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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피하 이식물 이식장치

요약

이식물의 피하삽입용 이식기기는, 이식중에 이식기기를 파지하기 위한 파지부와, 이식물을 수용하는 중공 캐뉼러와, 이식

물을 캐뉼러로부터 배출하기 위한 봉을 포함한다. 상기 봉은 파지부내에서 길이방향으로 고정되고, 상기 캐뉼러는 상기 봉

위에서 슬라이딩하여 이식물을 배출한다. 상기 캐뉼러는, 파지부의 트랙에 장착된 액츄에이터를 슬라이딩시킴으로써 상기

봉 위에서 이동한다. 상기 액츄에이터는 연장위치에서 로크되어 이식물의 본의 아닌 배출을 방지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이식기기는 재사용을 방지하는 액츄에이터 로킹요소를 가지는 일회용 장치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이식기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피하 이식장치 및 이식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피하 이식물을 수용하여 환자의 피부 밑에

집어넣기 위한, 손에 쥘만한 크기의 이식기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진단을 위한 제약과 같은 익제를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타입의 전달장치가 많이 알려져 있

다. 이러한 타입의 전달장치중의 하나는, 익제의 공급을 포함하고 또한 환자의 피부 밑에 이식되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익

제를 전달하는 피하 이식물이다. 다른 타입의 몇몇 피하 이식물로는 삼투 약물전달 이식물, 가용성 또는 분해성의 입상형

이식물, 및 확산 이식물이 포함된다. 삼투 전달장치의 몇가지 예로는, 미국 특허번호 제 4,111,202 호, 제 4,111,203 호,

및 제 4,203,439 호에 기재된 것이 있다.

이전에는, 피하 삼투 이식물 및 다른 타입의 이식물을 피부 아래에 위치시키는 방법은, 캐뉼러 (cannula) 와 어브츄레이터

(obturator) 를 포함하는 이편장치 (two piece system) 로 이루어지는 트로우카 (trocar)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이

장치로는, 피부에 절개부를 만들어 캐뉼러와 어브츄레이터를 피부를 통해 함께 삽입한다. 이후, 캐뉼러를 이식물 삽입용의

가이드로서 적당한 위치에 남겨두고서 어브츄레이터를 빼낸다음에, 어브츄레이터로 이식물을 캐뉼러의 단부에 밀면서 당

해 캐뉼러를 통해 이식물을 삽입한다. 이후, 캐뉼러를 후퇴시키면서 어브츄레이터를 이용하여 이식물을 상기 캐뉼러 밖으

로 빼내어, 상기 이식물을 상기 캐뉼러에 의해 형성된 채널 안에 넣는다. 이후, 이식물을 피부 아래의 적소에 남겨두고서

캐뉼러와 어브츄레이터를 빼낸다.

이러한 트로우카 삽입방법은, 캐뉼러를 후퇴시킴과 동시에 어브츄레이터를 가압하여 이식물을 채널 안에 넣는 조합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전문적 기술을 요한다. 이들 두 과정이 적절히 조합되지 않으면, 이식물이 조직 안으로 밀어넣어지게 되어

당해 이식물은 삽입된채로 자신의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이식물이 조직 안으로 밀어넣어지면 조직에 추가의 외상이 생기

게 되고, 이식물이 어브츄레이터에 의해 부여된 힘에 의해 손상을 입게 된다.

트로우카를 이용하여 이식물을 삽입하는 이러한 방법은 비교적 시간을 소요하며 그 작업도 번거롭다. 더욱이, 이러한 종래

기술의 삽입방법에서는, 캐뉼러를 통한 이식물의 삽입을 위해 어브츄레이터를 제거하고 이 어브츄레이터를 재삽입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과정중에 이식부위의 멸균상태가 손상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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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복수의 입상체를 피하이식하기 위한 이식장치로서 미국 특허번호 제 4,105,030 호에 기재되어 있는 장치는, 이식

물이 조직 안으로 밀어넣어지는 것에 의해 조직이 손상되는 위험을 저감하고 오염 가능성을 저감한 한손으로 사용하는 이

식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상기 동물 이식물 장치는, 파지부와, 이식될 입상체를 포함하는 바늘과, 입상체를 바늘로부터 밀

어내기 위해 상기 바늘내에 위치한 봉을 포함한다. 일단 바늘이 피하삽입되면 파지부상의 스프링-부하 트리거가 구동하게

되어, 이식된 입상체를 적소에 남겨두고서 바늘은 스프링에 의해 자동으로 후퇴된다. 그러나, 이 이식장치의 파지부 형상

은 소와 같은 동물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크기 및 모양으로 인해 인간에 이식물을 삽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곤

란하다. 또한, 트리거의 구동에 따라 바늘이 자동으로 후퇴되기 때문에, 이 장치에서 바늘의 운동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러한 이식물 장치의 스프링-부하 추진장치 및 트리거는 복잡하므로, 장치가 고장이나 장애를 일으켜 경우에 따라

입상체가 방출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삽입과정이 간단하면서도 이식물을 한손으로 삽입할 수 있고, 삽입과정에 있어 제어가 양호하며, 이식장치의 고장

을 회피함으로써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는 피하 이식물 삽입용의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따른 이식기기는, 이동부분의 접합으로 인해 고장이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스프링으로 구동되는 이식기기보다도 이식물 삽입과정의 제어가 더 양호한 단편장치인 파지용 이식기기를 제공함으

로써 공지의 이식물 삽입방법의 단점을 회피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르면, 이식물 삽입용의 이식기기는, 이식물의 삽입중에 이식기기를 파지하기 위한 파지부와, 이 파

지부에 길이방향으로 고정된 봉과, 이 봉의 주위에 공축으로 위치하며 봉 위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딩할 수 있는 중공

캐뉼러를 포함한다. 상기 중공 캐뉼러는, 이식물이 당해 캐뉼러 안에 보유된 연장위치로부터 이식물이 당해 캐뉼러로부터

방출된 후퇴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상기 캐뉼러에는 액츄에이터가 연결되는데, 이 액츄에이터는 상기 파지부의 트랙

에서 슬라이딩함으로써 상기 캐뉼러를 연장위치로부터 후퇴위치로 이동시킨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피하 이식물 삽입장치는 이식기기와 이 이식기기의 캐뉼러내에 포함된 피하 이식물을

포함한다. 이 이식기기는, 파지부와, 이 파지부 안에 길이방향으로 고정된 봉과, 상기 봉 위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딩할

