로 결합된다. 상부 주사기

캡 밀봉부(510)는 그런 뒤 상부 주사기 캡(405) 내에 설치된다. 그런 후, 플런저(300) 및 플런저 밀봉부(515)는 플런저

(300)의 바브(325)가 주사기 통(410)의 말단부로부터 주사기 통(410)으로 들어간 상태로 주사기 통(410) 및 상부 주사기

캡(405)과 조립된다. 그런 후, 플런저(300)가 상부 주사기 캡(405)의 내측 편평한 표면(455)에 대항하여 인접할 때가지 플

런저(300)는 주사기 조립체의 인접 단부를 향해 축방향으로 이동한다. 이 상태는 장치가 조립되고 사용 준비의 상태에 있

을 때의 플런저(300)와 주사기 조립체(400)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일단 플런저(300), 주사기 통(410) 및 상부 주사기 캡(405)이 조립되면, 전체 조립체는 플런저(300)의 바브(325)가 아래

를 향하고 주사기 통(410)의 개방 단부가 위를 향한 상태로 수직으로 배향된다. 그런 후, 주사기 통의 내부는 일반적으로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의 편평한 중심선의 수준인 지점까지 액체(425)로 채워진다.

도5 및 도6을 참조하여, 파열 디스크(430)는 얇고, 전체적으로 디스크 형상이고, 그 주연에 대하여 원주방향 홈(435)을 가

진 비다공성 요소이다. 이 원주방향 홈(435)은 디스크 밀봉부(520)와 확실하고 탄성적인 끼워 맞춤을 이루는 형상 및 크기

를 가짐으로써,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는 파열 디스크(430)의 원주방향 홈(435) 내에 맞추어지고 그것과 압박 맞춤된

다. 조립 중, 파열 디스크(430)가 플런저(300)의 말단부 내의 소정의 위치에 장착되고 주사기 통(410)이 액체(425)로 채워

진 후, 파열 디스크(430)는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와 원주방향으로 압박 맞춤으로 고정된다.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

가 주사기 통(410)의 역으로 천공된 포켓(450) 내에서 그 외부 상에 형성됨과 동시에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의 내측 주

연부 내의 위치에 파열 디스크(430)를 고정함으로써, 파열 디스크(430) 및 디스크 밀봉부(520)는 주사기 통로부터 액체가

빠져 나오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공기가 액체 내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유체 밀폐 장벽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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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사기 통(410)이 액체(425)로 채워지고 파열 디스크(430)가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와 조립되면, 파열 디스크 외

부와 파열 디스크 밀봉부 내부 사이의 끼워 맞춤은 최소한의 임계력이 얻어질 때까지 파열 디스크의 두 개의 하부 축방향

하중의 분리를 방지하는데 적합하다. 액체가 비압축성 유체로서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유체 압력이 파열 디스크의 인접면

에 걸쳐 대칭으로 고르게 분포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디스크 밀봉부로부터 파열 디스크를 분리하는데 필요한 내부 압

력은 예측 가능하다. 일단 제1 챔버가 액체(425)로 채워지고, 파열 디스크(430)가 설치되면, 바람직한 실시예는 어느 방향

으로도 향할 수 있다.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로부터 파열 디스크(430)의 분리는 완전히 활성화된 구동 스프링(500)의 영향 하에서의 플런저

(300) 및 주사기 조립체(400)의 자유 가속 중 액체(425)에 가해지는 플런저(300)에 의해 생성된 압력보다 더 큰 압력에서

발생한다. 오로지 액체 내의 압력이 플런저(300)의 영향을 받는 예측 가능한 임계치를 초과한 후에야, 파열 디스크(430)는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로부터 분리되고 액체(425)는 제2 건조 약제 챔버(460)로 들어간다.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부 주사기 캡(415)은 필터(440) 및 선택적 건조 또는 냉동 건조된 약품(545)을 양호하게는 내

