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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환자로의 액체의 투약 특히, 비위관(nasogastric tube)의 통로와의 유체 연통을 확립하도록 조작되는 다중 포
트를 갖는 밸브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본 특허 출원은 시아(Shia) 등에 의해 2002년 10월 28일 제출되고, 그 내용이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병합된, 계류중인 미
국 출원 번호 제10/281,638호의 연속 출원이다.

  예로써, 비위관과 같은 환자로의 유체 투약을 위해 환자의 몸에 삽입되는 의료용 시스템이 이 기술 분야에 공지되었다.
비위관은 병원, 요양원, 보호 시설 등에서 환자의 위장(GI) 트랙으로부터 유체를 흡수하거나 환자에게 영양제, 보조제 및
약제 등을 주입시키도록 환자의 몸으로부터 유체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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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적용예에서, 비위관은 예로써, 위장 점막의 내벽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환자의 위장의 내용물을 수축시키기 위해 물 및
공기를 흡수한다. 또한, 비위관은 GI 트랙의 복부 팽만을 방지하도록, 질병, 장 폐색, 출혈성 궤양 및 마비성 궤양으로 인한
GI 트랙으로부터의 축적된 또는 혈액 등의 제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GI 트랙의 복부 팽만은 쇼크, 내장 손상 및 구토 등
을 일으킬 수 있다. 구토는 호흡기로 흡수될 수 있으며, 질식 및 폐렴을 야기한다.

  비위관은 위액이 없는 위장을 보호하기 위한 복부 수술을 받고, 수술 후 위장 기능의 감소와 같은 합병증을 방지하고자
환자에게 사용된다. 이러한 비위관은 수술 후 소화 기능의 회복을 용이하게 하도록, GI 트랙 내의 유체의 고임(pooling)을
방지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비위관은 위장 봉합 선을 보호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마비성 장 폐색을 방지 및 치료하고,
과량 투약, 장 세척 및 GI 트랙에 영향을 주는 다른 상태들을 치료한다.

  종래의 사용에 있어서, 가요성 플라스틱 비위관이 사용된다. 비위관은 기단부로부터 말단부로 연장되는 통로를 형성한
다. 시술자는 코구멍 중 하나를 경유하여 환자의 루멘 관을 통해 비위관의 말단부를 주입시킨다. 상기 말단부는 인두
(pharynx)를 통과하여, 식도 아래의 GI 트랙으로 내려간다. 상기 말단부는 예로써, 유체 흡수, 약제 투입, 공급 등의 특정
적용예에 따라 십이지장 및 위장 등으로 통과된다. 소화액, 영양제 및 약제 등을 통과시키는 말단부에는 복수의 개구가 형
성된다.

  상기 말단부의 개구의 폐색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중 루멘(dual lumen) 비위관이 사용된다. 이중 루멘 비위관
은 흡입/액체 공급(suction/irrigation) 루멘 및 분리 배출 루멘(separate vent lumen)을 포함한다. 흡입/액체 공급 루멘은
흡입 배수 및 액체 공급(suction drainage and irrigation)이 용이하도록 간헐적이거나 연속적인 흡입 중 어느 하나를 제공
하는 흡입원(suction source)에 연결된다. 배출 루멘은 공기가 배출 루멘을 통해 흡입 루멘으로 주입되도록 비위관의 말단
부에 인접한 흡입/액체 공급 루멘과 연통한다. 공기 유동은 흡수 중 흡입 및 유동량을 조절한다. 주입된 영양제 및 약제는
흡입 루멘 아래로 내려가며, 배출 루멘은 클램핑되거나 플러깅(plugged)된다. 이후, 배출 루멘을 청결하게 하도록 공기압
이 가해진다.

  비위관의 기단부는 코구멍으로부터 나가서 흡입원과 연통한다. 상기 기단부는 수집 용기와 연통할 수 있는 커넥터를 통
해 흡입원, 공급 펌프 등에 연결될 수 있다. 유체 흡수 적용예에서, 위액은 흡입원에 의해 실행될 때와 같이 말단부의 개구
로 흡입되어, 통로를 통해 수집 용기로 들어간다. 유체 주입 적용예에서, 영양제 및 약물 등은 통로로 주입되어 말단부의
개구를 통해 예로써, 십이지장으로 가압된다.