수 있는 중공 캐뉼러와, 및 상기 캐뉼러에 연결되고, 또한 상기 파지부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딩하여 캐뉼러를 연장위치

로부터 후퇴위치까지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캐뉼러로부터 이식물을 배출하는 액츄에이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이식기기를 이용하여 이식물을 피하삽입하는 방법은, 이식기기의 캐뉼러를, 당해 캐뉼

러 안에 이식물을 수용한 상태로 환자의 피부 밑에 삽입하는 단계와, 상기 캐뉼러를 수동으로 후퇴시켜 상기 이식물을 환

자의 피부 밑에서 배출하는 단계, 및 상기 이식기기를 환자로부터 빼내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방법에 사용되는 이식기기

는 파지부 및 캐뉼러에 부착된 액츄에이터를 포함하는데, 여기서는 상기 파지부의 트랙을 따라 액츄에이터를 슬라이딩시

킴으로써 이식물을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이식물 삽입장치는, 바이얼과, 이 바이얼 안에 고정된 신장 이식물과, 및 이식기기를 포

함한다. 상기 바이얼은 구멍과 이 구멍을 막기 위한 마개를 갖는다. 상기 이식물은 상기 바이얼의 구멍과 정렬된 종축선을

가지며 상기 바이얼 안에 고정된다. 상기 이식기기는, 파지부와, 상기 바이얼로부터 이식물을 수용하기 위해 상기 파지부

로부터 연장하는 신장 캐뉼러를 갖는다. 상기 캐뉼러는 상기 구멍을 통해 바이얼 안에 삽입되어 상기 바이얼로부터 이식물

을 제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이식물 바이얼은, 공급 익제를 포함하는 이식물과, 개방단부를 가지는 바이얼 몸체부와,

바이얼 안에서의 이식물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상기 바이얼 몸체부내에 위치한 이식물 보유부재를 포함한다. 상기 바이

얼의 개방단부에 위치한 점감 마우스는 상기 바이얼 몸체부의 개방단부 안으로 삽입되는 캐뉼러를 이식물 주위로 안내한

다. 밀봉면을 가지는 스토퍼는 이식물의 디스펜스 구멍을 밀봉하여 익제가 이식물로부터 누설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상기 스토퍼는 상기 바이얼 몸체부의 개방단부를 밀봉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이식물을 삽입하고 멸균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키트는, 파지부와, 이 파지부 안에 길이방

향으로 고정된 봉과, 상기 봉 위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딩할 수 있는 중공 캐뉼러와, 및 상기 캐뉼러에 연결되고, 또한

상기 파지부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딩하여 캐뉼러를 연장위치로부터 후퇴위치까지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캐뉼러로부터

이식물을 배출하는 액츄에이터를 포함하는 이식기기와; 조직에 이식용 절개부를 형성하기 위한 절단장치와; 이식물 삽입

과정중의 멸균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용품과; 및 상처 처치용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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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피하 이식물을 삽입하기 위한 일회용 장치의 삽입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한손으로 작동하는 이식기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스프링으로 구동되는 이식장치보다도 더 양호하게 제어될 수 있는 이식물 삽입용 이식기기를 제

공하는데 있다.

이하, 동일요소에 대하여 동일 도면부호를 부여한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더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로크위치에서 캐뉼러가 연장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본 발명에 따른 이식기기의 측단면도.

도 2 는 도 1 의 이식기기의 측단면도로서, 캐뉼러의 후퇴 이전에 캐뉼러가 언로크위치에 있는 것을 나타낸 도면.

도 3 은 도 1 의 이식기기의 측단면도로서, 캐뉼러가 완전히 후퇴된 위치에 있는 것을 나타낸 도면.

도 4 는 캐뉼러가 연장위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이식기기의 사시도.

도 5 는 도 4 의 이식기기의 사시도로서, 캐뉼러가 후퇴위치에 있는 것을 나타낸 도면.

도 6 은 도 4 의 이식기기의 분해 사시도.

도 7 은 제 1 실시형태의 이식물 보유기구를 가지는 본 발명에 따른 캐뉼러의 부분 저면도.

도 8 은 도 7 의 선 8-8 을 따라 취한 캐뉼러의 부분 단면도.

도 9 는 제 2 실시형태의 이식물 보유기구를 가지는 본 발명에 따른 캐뉼러의 부분 저면도.

도 10 은 제 3 실시형태의 이식물 보유기구를 가지는 본 발명에 따른 캐뉼러의 부분 저면도.

도 11 은 본 발명에 따른 이식기기와 이식물 바이얼의 개략 측면도.

도 11a 는 도 11 의 선 A-A 를 따라 취한 단면도.

도 12 는 이식기기가 바이얼로부터 이식물을 수용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개략 측면도.

도 13 은 이식기기에 이식물이 넣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개략 측면도.

도 14 는 이식물을 넣기 위한 안전 슬리브를 구비하고 있는 이식기기의 개략 측면도.

도 15 는 다른 실시형태의 바이얼을 나타내는 측단면도.

도 16 은 또 다른 실시형태의 바이얼을 나타내는 측단면도.

도 17 은 도 15 및 도 16 에 도시된 바이얼의 이식물 보유부재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18 은 도 17 에 도시된 이식물 보유부재의 저면도.

도 19 는 도 17 에 도시된 이식물 보유부재의 측면도.

도 20 은 도 17 의 선 A-A 를 따라 취한 이식물 보유부재의 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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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 은 도 18 의 선 B-B 를 따라 취한 이식물 보유부재의 정단면도.

도 22 는 본 발명에 따른 키트를 나타내는 사시도.

실시예

본 발명은, 익제 (beneficial agents), 즉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진단용의 제약을 포함한 이식물을 피하삽입하기 위한 이식

기기를 제공한다. 도 1 내지 도 3 에는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이식기기 (10) 의 측단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이 이식

기기 (10) 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하부 프로파일 파지부 (12) 와, 가동 신장되는 캐뉼러 (cannula : 14) 와, 및 캐뉼러

안에 수용된 봉 (16) 을 포함한다. 상기 캐뉼러 (14) 는, 캐뉼러 안에 위치한 피하 이식물 (18) 의 배출이 가능하도록, 상기

봉 (16) 에 대해서 이동이 가능하다. 상기 피하 이식물 (18) 은 이식기기 (10) 안에 미리 넣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삽입

직전에 사용자가 넣을 수도 있다.