장하기 위한 인접 공동 및 약제 챔버 하부 밀봉부(525)와 바늘 허브(530)를 내장하기 위한 말단 공동을 구비하는 비다공성

요소를 포함한다. 일단 필터(440)와 선택적 냉동건조 약품(545)이 하부 주사기 캡(415)의 인접 공동 내에서 조립되면, 하

부 주사기 캡의 말단부는 그 내부에 끼워 맞춰지고, 주사기 통(410)의 말단부에 영구 부착된다. 하부 주사기 캡(415)은 파

열 디스크 밀봉부(520) 및 파열 디스크(430)가 위치되는 카운터 보어 내에 끼워 맞춰진다. 주사기 통(410)과 완전 결합될

때, 하부 주사기 캡(415)의 반경방향면은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에 대하여 인접 방향으로 가압되고 말단 방향으로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의 축방향 이동을 방지한다. 액체 압력이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로부터 파열 디스크(430)를 분리하

기에 필요한 임계 수준을 초과할 때, 하부 주사기 캡(415)의 인접 공동은 파열 디스크(430)가 정지되는 편평한 표면(465)

을 제공하게 형성된다. 반경방향으로 배치된 내부면(465)은 파열 디스크(430)의 외경보다 약간 큰 반경을 갖는다. 내부면

(465)을 가로지르는 적어도 하나의 구멍(470)은 파열 디스크가 하부 주사기 캡(415)의 내부면(465)과 편평하게 접촉하게

위치될 때, 액체가 파열 디스크(430)를 지나서 유동하게 하부 주사기 캡으로 형성된다. 파열 디스크(430)가 이러한 위치에

위치될 때, 건조 약제 챔버는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말단부 및 인접부로 효과적으로 분할된다.

도5를 참조하면, 바늘(540)은 바늘 허브(530)에 축방향으로 영구 결합된다. 주사기(400)의 최종 조립과정 동안, 돔형 격

막(475)을 포함하는 탄성 중합체의 약제 챔버 하부 밀봉부(525)는 약제 챔버 하부 밀봉부(525)의 디스크형 가압면이 하부

주사기 캡(415)의 말단 공동 내에서 수용 표면에 대해 위치될 때까지 축방향 인접 방향에서 하부 주사기 캡(415)의 말단

공동 내로 먼저 격막 단부가 삽입된다. 약제 챔버 하부 밀봉부(525)를 삽입하고 위치시키기 직전에, [하부 주사기 캡(415)

의 인접 공동내부의 공간을 포함하고, 파열 디스크(430)에 의해 일단부 상에 감싸지고 약제 챔버 하부 밀봉부(525)에 의해

타 단부 상에서 감싸지는]건조 약제 챔버(460)의 내부에서의 공기는 양호하게는 소기된다.

약제 챔버 하부 밀봉부(525)가 설치되면, 바늘(540)과 바늘 허브(530)가 삽입되어, 하부 주사기 캡(415)과 바늘 허브

(530)의 평탄한 반경방향 표면들 사이에 약제 챔버 하부 밀봉부(525)의 밀봉면을 개재시켜 가압하기 위해, 하부 주사기 캡

(415) 내로 영구적으로 부착된다. 일단 조립되면, 바늘(540)의 인접 단부는 약제 챔버 격막(475)의 오목면에 근접하게 위

치된다.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건조 약제 챔버(460) 내의 진공에 의해 건조 약제 하부 밀봉부(525)의 격막(475)이

견인되어 하부 주사기 캡(415)의 말단 내부면에 지지되므로, 단지 건조 약제 챔버(460)로부터 하부 주사기 캡(415)의 말

단 공동으로 이어지는 개구에 노출된 표면에만 진공압이 작용하게 된다.

도1 및 도5를 참조하면, 바람직한 실시예의 말단부에서, 바늘(540)의 첨예한 조직 관통 말단부(480)는 탄성 바늘 첨단 밀

봉부(130)의 격막의 내부에 상기 격막에 근접하여 놓인다. 바늘 첨단 밀봉부(130)는, 원통형 본체와, 인접 단부에서 개방

되어 있고 말단부에서는 얇은 격막에 의해 폐쇄되어 있는 바늘의 외경보다 약간 큰 치수를 갖는 중공 공동을 포함한다. 바

늘 첨단 밀봉부(130)는 하우징 노우즈(105)의 최말단부에서 수용 공동 내로 영구적으로 결합된다. 바늘 첨단 밀봉부(130)

는 장치의 외부의 요인에 의해 바늘(540)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도1 및 도5를 재차 참조하면, 주사기 복귀 스프링(505)은 그의 축이 일반적으로 하우징(100)의 장축과 정렬되도록 약간