  커넥터는 흡입원 또는 공급 펌프에 연결된 제2관에 연결된다. 대개, 비위관은 흡입, 공급 또는 주사물의 주입원으로 대체
되어야 한다. 비위관 적용예를 대체하기 위해, 제2관은 커넥터로부터 제거되거나 또는 커넥터는 비위관의 기단부로부터
제거되고, 소정의 연결이 이루어진다. 상기 공지된 장치 및 방법은 많은 결점을 갖게된다. 전형적으로, 시술자는 관 및 커
넥터의 연결 중단 중 구토물 또는 다른 유체가 튀기게(spattered)되는 것을 당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튜브 연결에 있어서 클램핑이 필요하다. 이것은 부담스럽고 청결치 못한 불리한 점이며, GI 트랙의
유체 누출을 방지하는데 적절치 못하다. 누출되고 및 튀겨진 내장의 유체는 상처, 관 연결부 및 카테터의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내장의 액체는 시술자의 건강에 해로운 감염물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 및 방법의 다른 단점은 세척 및 내장의 액체의 누출 및 튀김으로 인한 노동 강도의 부담이다. 또한, 환자의 불
편 및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시술자의 시간을 소모하며, 건강에 관한 비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종래 기술의 불리한 점 및 단점을 내장 유체의 누출을 막고 질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위관 통로와의 유체
연통을 확립하도록 조작되는 다중 포트를 갖는 밸브 시스템으로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원리를 달성하기 위
해, 소정의 밸브 시스템이 비위관의 통로를 다른 공급원(source)에 연결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조작되는 회전식 밸브 부재
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밸브 시스템이 비위관의 제2 통로와 연결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밸브 시스
템 및 그 구성 요소를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제조하고 조립하는 것이 고려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종래 기술의 불리한 점 및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내장 유체의 누출과 질병 전파를 최소화하는, 비위관의 통로와
의 유체 연통을 확립하도록 조작되는 다중 포트를 갖는 밸브 시스템이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밸브 시스템은 본
발명의 원리를 달성하도록 비위관 통로와 다른 원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조작되는 회전식 캡을 포함한다. 가장 바람직하게
는, 상기 밸브 시스템은 비위관의 제2 통로에 연결된다. 상기 밸브 시스템은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제조 및 조립된다. 본 발
명은 이 기술 분야에서 경험된 불리한 점 및 단점을 해결하는 것에 관련된다.

  특별한 일 실시에에서,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제1 통로 부분을 갖는 밸브 커넥터를 포함한 밸브 시스템이 제공된다. 밸
브 커넥터는 이격되어 있으며 사실상 평행하게 정렬된 흡입 포트와 주입 포트를 포함한다. 상기 흡입 포트 및 주입 포트는
제1 통로 부분과 흡입 포트 또는 주입 포트 사이의 유체 연통을 확립하도록 조작될 수 있다. 상기 밸브 커넥터는 흡입 포트
와 주입 포트를 포함하는 회전식 외부 캡을 가질 수 있다. 상기 캡은 제1 통로 부분과의 유체 연통을 확립하기 위해, 흡입
포트와 주입 포트의 조작이 용이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주입 포트는 상시 폐쇄 밸브를 포함할 수 있다. 상시 폐쇄 밸브는 격벽의 두께를 통해 형성된 장형 슬릿을 갖는 탄성
변형식 격벽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격벽은 소정의 캐뉼러(cannula)가 캐뉼러와 제1 통로 사이의 유체 연통을 확립하도록
장형 슬릿과 결합되도록 탄성식으로 변형될 수 있다. 상기 격벽은 밸브 커넥터의 외면에 대해 리세스될 수 있다. 상기 밸브
커넥터는 리세스식 원통형 공동을 형성할 수 있으며, 상기 원통형 공동은 격벽을 포함한다. 상기 격벽은 원통형 공동의 종
축에 대해 소정의 각도 배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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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달리, 밸브 커넥터는 종축을 형성하며, 제1 통로 부분은 각도진 유동 통로를 형성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흡입 포트
및 삽입 포트는 제1 통로 부분과 흡입 포트 및 삽입 포트 사이의 유체 연통을 확립하도록 조작할 수 있다.