상기 파지부 (12) 는, 인체공학적으로 사용자의 손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신장 부분 (22) 과 길이방향 연장 부분 (24) 을 포

함한다. 파지부 (12) 는,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인 사용자에 의해서도 이식기기 (10) 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으로 대

칭으로 되어 있다. 파지부의 상기 연장 부분 (24) 은, 액츄에이터 (28) 가 슬라이딩하여 상기 캐뉼러 (14) 를 이동시키도록

되어 있는 트랙 (26) 을 포함한다. 상기 트랙 (26) 은, 서로 대향하고 있는 2개의 트랙 측벽 (30 : 도면에는 하나만 도시되어

있음) 과, 트랙 바닥벽 (32) 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트랙 (26) 은, 상기 트랙 바닥벽 (32) 의 중앙을 통해 트랙 길이

를 따라 연장하여 상기 액츄에이터 (28) 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 슬롯 (34) 을 포함한다.

상기 캐뉼러 (14) 는, 캐뉼러의 기단부에 부착되어 상기 액츄에이터 (28) 를 캐뉼러에 부착하기 위한 부착기구를 제공하는

끼워맞춤부 (fitting : 36) 를 그 기단부에서 포함한다. 이 끼워맞춤부 (36) 는, 인서트 성형, 프레스 끼워맞춤, 접착결합, 나

사결합, 초음파고정 등과 같은 공지의 방식으로 캐뉼러에 부착될 수도 있다.

상기 액츄에이터 (28) 는, 상기 캐뉼러 끼워맞춤부 (36) 에 삽입되어 그 끼워맞춤부에 핀 (38) 에 의해 선회가능하게 부착

되어 있는 베이스부 (40) 를 포함한다. 상기 액츄에이터 베이스부 (40) 는, 트랙 (26) 의 바닥벽 (32) 에서 슬롯 (34) 을 통

해 연장하여 상기 트랙 (26) 을 따르는 상기 액츄에이터 (28) 의 길이방향 슬라이딩을 허용하는 얇은 프로파일을 갖는다.

또한 상기 액츄에이터 (28) 는, 사용자의 손가락과 접촉하기 위해 상기 액츄에이터 베이스부 (40) 에 연결되어 상기 액츄에

이터를 트랙 (26) 을 따라 이동시키도록 되어 있는 넓어진 액츄에이터 조종기 (42) 를 포함한다. 이 액츄에이터 조종기

(42) 는 기복이 있거나, 홈이 파여 있거나, 또는 골이 형성되어 있는 미끄럼방지 표면 (44) 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미끄럼

방지 표면은 사용자의 집게손가락과 접촉된다.

이식기기 (10) 의 종축선 (X) 은 캐뉼러 (14) 및 봉 (16) 의 중심과 파지부 (12) 를 통해있다. 상기 트랙 (26) 은 상기 종축

선 (X) 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란하게 연장한다. 상기 트랙 (26) 은 말단부 (58 : 도 3 에 가장 명확히 도시되어 있음) 를

갖는다. 상기 트랙의 말단부 (58) 는 상기 파지부의 종축선 (X) 에 대해서 25°내지 90°사이, 바람직하게는 45°내지 90°사

이의 각도를 이룬다. 상기 트랙 (26) 의 각진 말단부 (58) 는 상기 액츄에이터 (28) 와 상호 작동함으로써,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은 초기 적재위치에서 장치를 로크하여 이식물 (18) 이 본의 아니게 캐뉼러로부터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로크기

구를 제공한다. 상기 액츄에이터 (28) 는, 당해 액츄에이터를 핀 (38) 상에서 도 2 의 화살표 A 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은 로크위치로부터 해제된다. 액츄에이터 (28) 가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은 로크위치에 있는 경우,

상기 캐뉼러 (14) 의 말단부에는 당해 캐뉼러를 후퇴시키는 일이 없이 실제적인 힘이 길이방향으로 인가될 수도 있다.

액츄에이터 (28) 가 언로크되면,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은 화살표 B 의 방향으로 상기 액츄에이터 조종기 (42) 에 작용하

는 추가의 수동압력에 의해 상기 액츄에이터가 트랙 (26) 을 따라 화살표 B 의 방향으로 슬라이딩하게 된다. 액츄에이터

(28) 가 화살표 B 의 방향으로 슬라이딩함에 따라, 캐뉼러 (14) 는 봉 (16) 의 바로 위로 후퇴하고, 이식물 (18) 은 당해 이

식물을 캐뉼러로부터 배출시키는 상기 봉에 의해 고정유지된다. 사용자는 상기 액츄에이터 (28) 에 의해 이식물 주입공정

전체에 걸쳐 캐뉼러 (14) 의 이동을 수동제어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트랙 (26) 은, 완전히 후퇴된 위치에서 상기 액츄에이터 (28) 의 조종기 (42) 를 수용하도록 형성되어 있는 기단

부 리세스 (60) 를 포함한다. 이 기단부 리세스 (60) 에 조종기가 수용되었다는 것은, 캐뉼러 (14) 가 완전히 후퇴되어 재사

용이 중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단 조종기 (42) 가 리세스 (60) 에 후퇴되면, 액츄에이터 (28) 와 캐뉼러 (14) 는 초기위치

로 쉽게 되돌아갈 수가 없다. 따라서, 리세스 (60) 는 이식기기의 재사용을 중지시킨다. 또한, 완전히 후퇴된 위치에서 액츄

에이터 (28) 를 더 확고하게 고정하여 재사용을 방지하도록, 상기 파지부 (12) 에 추가의 로킹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추가의 로킹 기구에 대해서는 도 4 내지 도 6 의 실시형태와 관련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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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내지 도 3 의 이식기기는 바람직하게는 일회용 장치이지만, 본 발명에 따른 이식기기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조될

수도 있다. 재사용이 가능한 이식기기의 실시형태는 바람직하게는 멸균 및 재사용을 위해 가압멸균이 가능한 재료로 제조

된다.

봉 (16) 은 파지부 (12) 내에 고정된 기단부 (47) 와 파지부로부터 연장하는 말단부 (48) 를 가지고 위치한다. 봉 (16) 의 기

단부 (47) 는, 파지부 (12) 의 확대 부분 (22) 의 내부표면에 부착된 고정부재 (46) 에 의해 상기 파지부 (12) 내의 적소에

고정된다. 봉 (16) 의 말단부 (48) 는, 캐뉼러 (14) 가 봉 위를 따라서 후퇴함에 따라 이식물 (18) 과 결합하도록 되어 있다.