가압되어 위치된다. 주사기 복귀 스프링(505)의 말단부는 하우징 노우즈(105)의 반경방향 배치 내부면(140) 및 완충 패드

(535)의 반경방향 외측에 놓인다. 주사기 복귀 스프링(505)의 인접 단부는 하부 주사기 캡(415)의 말단부의 인접측의 반

경방향 배향면(145)에 놓인다. 구동 스프링(500)에 의한 영향이 없는 경우, 주사기 복귀 스프링(505)은 플런저(300) 및 주

사기(400) 조합체를 하우징 노우즈(105)로부터, 상측 주사기 캡(405)의 인접면이 커플링 스플리터(125)의 말단면(380)에

놓이는 초기 위치로 인접측으로 이격하여 압박한다. 도5를 참조하면, 하부 주사기 캡(415)의 반경방향 배치 말단측 배향면

(145)과 하우징 노우즈(105)의 내부면(140) 사이의 축방향 거리는, 하부 주사기 캡(415)의 말단면이 완충 패드(535)에 놓

여 있을 때 측정하면, 주사기 복귀 스프링(505)의 완전 밀착 높이보다 약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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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은 준비 상태에서의 양호한 실시예의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를 도시한다. 도4 내지 도9는 작동 순서에 따른 장

치의 다양한 상태를 설명한다. 도4는 작동된 상태에서의 장치를 도시한다. 도4는 장치의 인접 단부의 확대된 상세도를 도

시한다. 도4는 활성화된 작동 버튼 복귀 스프링(215), 작동 버튼 보유 캡(220), 하우징 캡(120) 및 플런저(300)의 바브

(325)와 작동 관계에 있는 작동 버튼(205) 및 작동 버튼 로드(210)를 도시한다. 이러한 도면에 있어서, 작동 버튼(205) 및

작동 버튼 로드(210)는 그 말단 이동 거리의 끝 부분에 도시된다. 여기서 플런저(300)의 바브(325)는 작동 버튼 로드(210)

의 내부 보어(270) 내부로 채널되어 도시된다.

도4에 있어서, 플런저의 바브는 바브(325)의 테이퍼진 표면(345)에 대해 작동 버튼(205) 및 작동 버튼 로드(210)의 말단

운동에 의해 반경 내향으로 가압되어 도시된다. 작동 버튼(205)에 부착된 작동 버튼 로드(210)의 축방향 말단 운동은 플런

저(300)의 바브(325)의 두 개의 반부를 별도로 가압하는 탄성력을 이겨낸다. 사용자에 의한 작동 버튼(205) 상에 가해지

는 영향력 하에서, 하우징 캡(120)에 대한 작동 버튼(205) 및 작동 버튼 로드(210)의 계속된 축 방향 말단 운동은 작동 버

튼(205) 및 작동 버튼 로드(210)가 말단 영역에서의 축 방향 이동의 한계에 근접함에 따라 플런저와 하우징 캡 사이의 물

리적인 간섭이 없어질 때까지 하우징 캡(120) 내의 개구(265)의 인접면과 플런저 바브(325) 사이의 물리적인 영향을 감소

시킨다.

따라서 도4는 플런저(300)와 하우징 캡(120) 사이의 간섭이 정지하였을 때 플런저(300)가 완전히 활성화된 구동 스프링

(500)에 의해 가압되어 말단 방향으로의 가속을 시작하기 직전의 상태를 나타낸다.

도5는 말단 방향으로의 이동의 단부에서의 플런저(300) 및 주사기(400)의 조합을 도시하고, 주사기 조립체의 말단부는 완

충 패드(535)에 기대어 유지된다. 이 시점에서, 바늘(540)은 하우징 노우즈(105)의 말단부를 지나 가능한 먼 범위까지 노

출된다. 플런저(300) 및 주사기(400)의 조합이 원위치로부터 이러한 위치까지의 거리를 횡단함에 따라, 구동 스프링(500)

보다 실질적으로 약한 주사기 복귀 스프링(505)은 압축되어 에너지를 갖게된다.

