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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장치 내에 설치된 카트리지로부터 장치 상에 장착된 바늘을 통하여 미리 설정된 투여량의 약이 투여될 수 
있는 주사 장치 상에 끼워맞춤되고 상기 카트리지 및 자유 주사부의 폐쇄막을 관통하는 후방 바늘을 노출
시키는 바늘 허브에 장착된 주사바늘은 카트리지의 폐쇄막을 관통하는 후방 바늘과 9 mm보다 짧은 자유 
주사부를 포함하고, 바늘의 외부 직경과 그 내공 직경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일치하는, 즉, a) 외부 직
경은 0.320 mm보다 작고 내공 직경은 0.165 mm보다 크거나, 또는 b) 외부 직경은 0.298 mm보다 작고 내공 
직경은 0.133 mm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늘.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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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주사 바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바늘 허브 내에 장착된 바늘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허브는 미
리 설정된 투여량을 주사장치 내에 설치된 카트리지로부터 상기 장치 상에 장착된 바늘을 통하여 투여하
는 주사장치 내에 끼워맞춤되고,  상기 카트리지 및 자유 주사부의 폐쇄막을 관통하는 후방 바늘을 노출
시키는 것이다.  

배경기술

이러한 주사장치는 이것에 의하여 투여량이 개별적으로 세팅될 수 있고 그 장치 상에 바늘이 장착될 수 
있고, 약의 주사에 사용된 후 장치 내의 카트리지로부터 교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적정 수준까지 혈당을 유지시키기 위해 스스로 자주 주사를 놓아야 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흔한 것처럼, 하루에 한 번 이상의 주사를 놓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도구이다.

피부의 빈번한 동통에 의한 불쾌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근의 경향은 더 가는 바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굵은 것보다 가는 바늘로 찌를 때 통증이 덜 유발되기 때문이다.  보다 가는 바늘의 경우 다른 문제
점이 발생하며, 이 중 하나를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인슐린은 굵은 결정이어서 바늘로의 입구에서 막히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사되는 인슐린의 농도는 사용자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고, 이
것은 잘못된 투여량의 주사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WO 93/00948에 따라 G30 바늘로 정의된 가는 바늘을 통하여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인
슐린만을 함유한다고 알려진 장치에만 끼워맞추어지는 특수 바늘 허브에 장착된 바늘을 사용함으로써 극
복될 수 있다.  이것은 15 ㎛보다 작은 알갱이 크기를 가지는 인슐린만을 함유하고, 가는 바늘을 가지는 
허브가 끼워맞춤되는 바늘 수용편을 가지는 장치를 제공할 것이 확실한 장치를 만듦으로써 얻어진다.  물
론 더 두꺼운 바늘은, 장치 내의 인슐린이 더 큰 내경을 가지는 더 두꺼운 바늘을 통과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허브를 구비해야 함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결결결   결정들이 15 ㎛보다 큰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G30 바늘이 고통을 덜 유발하고 심지어 결
정형 인슐린이 통과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바늘의 사용은 용액의 주사에서도 문제점이 없지 않다.  
문제점들 중의 하나는, 약이 밀려나오기 시작하는 카트리지로부터 비교적 큰 압력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
이고, 즉 이것은 과도한 힘이 수동적으로 조작되는 주사 버튼 상에 가해져야 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약
한 손가락을 가지는 사용자가 충분히 빠르게 주사하기 어렵도록 할 것이다. 

카트리지 내의 높은 압력은, 피스톤이 실린더의 일단을 닫는 반면 다른 쪽은 고무막에 의해 닫혀있고, 이 
고무막은 이중 포인트 바늘의 후방 바늘에 의해 관통될 수 있어 앰플의 내용물로부터 중공 바늘을 통해 
이 바늘의 주사포인트로 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카트리지 부분, 특히 고무막과 피스톤의 탄성력은 이 
바늘이 주사동안 삽입된 조직으로부터 끌어당겨질 때, 바늘로부터 적하를 유발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G30 바늘의 장점을 향상시키고/또는 이 바늘의 결점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본 명세서의 초반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주사 바늘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데, 이 바늘은,  본 발
명에 따라, 주사부의 길이가 9 mm보다 짧고, 

외부 직경 및 내공 직경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일치하는, 즉

a) 외부 직경은 0.320 mm보다 작고 내공 직경은 0.165 mm보다 크거나, 또는

b) 외부 직경은 0.298 mm보다 작고 내공 직경은 0.133 mm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한다.  