봉의 말단부는,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식물 (18) 과 결합하는 편평한 선단 에지 (52) 와, 경사면 (54) 을 갖는다. 또

한, 봉 (16) 의 말단부 (48) 는 삽입되는 특정의 이식물에 따라 다른 형상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다른 말단부 형상으로

는, 단부면이 뭉툭하거나, 경사지거나, 오목하거나, 또는 볼록한 것들이 포함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봉 (16) 의 외경은, 캐뉼러의 내경에서 약간 돌출하여 이식전과 이식중에 상기 이식물 (18) 을 상기 캐

뉼러내의 적소에 유지하는 보유요소에 클리어런스를 제공하도록, 상기 캐뉼러 (14) 의 내경보다도 약간 작다. 이식물 보유

요소에 대하여는 도 7 내지 도 10 을 참조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파지부 (12) 는 한 손으로 시술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바, 즉 파지부를 엄지와 중지 사이에서 파지하고 사

용자의 손바닥으로 파지부의 후면 (50) 을 지지함과 동시에, 집게손가락을 이용하여 액츄에이터 (28) 를 트랙 (26) 에서 슬

라이딩시키도록 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파지부 (12) 는 이식물의 삽입중에 쉽게 조종 또는 조작될 수 있는 사이즈

와 모양을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파지부 (12) 의 길이 대 높이의 비는 2:1 과 5:1 사이이다.

캐뉼러 (14) 에 대한 파지부 (12) 의 하부 프로파일에 따르면, 사용자는 용이하게 파지부를 피부면에 나란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캐뉼러가 다른 조직으로 파고 들어가거나 삽입중에 피부를 뚫고 관통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하부 프

로파일 파지부 (12) 는, 삽입중에 파지부를 피부면에 가급적 가까이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평면이고 상기 캐뉼러

(14) 에 대해서 평행한 바닥면 (64) 을 포함한다. 더욱이, 바람직하게는 상기 캐뉼러 (14) 의 바닥과 상기 파지부 (12) 의

바닥면 (64) 간의 거리는 실제적으로는 가급적 작다.

이식기기 (10) 에 따르면, 원통형의 이식물을 캐뉼러의 경사 선단부 (62) 로부터 연장하도록 하는 이식물의 위치결정에 의

해, 캐뉼러 (14) 안에 있는 이식물 (18) 의 존재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봉 (16) 의 말단부 (48) 는 바람직하게

는 캐뉼러 (14) 의 경사 단부 (62) 및 이식물 (18) 과는 다르게 착색된다. 봉 (16) 의 착색된 말단부 (48) 는, 이식물이 삽입

되어 당해 이식물이 환자의 몸에 남겨져 있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볼 수가 있다.

캐뉼러 (14) 의 말단 선단부 (62) 는 약 30°내지 45°사이와 같은 여러가지 경사각도를 갖거나 피부를 절개할 수 있는 27°

와 같은 샤프 포인트로 형성될 수도 있다. 캐뉼러 선단부 (62) 의 바람직한 구성은, 온전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특별한 샤

프의 배치가 필요없는 경사 선단부를 가지는 구성이다. 바람직하게는, 이식기기의 캐뉼러 (14) 는 환자의 피부에 절개한

작은 절개부를 통해 환자에 삽입되어 흉터를 최소화한다.

수술시, 상기 이식기기 (10) 에는 수동으로 또는 도 11 내지 도 13 과 관련하여 후술하는 특정의 적재 바이얼 (vial) 을 통

해서 이식물 (18) 이 적재된다. 이식부위에 절개부를 형성하고, 이 절개부를 통해 캐뉼러 (14) 를 소망의 깊이까지 삽입한

다. 바람직하게는, 이식물을 특정한 깊이에 위치시키는 것을 돕도록 상기 캐뉼러 (14) 에는 링과 같은 깊이 지시기 (depth

indicating marker) 가 설치된다. 이식물을 이식하기 위한 소망의 위치에서 캐뉼러 (14) 를 피부 아래에 위치시키고 나면,

액츄에이터 (28) 를 수동으로 후퇴시켜 캐뉼러 (14) 가 이식물 (18) 및 봉 (16) 위에서 후퇴되도록 한다. 캐뉼러 (14) 가 완

전히 후퇴되면, 이식물 (18) 을 적소에 남겨두고서 이식기기를 환자로부터 빼낸다.

도 4 내지 도 6 에는 본 발명에 따른 이식기기의 또 다른 실시형태가 도시되어 있다. 도 4 내지 도 6 의 이식기기 (110) 의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도면부호는 도 1 내지 도 3 의 실시형태에서의 동일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던

도면부호 앞에 숫자 1 을 접두사로서 붙인 것과 같다. 이 이식기기 (110) 는, 제 1 하프 및 제 2 하프 (112A,112B) 를 가지

는 파지부와, 이 파지부에서 슬라이딩이 가능한 캐뉼러 (114) 와, 고정 봉 (116) 을 포함한다. 상기 캐뉼러 (114) 는, 이식

물의 피하삽입을 위해 도 4 의 연장위치로부터 도 5 의 후퇴위치까지 액츄에이터 (128) 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액츄에이터 (128) 는 트랙 (126) 을 따라 상기 트랙의 말단 로킹부 (158) 로부터 기단 리세스 (160) 까지 이동한다.

2개의 파지 부분 (112A,112B) 은 초음파 용접, 접착결합, 프레스-끼워맞춤 보스, 또는 스냅 끼워맞춤과 같은 공지의 방식

으로 조립될 수도 있다. 이들 파지 부분 (112A,112B) 각각은 타원형의 오목부 (170) 를 갖는다. 파지부의 대향 측면상의

상기 오목부 (170) 는, 손가락의 받침대로서 작용하며, 또한 이식기기의 작동중에 파지부를 파지하기 위해 엄지와 중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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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이는 위치이다. 파지부의 후면 (150) 은, 집게손가락에 의해 액츄에이터 (128) 를 트랙 (126) 을 따라 이동시키는 때에

사용자의 손바닥에 대해서 지지되어 이식기기 (110) 를 고정한다. 또한, 상기 후면 (150) 에는 캐뉼러 (114) 의 삽입중에

사용자의 손바닥에 의해서 압력이 인가된다.