플런저(300)가 하우징 캡(120)과의 간섭 관계로부터 해제될 경우, 완전히 활성화된 구동 스프링(500)은 하우징 캡(120)

의 내부 표면(255)과 그 인접 단부에서 지지 접촉 및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의 인접면(385)에 말단부에서 접촉에

의해 플런저(300)를 구동 스프링(500)의 지지 단부로부터 떨어진 축방향으로 가속한다.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

은 하우징 중간부(110)의 내부 보어(135)의 내부 표면에 의해 그 외부 상에 반경방향으로 및 플런저 홈(315)과 해제 가능

한 간섭 관계에 의해 내부 상에 반경방향으로 얻어진다.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 하우징 중간부(110)와 플런저 사

이의 이러한 상호 관계는 단순히 축 및 말단 방향 내에 플런저로 향하는 구동 스프링(500)의 힘을 확보하고 플런저(300)가

하우징의 보어(100)와 일치하는 중심 라인을 따라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한번 플런저(300) 및 주사기(400) 조합이 완충 패드(535) 상에 정지되면,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에 의해 구동 스

프링(500)으로써 플런저(300)에 적용된 힘은 비압축성 유체(425) 내부에서 압력이 빠르게 상승하게 하고, 그로 인해, 액

체(425)가 주사기 통 내부에 포획된다. 주사기 내부의 압력은 모든 표면상을 균등하게 가압한다. 그 결과, 반경방향 힘은

각각을 상쇄시키고 플런저(300)의 면(310)에 의해 액체(425)에 적용된 힘은 유체 접촉 내에 존재하는 파열 디스크(430)

의 인접면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압력은 유체 접촉면에 직교하는 축방향의 말단 방향으로 보내진다.

파열 디스크(430)의 인접측과 파열 디스크의 말단측 사이의 압력 차이가 파열 디스크(430)를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와

그 주위 간섭 결합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임계 압력을 초과하지 않는 한, 두 요소는 결합된 상태로 남는다. 임계력

이 초과되고, 파열 디스크가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로부터 분리될 때까지, 구동 스프링(500)에 의해 플런저(300)에 적

용된 힘은 파열 디스크(430)에 대항하여 액체(425)의 유체 압력에 의해 주사기 조립체(400)에 적용되고, 차례로 주사기

조립체(400) 내부에 축방향 결합 내에 포획된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에 작용한다.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와의 결합으

로부터 파열 디스크(430)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임계 압력은 주사기 조립체(400)의 자유 이동 중 액체(425)에 작용하는

플런저(300)에 의해 발생되는 것보다 크게 만들어진다. 설계에 의해, 임계력은 한번 주사기 조립체가 허용 가능한 이동 거

리의 단부에서 완충 패드(535)에 고착된다면, 초과될 수 있다.

견고하게 결합된 파열 디스크(430)에 의해 가해진 힘에 대한 저항과 액체(425) 위의 플런저(300)의 영향하에서, 플런저

(300)와 주사기 조립체(400)는 말단 방향으로 직렬로 이동된다. 주사기 조립체(400)가 이동하기 시작함에 따라, 바늘

(540)의 말단부(480)는 바늘 첨단 밀봉부(130)에 구멍을 내고 주사 위치에서 살(flesh)로 들어간다. 도5는 주사기 조립체

(400)가 완충 패드(535)와 접촉함에 따라 바늘(540)이 완전히 연장되고 파열 디스크(430)가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와

의 결합으로부터 분리되기 직전의 상태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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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단 액체(425)에 의해 바람직한 실시예의 파열 디스크(430) 상에 작용하는 유압이 임계량을 초

과하면, 파열 디스크(430)는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와의 주연부 간섭 관계로부터 분리되고 하부 주사기 캡(415)의 인접

공동 내의 하부 주사기 캡(415)의 인접 대향면(465)과 물리적으로 접촉하도록 단거리로 말단방향으로 이동한다. 하부 주

사기 캡(415)의 지지면(465)은 적어도 하나의 위치, 바람직하게는 여러 위치에 개구(470)를 가져서, 액체(425)가 파열 디

스크(430) 주위로 그리고 건조 약제 챔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건조 약품(545)이 있는 건조 약제 챔버(460)의 말단부 내

로 흐르게 한다.

일단 파열 디스크(430)가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로부터 분리되어, 액체(425)가 건조 약제 챔버(460)를 넘치기 시작하

면, 구획 내에 유지되는 진공이 깨어지고, 유닛 내의 체적은 액체(425)로 채워진다. 치료 용도가 건조 약제 챔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 건조 약제 챔버(460) 내에 존재하는 건조한 고용해성의 약품(545)이 액체(425)와 접촉하여 급속도로

용해되기 시작한다. 일단 건조 약제 챔버(460)의 전체 체적이 액체(425)로 채워지면, 주사기 통(410) 내에서 말단방향으

로 이동하여 액체(425)를 가압하는 플런저(300)의 영향하에 압력은 급속도로 상승한다. 압력이 건조 약제 챔버(460) 내에

서 상승함에 따라, 액체(425)의 압력은 약제 챔버 하부 밀봉부(525)의 격막(475)이 말단방향으로 휘어지게 한다.