표준 ISO 9626은 주사 바늘에 대한 허용 오차에 대하여, 바늘의 길이는 바늘의 명목상의 길이(nominal 
length)보다 1 mm 더 길거나 2 mm 더 짧을 수 있고, 일반적인 G30에 있어서는 바늘의 외부 직경은 0.320 
mm과 0.298 mm 사이의 범위 내여야 하고, 내공 직경은 0.133 mm과 0.165 mm 사이의 범위 내여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특징부는 대신에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도 있다:

주사부의 길이는 명목상 8 mm 이하이고, 

다음의 두 조건 중 하나에 부합된다:

a) 외부 직경은 G30 바늘의 외부 직경에 상응하고 내공 직경은 일반적인 G30 바늘의 내공 직경보다 크다, 
또는

c) 외부 직경은 G30 바늘의 외부 직경보다 작고 내공 직경은 일반적인 G30 바늘의 내공의 최소 직경보다 
크다.

WO 93/00948로부터, 최대 결정 크기 15μm을 가지는 인슐린을 담은 카트리지를 수용하는 펜으로부터 인슐
린을 주사하기 위해 G30 바늘을 사용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것으로서 이러한 주사 장치에 저장된 인
슐린은 규정 G30 바늘 내에서 생기는 가장 작은 내공인, 0.133 mm보다 큰 직경의 내공을 가지는 바늘을 
통하여 자유롭게 흐를 수 있음이 보장될 것이다.  물론 결정을 전혀 함유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약은 이
러한 규정 G30 바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0.320 mm보다 작은 외부 직경을 가지는 바늘에 의한 보다 작은 벽두께의 이용은 G30 바늘 내의 더 큰 내
공을  허용하여  그  결과  바늘을  통하여  더  잘  흐르게  될  것이다.   대신,  0.133  mm의  내공  직경을 
채택하면, 얇은 벽의 사용은, G30 바늘보다 더 가는 바늘을 허용할 수 있지만, 이 바늘은 결코 장치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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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성 인슐린의 자유 흐름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얇은 벽의 G30 바늘이 알려져 있지만, 얇은 벽을 가지는 가는 바늘은 바늘의 파손 위험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어, 얇은 벽 바늘은 종래에는 인슐린과 같은 약의 자가 주사를 위한 
주사장치를 가지는 용도를 위해서 제조되어오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WO 93/00948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규정 G30 만큼 가는 바늘은 자가 주사용으로 안정하다고 보여지고, 바늘 튜브의 굽힘 강도는 벽 두께가 
50% 감소할 때 단지 6% 감소하므로, 짧은 얇은 벽의 바늘은 비전문가가 다루기에도 안전할 것이다. 

본 발명에 다르면, 바늘의 주사부는 9 mm보다 짧고, 4-8 mm이 적당할 것이다.  보다 짧은 바늘은 파손의 
위험이 감소될 것이고,  더욱이 짧은 바늘은 피하조직보다 깊게 삽입할 위험을 감소시킨다.  더욱이 이 
바늘은 미리 설정된 투여량의 약이 카트리지로부터 투여되는 것과 같은 주사 장치에 사용되므로, 폐쇄막
을 관통해야하는 주사부는 굽힘이 허용되지 않아 아무 위험없이 막을 통해 통과할 수 있는 짧은 후방 바
늘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이하 본 발명의 다음 도면을 참도로 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바늘을 가지는 바늘 허브의 단면도이고,

도 2는 상기 바늘 튜브의 단면도이다.