이식기기 (110) 의 조립에 대하여는, 조립 이전의 이식기기를 도시하는 도 6 의 분해도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6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봉 (116) 의 기단부는 2개의 고정부재 (146) 사이에 수용되는 원주 홈 (120) 을 포함하는데, 상기 고

정부재들중 하나는 상기 파지부 (112A,112B) 의 각 하프에 위치한다. 2개의 파지부 (112A,112B) 가 조립되면, 상기 봉

(116) 은 당해 봉의 홈 (120) 에 수용되는 상기 고정부재 (146) 의 반원형 컷아웃 사이에 트랩된다. 또한 상기 봉 (116) 은,

캐뉼러의 이식물 보유요소에 클리어런스를 제공하는 직경이 작은 말단부분 (148) 을 포함한다. 상기 봉 (116) 은 이식물과

의 결합을 위한 뭉툭한 말단부를 포함한다.

캐뉼러 (114) 는 액츄에이터 (128) 의 부착을 위한 캐뉼러 말단부에 수용된 캐뉼러 끼워맞춤부 (136) 를 포함한다. 이 캐

뉼러 끼워맞춤부 (136) 는 인서트 성형, 프레스 끼워맞춤, 접착결합, 나사결합, 초음파고정 등에 의해 캐뉼러에 고착된다.

상기 캐뉼러 끼워맞춤부 (136) 상에는, 당해 캐뉼러 끼워맞춤부의 대향 측면에서 연장한 2개의 핀 (138) 과 포크형의 액츄

에이터 베이스 (140) 와의 결합에 의해 액츄에이터 (128) 가 선회가능하게 장착된다. 이 액츄에이터 (128) 는 마루가 형성

되어 있는 손가락 결합면 (144) 을 가지는 확대부분 또는 조종기 (142) 를 포함한다. 상기 포크형의 액츄에이터 베이스

(140) 및 액츄에이터 조종기 (142) 는 트랙 (126) 의 슬롯 (134) 을 통해 연장하는 연결부 (150) 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도 4 내지 도 6 에 도시된 바와 같은 이식기기 (110) 가 조립되면, 액츄에이터 (128) 는 캐뉼러 (114) 의 끼워맞춤부 (136)

에 선회가능하게 연결된다. 상기 액츄에이터 (128) 는, 로킹부재로서 작용하는 트랙의 말단부 (158) 로부터 트랙의 기단부

에 형성된 리세스 (160) 까지 상기 트랙 (126) 내에서 슬라이딩한다. 상기 트랙의 각이 진 말단부 (158) 는, 상기 액츄에이

터 (128) 가 트랙의 말단부 (158) 를 벗어나 수동으로 회전되기 까지는 상기 캐뉼러 (114) 의 후퇴를 방지함으로써 이식물

이 불시에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로킹요소를 제공한다. 상기 트랙 (126) 의 기단부에 형성된 리세스 (160) 는 액츄에이

터를 수용하여 이식기기 (110) 의 재사용을 중지시킨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이식기기 (110) 는 파지부 (112A,112B) 중의 적어도 하나의 내면에 로킹부재 (166) 를 포함한다. 이

로킹부재 (166) 는 램프 모양의 돌출부로서 형성되는데, 이 램프 모양의 돌출부는 상기 캐뉼러 끼워맞춤부 (136) 상의 램

프 모양의 플랜지와 대응하여 결합한다. 캐뉼러 (114) 가 완전히 후퇴되어 당해 캐뉼러가 후퇴위치에 로크되어 유지될때

에 상기 로킹부재 (166) 와 플랜지 (168) 는 함께 스냅-접속된다. 캐뉼러 (114) 가 완전히 후퇴되는 때에, 사용자는 완전한

삽입의 청각적 및 촉각적 지시를 제공하는 로킹부재 (166) 와 플랜지 (168) 와의 결합을 느끼고 들을 수 있다. 또 다르게

는, 재사용이 요망되는 경우, 상기 로킹부재 (166) 는 캐뉼러를 적소에 영구적으로 로킹하는 일이 없이 이식물 삽입의 촉각

적 및/또는 청각적 지시를 제공하는 소형의 부재일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이식기기 (110) 는 도 1 의 이식기기 (10) 의 작동방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바람직하

게는, 이식기기 (110) 는 사용후에는 버려지는 일회용 장치이지만, 상기 이식장치는 멸균이 가능한 재료로 제조된다면 재

사용될 수도 있다.

전술한 본 발명의 두가지 실시형태에 따른 이식기기 (10,110) 는 바람직하게는 도 7 내지 도 10 의 이식물 보유요소중의

하나를 포함한다. 이식물 보유기구는, 캐뉼러가 이식물 및 봉 (16,116) 위를 따라서 수동으로 후퇴되는 때에 이식물 (18)

을 극복이 용이한 힘으로 캐뉼러 (14,114) 내에 유지한다.

도 7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형태에 따르면, 캐뉼러 (14) 는, 각각 라운드된 단부 (82) 를 가지는

2개의 길이방향 슬릿 (80) 을 포함한다. 캐뉼러 (14) 의 상기 2개의 슬릿 (80) 간의 부분 (84) 은, 상기 슬릿들간의 부분

(84) 의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캐뉼러의 표면에 수직한 압력의 인가에 의해 안쪽으로 영구 변형된다. 중앙 부분 (84) 의 국

부적인 변형은 둥근 지붕, 돔, V자 모양 등의 형태일 수도 있다. 안쪽으로 변형된 부분 (84) 은 슬릿 (80) 의 위치에서 캐뉼

러 (14) 의 내경을 감소시키며, 또한 이식물을 캐뉼러 안에 보유하는 힘을 갖고서 당해 이식물과 접촉한다. 이식물을 보유

하는 힘은, 당해 이식물이 캐뉼러 안에 삽입되고 당해 캐뉼러가 액츄에이터 (28) 의 조종에 의해 후퇴되는 때에, 당해 이식

물이 캐뉼러 (14) 안에서 슬라이딩하는 것을 허용한다. 바람직하게는, 보유기구는 캐뉼러 말단부 근방의 캐뉼러 (14) 바닥

면상에 위치하지만, 캐뉼러상의 다른 위치에 위치할 수도 있다.

슬릿 (80) 의 확대 단면을 도시한 도 8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슬릿 (80) 의 에지 (86) 는 바람직하게는 당해 슬릿에서 조직

이 걸리는 것이 방지되도록 단면이 라운드된다. 더욱이, 슬릿의 단부 (84) 는 실질적으로 크랙의 형성이 방지되도록 라운

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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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릿의 폭은, 바람직하게는 당해 슬릿에서 조직이 걸리는 것이 방지되도록 가급적 작다. 도 9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좁은 슬

릿 (80′) 의 단부는 바람직하게는 확대된 원형 단부 (82′) 이다. 슬릿의 폭이 작을 수록 조직을 파손할 가능성이 작고, 확대

된 원형 단부 (82′) 는 작은 슬릿 단부에서의 응력상승과 크랙형성을 방지한다.