  밸브 커넥터는 2강 비위관에 부착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밸브 커넥터는 해제 포트를 포함하는 제2 통로 부분을 더
포함한다. 상기 해제 포트는 1방향 밸브를 포함할 수 있다. 밸브 커넥터 내에 배치된 제1 통로 부분 및 제2 통로 부분은 비
위관과 유체 연통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제1 통로 및 제2 통로는 밸브 커넥터 내에서 유체 연통하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비위관 밸브 시스템은 제1 강(lumen) 및 제2 강을 포함하는 비위관을 갖는다. 제1 강은 제1 통로의 제
1 부분을 형성한다. 제2 강은 제2 통로의 제1 부분을 형성한다. 제1 통로 및 제2 통로는 비위관의 말단부에 인접하여 유체
연통한다. 제1 단부 및 제2 단부를 갖는 밸브 커넥터는 비위관에 부착된다. 밸브 커넥터는 제1 통로의 제2 부분과 제2 통
로의 제2 부분을 포함한다. 밸브 커넥터는 이격되고 사실상 평행하게 배치된 흡입 포트 및 주입 포트를 더 포함한다. 상기
흡입 포트 및 주입 포트는 제1 통로의 제2 부분과 흡입 포트 또는 주입 포트 사이의 유체 연통을 확립하도록 조작할 수 있
다. 주입 포트는 상시 폐쇄 밸브를 형성하고, 제2 통로의 제2 부분은 해제 포트를 형성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밸브 시스템은 제1 통로 부분 및 유체 연통되는 제2 통로 부분을 갖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환자에게 액체를 투여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상기한 바와 유사한 밸브 시스템을 제공하는
단계와, 비위관을 상기한 바와 유사하게 밸브 커넥터에 부착하는 단계와, 비위관의 말단부를 환자의 통로를 경유해 환자에
게 삽입시키는 단계와, 비위관의 제1 통로의 제2 부분과 흡입 포트 또는 주입 포트 사이의 유체 연통을 확립하도록, 밸브
시스템의 밸브 커넥터의 흡입 포트 및 주입 포트를 조작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밸브 시스템을 제공하는 단계는 회전식 캡을 갖는 밸브 커넥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캡은 조작 단계가 환자로부터
유체를 제거하기 위해 흡입 포트와의 유체 연통을 확립하도록 캡을 회전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흡입 포트 및 주입 포트
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조작 단계는 환자로 액체를 주입하기 위해 주입 포트와의 유체 연통을 확립하도록 캡을 회전시키
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위장 시스템의 일시적인 마비, 감압 또는 폐색으로 인하여 흡인(suction), 공급(feeding) 및 액체 공
급(irrigation)이 필요한 환자의 비위(nasogastric) 적용을 위하여 채택된 밸브를 포함하는 밸브 시스템이 제공된다. 밸브
는 이중 루멘 비위-섬프 튜브(double lumen nasogastric-sump tube)와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초기에 설계된 단일 사용
파지형 성형 플라스틱 어셈블리이다. 밸브는 사용자가 공급 또는 흡인 라인으로부터 제거하지 않고 약으로 치료하거나 세
척하게 하는 포트 선택 기구와 바이오유체 오염물질에 대해 보호하기 위한 환류 방지 밸브(anti-reflux valve, ARV) 양쪽
모두를 포함하는 일체형 설계를 포함한다. 어셈블리의 다른 요소들은 사고 환자 탬퍼링(tampering)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탬퍼링 방지 기구와 유체 오염물질로부터 사용자를 자동적으로 차단하여 보호하는 주입 포트의 병합을 포함한다.

  밸브는 초음파적으로 용접되는 유사한 상부 및 저부 하우징을 포함한다. 이들 부품들은 사용자에게 전체적으로 매끄러
운 설계를 제공한다. 이들 부품들은 방해물 및 외래 물질을 위한 장치의 내부 검사를 하도록 일반적으로 투명하거나 약간
얇은 빛깔을 띨 수 있다. 용접된 몸체의 내부에는 ARV 밸브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의 기능을 돕는 3개의 추가적인 부품들
이 있다. 현재의 설계는 ARV 밸브를 통한 세척의 추가적인 특징을 제공한다. 노브(knob)가 (연속적인 흡인 또는 공급을
위한) 개방 모드, (환자 수송을 위한) 오프 모드 또는 [약물 치료 및 볼러스(bolus) 공급을 위한] 주입 모드를 사용자에 의
해 선택하도록 회전된다. 주입 포트는 노브가 주입 모드로 회전될 때 세척 팁 세척기가 주입 포트를 통해 삽입될 때까지 유
동 통로가 폐쇄되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사용된다. 장관 어댑터(enteral adapter)는 저부 하우징 상의 흡인 포트 내
로 접착되어 일종의 어댑터가 필요없이 흡인 포트 내부 직경에 모든 장관 공급 커넥터(enteral-feeding connector)를 고
정하게 하는 연성 PVC 구성요소이다.

  작동시에, 이중 루멘 섬프 튜브는 먼저 코의 통로를 통해 삽입되어, 식도로 내려가서 위 내에 위치된다. 배치가 확인될 때,
밸브의 이중 미늘이 있는 단부가 환자로부터 연장되는 섬프 튜브의 자유 단부에 부착된다.