격막(475)이 휘어지기 시작함에 따라, 격막은 그 위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하부 주사기 캡(415)의 내부면으로부터 이격

되어 당겨지고, 액체에 노출된 격막(475)의 표면 영역은 팽창된다. 이러한 증가된 표면 영역은 증가하는 힘이 격막(475)

상에 작용하게 하여, 말단부 휨을 점차 가속시킨다. 격막(475)은 결국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도되기 시작하여, 바람직

하게는 격막(475)의 관통을 용이하게 하도록 기울어지는 바늘(540)의 인접 단부와 접촉하여 관통되기 시작한다. 약제 챔

버 하부 밀봉부(525)의 격막(475) 상에 가해진 압력이 임계치를 초과할 때, 격막(475)은 바늘(540)의 정지되어 견고하게

고정된 경사진 단부에 의해 완전히 관통되기 시작하고, 가능하게는 건조 약품(545)과 혼합되는 액체(425)는 바늘(540) 밖

으로 그리고 수용자의 몸속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도6은 파열 디스크(430)가 파열 디스크 밀봉부(520)와의 결합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의 양호한 실시예를 도시하며, 하부 주

사기 캡(415) 내의 건조 약제 챔버(460)에 물약이 흘러 들어가고 약제 챔버 격막(475)이 역전되어 바늘(540)의 인접 단부

가 삽입되며, 플런저(300)가 말단으로 전진하여 물약이 바늘(540)을 통해 수용자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도7을 참조하여, 양호한 실시예의 플런저(300)가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에 의해 구동 스프링(500)의 영향으로

연속적으로 말단으로 이동할 때, 물약은 주사기 조립체(400)로부터 바늘(540)을 통해 수용자의 몸속으로 밀려 들어간다.

플런저(300)가 주사기 통(410)의 말단부로 진행할 때,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의 말단부(350)는, 커플링 스플리터

(125)의 표면(355)의 기단부로 진행한다. 이러한 표면(355)은 일반적으로 플런저 샤프트(305)로부터 더욱 작은 두께로

경사지며, 예컨대 원추형 단면을 가질 수 있다. 도7은 분배된 액체(425)의 체적이 의도된 1회분의 체적으로 진행하고 스프

링-대-플런저 커플링(430)이 커플링 스플리터(125)와 접촉하기 시작하는 상태를 도시한다.

도1 및 도8을 참조하여, 주사 공정이 거의 완료되었을 때, 양호한 실시예의 플런저(300)는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

(340)에 의한 구동 스프링(500)의 영향 하에서 말단으로 계속하여 이동하고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의 말단부

(350)는 커플링 스플리터(125)의 경사면(355) 위에 놓이기 시작한다.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은 그 주연을 중심으

로 동일한 간격을 갖고 말단부로부터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 주위의 원주방향 홈(360)으로 연장되는 복수의 축방

향 슬릿(370)을 포함하도록 제조된다. 원주방향 홈(360)으로 인해 축방향으로 일정한 지점에서 반경 방향으로 스프링-대

-플런저 커플링(340)의 슬롯 부분이 용이하게 굴곡될 수 있다. 구동 스프링은 커플링 스플리터(125)의 표면(335) 위에 놓

이도록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의 말단부(370)를 가압한다.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의 슬롯부가 커플링

스플리터(125)의 경사면(355)에 활주하는 관계로 로제트 패턴 내로 개방되기 시작할 때,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

의 반경방향 립(365)과 플런저(300)의 주연 주위의 대응 홈(315) 사이의 치수 간섭의 정도는 플런저(300)와 신장된 스프

링-대-플런저 커플링(375) 사이의 결합이 함께 종결될 때까지 감소한다.