도 10 에 도시된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2개의 평행한 슬릿의 적소에는 단일의 만곡한 또는 V자 모양의 슬릿 (80″) 이

사용된다. 단일의 슬릿 (80″) 옆의 위치 (84″) 는 캐뉼러 (14) 에 수직한 압력의 인가에 의해 안쪽으로 변형된다. 변형된 부

분 (84″) 은 슬릿 (80″) 의 위치에서 내경을 저감시켜 이식물을 캐뉼러 (14) 안에 유지시킨다. 보유기구에 의해 제공되는 직

경 감소부분은 바람직하게는 이식물에 대한 손상이 방지되도록 가급적 평탄하다.

상기 캐뉼러 (14) 는 국부적인 변형에 의해 캐뉼러의 내경 안으로 돌출하여 이식물을 보유하는 변형 이식물 보유부분을 가

지는 금속 캐뉼러로서 설명하였으나, 상기 이식물 보유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즉 캐뉼러의 내경에 이식물 보유부재를 추가

하거나 또는 캐뉼러 안에 구성요소를 성형하는 것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도 11 내지 도 13 에는, 이식기기가 이식물을 사전적재하지 않은 경우에, 이식물을 포함하는 바이얼 (vial : 90) 을 이용하

여 당해 이식물 (18) 을 이식기기 (110) 에 적재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 바이얼 (90) 은 운반, 저장, 및

적재중에 상기 이식물을 무균조건으로 유지한다. 상기 이식물 (18) 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센터링 부재에 의해 바이얼

(90) 안의 중심위치에 위치하며, 당해 바이얼의 목부 (94) 에는 스토퍼 (92) 가 위치한다. 바이얼 (90) 의 단면을 도시한 도

11a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식물 (18) 은 3개의 방사방향 이식물 지지체 (96) 에 의해 바이얼 안의 중심에 위치한다. 방사

방향 이식물 지지체 (96) 는, 바이얼 (90) 의 측벽과 결합하도록 형성되어 있는 외부면과, 이식물 (18) 과 결합하여 당해 이

식물을 지지하는 평행한 내부면을 포함한다.

수술중에는, 도 11 내지 도 1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바이얼 (90) 로부터 스토퍼 (92) 를 제거하고, 바이얼 안의 중심에 위

치해 있는 이식물 위로 이식기기의 캐뉼러 (114) 를 슬라이딩시킴으로써, 상기 이식기기 (110) 안에 이식물 (18) 이 적재

된다. 이식물 (18) 이 캐뉼러 (114) 안에 완전히 적재되면, 바이얼 (90) 로부터 당해 이식기기 (110) 를 꺼내고, 이식시간까

지는 전술한 보유요소들중의 하나에 의해 이식물을 이식기기 캐뉼러 안의 적소에 보유한다. 바이얼의 목부 (94) 는 캐뉼러

(114) 를 이식물 (18) 상으로 안내하는 안내부재로서 작용하는 원뿔형 부재 (도시되지 않음) 를 포함할 수도 있다. 더욱이,

상기 이식물 (18) 은, 당해 이식물의 종축선이 목부 (94) 와 정렬되어 위치하여 당해 이식물이 이식기기 (110) 의 캐뉼러

(114) 안에 수용될 수 있는 한은, 다른 방식으로, 즉 바이얼의 바닥면상에 원통형 플랜지를 형성하는 것에 의해 바이얼

(90) 의 중심에 고착될 수도 있다.

바이얼 (90) 은, 이식기기 (110) 에 의해 이식물이 당해 바이얼로부터 직접적으로 제거되기 까지는, 이식물 (18) 을 멸균조

건에 유지한다. 이식물 (18) 을 바이얼로부터 직접 이식기기 (110) 안으로 제거하는 것에 의하면, 이식물을 바이얼로부터

수동으로 제거하여 이식기기에 삽입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오염 가능성이 방지된다. 도 4 내지 도 6 의 이식기기

(110) 와 관련하여 이식물 적재장치를 설명하였으나, 당해 적재장치는 본 발명의 임의의 실시형태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이식물 (18) 은 손이나 핀셋에 의해 이식기기 (10) 에 적재될 수도 있다. 이식물을 손으로 이식

기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도 1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캐뉼러의 각이 진 말단부를 지나서 바로 연장하는 캐뉼러 (14) 부

분에 중공의 슬리브 (70) 가 위치할 수도 있다. 이 중공 슬리브 (70) 는 이식물을 캐뉼러에 삽입하는 중에 손이나 장갑이 찔

리는 것을 방지한다. 상기 슬리브 (70) 는 접착 스트립 (72) 이나 다른 고정수단에 의해 캐뉼러 (14) 또는 파지부 (12) 에

제거가능하게 부착될 수도 있다.

도 15 내지 도 21 은, 이식물을 이식기기의 캐뉼러 (14) 에 적재하기 위한 바이얼 내에서 당해 이식물 (18) 을 중심위치에

유지하는 이식물 보유부재 (202) 를 가지는 바이얼 (200) 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설명한 것이다. 상기 바이얼

(200) 은 목부 (204) 를 포함하는데, 이 목부는 이식물 보유부재 (202) 를 바이얼 안의 적소에 로킹시키기 위해 당해 목부

내에 부착된 로킹 스텝 삽입 링 (206) 을 갖는다. 또 다르게는, 로킹 스텝 (206A) 은 도 16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바이얼에

형성될 수도 있다. 상기 이식물 보유부재 (202) 는 중앙 구멍 (208) 을 갖는데, 상기 이식물 (18) 은, 이식기기 (10) 의 캐뉼

러 (14) 가 당해 이식물 주위에서 바이얼 안으로 삽입되어 당해 이식물을 바이얼로부터 제거할 수 있도록 소정량의 유격을

갖고서 상기 중앙 구멍 안에 수용된다.