실시예

도 1에서 바늘은 원형 디스크형 성분(1)을 포함하는 바늘 허브에 장착되어 있고, 상기 원형 디스크형 성
분(1)은 그 외주를 따라 원주에 달려있는 슬리브를 가지는데, 이 슬리브는 그 내벽에 쓰레드(4)가 구비되
어 이 바늘 허브는 주사기의 바늘 수용부 상으로 장착될 수 있고, 상기 주사기의 바늘 수용부에는 외측 
쓰레드가 구비된다.  그 중심부에는 성분(1)에 상기 슬리브와 마주하는 방향으로 상기 디스크로부터 돌출
된 융기부(2)가 구비된다.  중심에는 융기부(2) 및 디스크 성분(1)을 통하여 이중 포인트부 바늘이 장착
되어, 사용자의 피부를 관통하기 위한 주사부를 형성하는 일측 포인트 말단부는 융기부(2)로부터 돌출하
도록 하고, 소위 후방 바늘(6)은 원형 디스크의 마주하는 측으로부터 돌출하여 슬리브(3)에 의해 원심 방
향으로 둘러싸이도록 한다.  후방 바늘(6)은 슬리브(3)보다 짧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슬리브가 상기 후
방 바늘의 포인트된 말단을 보호한다.  바늘의 주사부(5)는 ISO 7864:1993E에 따라 8 mm 바늘로 실효된 
바늘로 채택되는 최대 길이인 9 mm보다 작은 길이 L을 가진다.  이 길이를 제한하고 감소시킴으로써, 피
부를 통하여 이 부분을 삽입하는 동안 바늘의 주사부(5)상에 가해지는 굽힘 모멘트는 감소된다.  바늘이 
주사기 상에 장착될 때 앰플의 폐쇄막을 관통해야 하는 후방 바늘(6)은 더 짧다.  이것은, 이러한 막이 
피부보다 더 관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지지되지 않는 바늘의 길이를 제한하는 것은 벽 두께
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굽힘 강도의 감소를 허용한다. 

도 2는 벽(8)과 내공(9)을 표시한 바늘 튜브 단면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이 바늘은 외부 직경 D와 내
공의 직경 d에 특징이 있다.  벽두께의 감소는 ISO 9626 만큼 가는 바늘 내의 더 큰 내공 직경 d를 얻거
나 또는 적어도 G30 바늘의 최소 직경에 상응하는 내공 직경 d와 G30 바늘의 최소 직경보다 더 작은 외부 
직경 D를 가지는 바늘을 얻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의 조건식

d≥0.165 mm 및 D ≤ 0.320

또는 

d≥0.133 mm 및 D ≤ 0.298 mm

에 의해 표현될 수 있고, 이 때 d + 2 x (벽 두께) = D 라는 식에 항상 부합해야 한다.

채택가능한 가장 작은 벽 두께는 바늘의 굽힘 강도에 설정된 요구조건에 의해 한정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장치 내에 설치된 카트리지로부터 장치 상에 장착된 바늘을 통하여 미리 설정된 투여량의 약이 투여될 수 
있는 주사 장치 상에 끼워맞춤되고, 상기 카트리지 및 자유 주사부의 폐쇄막을 관통하는 후방 바늘을 노
출시키는 바늘 허브에 장착된 주사바늘에 있어서,

상기  주사부의  길이는  9  mm보다  더  짧고,  바늘의  외부  직경과  내공  직경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일치하는, 즉

a) 외부 직경은 0.320 mm보다 작고 내공 직경은 0.165 mm보다 크거나, 또는

b) 외부 직경은 0.298 mm보다 작고 내공 직경은 0.133 mm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바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바늘 허브는 인슐린용 주사 시스템 상에 끼워맞춤되도록 설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바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바늘 허브는 인슐린 유사체용 주사 시스템 상에 끼워맞춤되도록 설계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주사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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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 시스템은 최대 직경 15 μm을 가지는 입자들과의 용액 또는 
현탁액인 인슐린 타입을 가지는 카트리지만을 수용하는 주사 시스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바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바늘 허브는 성장 호르몬용 주사 시스템 상에 끼워맞춤되도록 설계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주사 바늘.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바늘의 자유 주사부는 4-8 mm 사이의 길이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바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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