도8은 액체의 전체 체적(425)이 대체로 분배되고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이 플런저(300)와의 접촉으로부터 완전

히 해제된 상태를 설명한다. 그 결과, 구동 스프링(500)은 더 이상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에 의해 플런저(300)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홈(360)에 인접한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의 내부 보어(395)는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

과 플런저(300) 사이의 간섭 관계가 종료될 때 플런저(300)의 샤프트(305)가 용이한 활주 끼워 맞춤되도록 치수를 갖는

다. 주사기 통(410)으로부터의 약의 유동은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이 플런저(300)로부터 해제될 때 종료된다. 이

제, 플런저(300) 및 주사기(400) 조합은 하부 주사기 캡(415)의 말단으로 대면한 표면(145)에 작용하는 활성화된 주사기

복귀 스프링(505)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도8은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이 플런저로부터 해제되었을 때, 그리고 장

치로부터의 액체의 유동이 중단되었지만 아직은 빈 플런저(300) 및 주사기(400) 조합이 활성화된 주사기 복귀 스프링

(505)의 영향에 반응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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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340)이 플런저(300)와의 결합을 중단하도록 커플링 스플리터(125)와

의 연관에 의해 외측으로 플레어형이 되고, 그 결과 플런저(300)가 구동 스프링(500)에 의해 말단으로 가압되지 않을 때,

활성화된 주사기 복귀 스프링(505)은 하부 주사기 캡(415)에 작용하고 인접한 방향으로 플런저(300) 및 주사기(400) 조

합을 가압한다. 바늘(540)의 말단부(480)가 하우징 노우즈(105)로 완전히 후퇴될 때 상부 주사기 캠(405)의 인접면이 커

플링 스플리터(125)의 말단면(380)과 접촉할 때까지 플런저(300) 및 주사기(400) 조합은 인접 방향으로 계속 가속된다.

주사기 복귀 스프링(505)은 플런저(300)와 주사기(400) 조합이 완전히 후퇴할 때 적절하게 편의되고 활성화된 상태로 남

는다.

따라서, 사용된 피하주사기 바늘과 오염된 피하주사기 바늘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혈액 전이 질병에 노출되는 위험이 없

기 때문에 상기 장치는 무해하다. 또한, 상기 장치는 장치와 접촉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상 및 감염의 위험이 없는

종래의 수단에 의해 배치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도9는 주사 공정이 종료되고, 바늘이 완전히 후퇴되고, 장치가 안전하게 처

리된 후의 양호한 실시예의 종료 상태를 나타낸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준비 상태의 양호한 실시예의 단면도이다. 도1의 (a)는 초기의 팽창되지 않은 상태의 스프링-플런저 커플링을 도시

한다. 도1의 (b)는 팽창된 상태의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을 도시한다.

도2는 하우징과, 플런저, 주사기 및 바늘 조립체의 부가적인 상세도를 제공한다. 도2의 (a)는 도2의 (b)에 도시된 하우징으

로부터 제거된 플런저, 주사기 및 바늘 조립체를 도시한다.

도3은 작동 버튼 조립체의 추가적인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도3의 (a)는 하우징으로부터 제거된 버튼 조립체를 도시한

다. 도3의 (b)는 하우징에 위치된 버튼 조립체를 도시한다.

도4는 작동 버튼이 가압된 것으로, 플런저, 주사기 및 바늘 조립체의 초기 전방 이동 전의 장치를 도시한다.

도5는 플런저, 주사기 및 바늘 조립체가 하우징의 정지 단부에 놓여지는 상태로 축방향으로 가압되는 것으로, 강성 디스크

가 밀봉부로부터 분리되기 전의 장치를 도시한다.

도6은 강성 디스크가 주연 밀봉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하부 약제 챔버 밀봉부는 관통되고, 플런저는 주사기 조립체에

대해 상대 이동을 시작하는 장치를 도시한다.

도7은 플런저가 전방 이동될 때 주사 액체는 거의 전체적으로 투여되고,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의 선단부는 하우징의

결합해제 요소의 표면에 접촉하는 장치를 도시한다.

도8은 스프링-대-플런저 커플링이 완전히 개방되어 플런저로부터 결합해제되고 주사 액체는 전체적으로 투여되는 것으

로, 복귀 스프링이 플런저, 주사기 및 바늘 조립체를 후방으로 가압하기 전의 장치를 도시한다.

도9는 주사 공정이 완료될 때, 플런저, 주사기, 바늘 조립체가 완전히 후퇴될 때의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면

등록특허 10-0709638

- 12 -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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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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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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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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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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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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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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