도 16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바람직하게는 스토퍼에의 접근을 위한 절단부 (tear off portion) 를 가지는 뚜껑 (도시되지 않

음) 상에 나사조립되는 것에 의해 바이얼 (200) 상의 적소에 스토퍼 (210) 가 부착된다. 이 스토퍼 (210) 는, 이식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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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부까지 아래로 연장하여 당해 이식물의 단부와 결합함으로써 당해 이식물의 단부의 디스펜스 구멍에 시일을 제공하

는 밀봉면 (212) 을 갖는다. 상기 스토퍼에 형성되는 밀봉면 (212) 의 위치는 이식물 (18) 의 크기, 특히 이식물의 길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상기 바이얼의 목부 (204) 에는, 바람직하게는 이식물 보유부재 (202) 와 삽입 링 (206) 간에 가급적 일정한 힘을 부여함

으로써 스토퍼 (210) 와 이식물의 디스펜스 구멍과의 밀봉접촉을 유지하여 이식물로부터의 익제 (beneficial agent) 의 누

설을 방지하는 스프링 (214) 이 설치된다. 이식물 (18) 의 멸균상태는, 이식물 보유부재 (202) 와 바이얼 (200) 에 대해서

착좌하는 바이얼 스토퍼 (210) 에 의해 형성된 기밀한 밀봉에 의해 유지된다. 상기 스프링은 스토퍼 (210) 와 이식물 보유

부재 (202) 에 있어서의 치수 변화를 수용하는 바, 이에 따르면 밀봉의 로스를 초래할 수도 있다.

도 17 내지 도 21 에는 이식물 보유부재 (202) 가 도시되어 있는데, 이 보유부재는 캐뉼러 (14) 를 바이얼 (200) 안으로 안

내하기 위한 점감 마우스 (tapered mouth : 220) 를 포함한다. 이식물 (18) 을 수용하고 보유하는 중앙 구멍 (208) 은 상기

점감 마우스 (220) 로부터 연장한다. 상기 중앙 구멍 (208) 에 인접해서는, 도 20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안쪽으로 만곡하여

바이얼 안에 이식물을 보유시키는 2개의 스프링-부하 아암 (222) 이 설치되어 있다. 이식물 보유부재 (202) 는 2개의 로

킹 아암 (224) 및 2개의 센터링 아암 (226) 에 의해 바이얼 (200) 안의 적소에 위치하여 중심을 잡는다. 그러나, 다른 개수

의 로킹 아암 (224) 및 센터링 아암 (226) 이 사용될 수도 있다. 상기 센터링 아암 (226) 은 보유부재 (202) 를 삽입 링

(206a,206a) 안에서 중심에 위치시키고, 상기 로킹 아암 (224) 은, 캐뉼러 (14) 를 바이얼 안에 삽입하여 이식물 (18) 을

제거하는 중에 보유부재 (202) 의 바이얼 내에서의 이동을 허용하면서, 삽입 링 위에서 스냅접속함으로써 보유부재 (202)

를 바이얼 안으로 로크한다.

중앙 구멍 (208) 의 바닥에는 캐뉼러 (14) 의 내경보다도 약간 작은 직경을 가지는 스탠드 오프 (stand off : 228) 가 설치

된다. 이 스탠드 오프 (228) 는, 도 1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식물 (18) 이 전적으로 또는 노출된 이식물의 작은 코너부가

캐뉼러에 삽입될 수 있도록, 캐뉼러 (14) 의 경사 단부가 스탠드 오프 주위로 연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수술중에는, 바이얼 (200) 로부터 스토퍼 (210) 를 제거하고, 이식기기 (10) 의 캐뉼러 (14) 를 상기 바이얼 안으로 간단히

삽입하여 당해 바이얼로부터 이식물을 제거한다. 캐뉼러 (14) 가 바이얼 (200) 안에 완전히 삽입되면, 이식물 (18) 은 캐뉼

러내의 적소에 적절하게 위치한다. 그리고 나서, 바이얼 (200) 로부터 캐뉼러 (14) 를 제거함으로써, 당해 캐뉼러는 이식물

(18) 삽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상태가 된다. 상기 바이얼 (200) 은, 이식물 (18) 의 저장, 운반, 및 이식기기 (10) 로의 적

재중에 당해 이식물의 멸균상태를 유지한다.

도 22 는, 이식물을 삽입하고 당해 이식물의 삽입중에 멸균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키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키트는

제 1 구획부 (300) 에 이식기기 (10) 를 포함한다. 제 2 구획부 (302) 는 주사기, 바늘, 외과용 메스, 및 다른 필요 도구들을

포함한다. 제 3 구획부 (304) 는 장갑, 드레이프, 상처 처치용품 (wound dressings), 및 이식도중의 멸균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처치용품 (procedural supplies), 및 설명 팜플렛 (310) 을 포함한다. 키트의 커버 (306) 는 이식수순을 설명하

는 삽화를 포함할 수도 있고, 멸균상태의 유지를 위해 각 구획부 위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커버 (308) 가 놓일 수도 있다.

이상, 바람직한 실시형태와 관련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에는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일탈하지 않

고서 여러 가지의 변형과 수정이 가능함을 당업자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식물을 삽입하기 위한 이식기기로서,

말단부, 기단부, 및 제 1 표면을 따라 형성된 트랙을 가지며, 이식물의 삽입중에 이식기기를 파지하기 위한 파지부와,

파지부에 길이방향으로 고정되고 당해 파지부의 말단부로부터 연장하는 봉과,

봉 주위에 공축으로 위치하는 중공 캐뉼러로서, 이식물이 캐뉼러 안에 보유된 연장위치로부터 이식물이 캐뉼러로부터 배

출되는 후퇴위치까지 상기 봉 위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딩할 수 있는 상기 중공 캐뉼러와, 및

등록특허 10-0546982

- 9 -



캐뉼러에 연결되고, 또한 상기 파지부의 트랙에서 슬라이딩하여 캐뉼러를 연장위치로부터 후퇴위치까지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캐뉼러로부터 이식물을 배출하는 액츄에이터를 포함하는 이식물 삽입용 이식기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의 말단부는 로킹부를 포함하고, 상기 액츄에이터는 이 로킹부와 결합하여 상기 캐뉼러의 후

퇴를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식물 삽입용 이식기기.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의 로킹부는 트랙의 말단부에 형성되고 상기 트랙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각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식물 삽입용 이식기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츄에이터는 상기 캐뉼러에 선회가능하게 연결되어 로크위치와 언로크위치 사이에서 선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식물 삽입용 이식기기.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츄에이터는, 상기 파지부내에 위치한 내측부분과, 상기 파지부의 외측에 위치한 조종부분과, 상

기 내측부분과 외측부분을 연결하는 연결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식물 삽입용 이식기기.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은 상기 파지부 안의 슬롯을 포함하고, 상기 액츄에이터의 연결부분은 이 슬롯을 통해서 연장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식물 삽입용 이식기기.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의 기단부는, 상기 캐뉼러가 후퇴위치에 있는 때에 상기 조종부분을 파지부내에서 수용하도록

형성되어 있는 리세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식물 삽입용 이식기기.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식기기가 상기 캐뉼러의 말단부 안에 수용되도록 구성된 삼투 피하 이식물과 조합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이식물 삽입용 이식기기.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캐뉼러는 온전한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경사 말단부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식물 삽입용

이식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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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츄에이터는 후퇴위치에서 상기 파지부에 로크되어 재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식

물 삽입용 이식기기.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캐뉼러는 이식물을 당해 캐뉼러 안에 보유하기 위한 보유기구를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슬롯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식물 삽입용 이식기기.

청구항 12.

피하 이식물 삽입장치로서,

파지부와, 이 파지부 안에 길이방향으로 고정된 봉과, 상기 봉 위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딩할 수 있는 중공 캐뉼러와, 및

상기 캐뉼러에 연결되고, 또한 상기 파지부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딩하여 캐뉼러를 연장위치로부터 후퇴위치까지 이동

시킴으로써 상기 캐뉼러로부터 이식물을 배출하는 액츄에이터를 포함하는 이식기기와, 및

연장위치에서 상기 캐뉼러 안에 포함되고, 또한 상기 캐뉼러가 연장위치로부터 후퇴위치로 이동하는 때에 상기 이식기기

에 의해 배출되는 피하 이식물을 포함하는 피하 이식물 삽입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연장위치에서 상기 캐뉼러를 로킹함으로써 상기 이식물이 부주의하게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로킹기

구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하 이식물 삽입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로킹기구는 액츄에이터가 슬라이딩하는 트랙의 로킹부분을 포함하고, 상기 트랙의 로킹부분은 상

기 액츄에이터를 로킹위치에 유지시키도록 상기 캐뉼러의 축선에 대해서 각을 이루며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하

이식물 삽입장치.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액츄에이터는 상기 캐뉼러에 선회가능하게 부착되어, 캐뉼러가 연장위치에 고정되는 로크위치로

부터 캐뉼러가 봉 위를 슬라이딩하는 언로크위치까지 선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하 이식물 삽입장치.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이식기기는, 이식물이 캐뉼러로부터 배출된 이후에 상기 캐뉼러를 후퇴위치에서 고정하는 로킹기

구를 가지는 일회용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하 이식물 삽입장치.

청구항 17.

등록특허 10-0546982

- 11 -



이식기기를 이용하여 이식물을 피하삽입하는 방법으로서,

파지부 및 캐뉼러에 부착된 슬라이딩가능한 액츄에이터를 포함하는 이식기기의 캐뉼러를, 당해 캐뉼러 안에 이식물을 수

용한 상태로 환자의 피부 밑에 삽입하는 단계와,

상기 액츄에이터를 상기 파지부의 트랙을 따라 슬라이딩시킴으로써 상기 캐뉼러를 수동으로 후퇴시켜, 상기 이식물을 환

자의 피부 밑에 배출하는 단계, 및

상기 이식기기를 환자로부터 빼내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식물 피하삽입 방법.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액츄에이터는 캐뉼러의 후퇴 이전에 상기 캐뉼러에 대해서 당해 액츄에이터를 선회시킴으로써 언

로크 상태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식물 피하삽입 방법.

청구항 19.

이식물 삽입장치로서,

구멍과 이 구멍을 막기 위한 마개를 가지는 바이얼과,

상기 바이얼의 구멍과 정렬된 종축선을 가지며 상기 바이얼 안에 고정된 신장 이식물과, 및

파지부와, 상기 바이얼로부터 이식물을 수용하기 위해 상기 파지부로부터 연장하고 또한 상기 구멍을 통해 바이얼 안에 삽

입되어 상기 바이얼로부터 이식물을 제거하도록 구성된 신장 캐뉼러를 가지는 이식기기를 포함하는 이식물 삽입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얼은 상기 이식물을 당해 바이얼의 중심에 유지하는 복수의 방사방향 이식물 센터링 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식물 삽입장치.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이식물은 익제의 공급을 포함하는 삼투 이식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식물 삽입장치.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얼은 상기 이식물을 당해 바이얼 안에 보유하기 위한 스프링-부하 아암을 가지는 이식물 센

터링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식물 삽입장치.

청구항 23.

이식물 바이얼로서,

공급 익제를 포함하는 이식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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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단부를 가지는 바이얼 몸체부와,

바이얼 안에서의 이식물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상기 바이얼 몸체부내에 위치한 이식물 보유부재와,

상기 바이얼 몸체부의 개방단부 안으로 삽입되는 캐뉼러를 이식물 주위로 안내하기 위해 상기 바이얼의 개방단부에 형성

된 점감 마우스와, 및

이식물의 디스펜스 구멍을 밀봉하여 익제가 이식물로부터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밀봉면을 가짐과 동시에, 상기 바이얼

몸체부의 개방단부를 밀봉하는 스토퍼를 포함하는 이식물 바이얼.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이식물 보유부재는 중심위치로 치우쳐진 스프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식물 바이얼.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이식물 보유부재는, 캐뉼러로 제거되는 것은 제외하고, 이식물이 바이얼로부터 제거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스프링-부하 아암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식물 바이얼.

청구항 26.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이식물 보유부재는 당해 이식물 보유부재를 상기 바이얼에 스냅-접속하는 적어도 하나의 스프링

-부하 로킹 아암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식물 바이얼.

청구항 27.

이식물을 삽입하고 당해 이식물의 삽입중에 멸균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키트로서,

파지부와, 이 파지부 안에 길이방향으로 고정된 봉과, 상기 봉 위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딩할 수 있는 중공 캐뉼러와, 및

상기 캐뉼러에 연결되고, 또한 상기 파지부에서 길이방향으로 슬라이딩하여 캐뉼러를 연장위치로부터 후퇴위치까지 이동

시킴으로써 상기 캐뉼러로부터 이식물을 배출하는 액츄에이터를 포함하는 이식기기와,

조직에 이식용 절개부를 형성하기 위한 절단장치와,

이식물 삽입과정중의 멸균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용품과, 및

상처 처치용품을 포함하는 키트.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이식물의 이식부위에 마취처리를 행하기 위한 기구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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