  정상 작동시에, 노브는 섬프 튜브로부터 흡인/장관 어댑터 포트까지의 유체 통로를 허용하도록 “개방”위치로 설정된다.
이러한 설정은 주요 루멘을 통해 흡인을 허용한다. 선택적으로, 장관 공급 커넥터는 연속적인 공급이 바람직할 때 흡인 포
트에 부착될 수 있다. 약물 치료 주입이 바람직할 때, 사용자는 주입 포트로 노브를 회전시켜서, 주입 포트를 통해 세척 팁
세척기를 삽입시키고 주요 루멘을 통해 약물 치료를 돕는다. 주입 포트는 넓고 다양한 세척 팁 세척기에 적합하고 일방향
양밸브(bi-valve)를 포함하도록 고무 부품을 포함한다. 이 포트는 환자에게 공급된 유체의 통로를 허용하지만 오염되는 위
의 유체의 역류를 검사하도록 세척기를 제거한 상태로 자동적으로 폐쇄된다.

  노브는 환자 수송에 대비하여 “오프”모드로 회전될 수 있다. 오프 위치는 튜브를 폐쇄시키도록 흡인/공급 포트와 주입/약
물 치료 포트 사이에 있다. 노브 위치와 관계없이, ARV는 항상 작동적이다.

  밸브는 환자 탬퍼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탬퍼 방지 기구를 포함한다. 탬퍼 방지 기구는 노브의 회전을 방지하고 노브
가 회전될 수 있기 전에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는 먼저 내리누르고 노브가 돌려지는 동안 중앙 버튼을 잡는다. 선택
적으로, 탬퍼 방지 기구는 측면 상에 있고 커넥터의 중심을 향하여 눌러져야 하며 노브가 돌려지는 동안 유지된다.

  일체형 ARV는 환류가 배출 루멘(vent lumen)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일방향 밸브는 제거될 수 없고,
따라서 잘못 위치되거나 손실되지 않을 것이다. ARV 위에 위치된 세척 팁 포트는 사용자가 배출 루멘 내로 공기를 쉽게 주
입하게 할 수 있어서 루멘 내에 압력 작동 공기 버퍼(Pressure Activated Air Buffer, PAAB)를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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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중 포트 어댑터는 밸브 시스템 내에 포함되고 성형 플라스틱 부분이며, 섬프 튜브의 제1 및 제2 루멘에 정렬되고
접착된다. 이중 포트 어댑터는 밸브 시스템을 연결한다. 밸브는 사용자가 튜브 유지 또는 커넥터 교체 목적을 위하여 카테
터(catheter)로부터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중 포트 어댑터는 간단하고 인체공학적이며 신뢰 가능한 커넥터 변경을
용이하게 한다.

  본 개시 내용의 밸브 시스템은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있다. 밸브 시스템은 3방향 밸브와 ARV를 파지형 단일 사용 장치
내로 통합시킨다. 일체화된 설계는 시스템의 혼잡성(clutter) 및 전체 복잡성을 감소시킨다. 밸브는 또한 현재의 커텍터에
대해서 소수의 돌출부 및 탭을 포함한다. 이러한 보다 매끄럽고 연속적인 설계는 만약 환자가 장치 위로 구르게 되는 경우
에 환자를 덜 불편하게 한다.

  부가적으로, 일체화된 ARV로, 이 부품이 손실되지 않는다. 밸브 시스템은 역전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단지 한 손 작동을
요구한다. 또한, 장치의 사용은 단순화된 유니버셜 라벨링 및 투명 하우징으로 인하여 직관적이다. 본 밸브 시스템은 또한
환자가 약물 치료를 받거나 세척되는 동안에 우연한 흡인을 방지한다.

  본 밸브 시스템은 환자 또는 비진료 직원에 의해 커넥터의 우연적이거나 고의적인 탬퍼링의 발생률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탬퍼링 방지 기구를 포함한다. 밸브 시스템의 주입 포트는 넓고 다양한 세척 팁 세척기에 개선된 밀봉을 하는 고무 시트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개시 내용의 원리에 따른 밸브 시스템은 제1 단부, 제2 단부 및 그들을 따라 연장하는 제1 통로를 포
함하는 하우징을 구비하여 제공된다. 하우징은 제1 포트 및 제2 포트를 더 포함한다. 밸브 부재는 하우징 내에 배치되고 그
에 대해 이동 가능하다. 밸브 부재는 제1 및 제2 포트와 정렬 및 밀봉된 유체 연통을 위해 구성된 제1 개구를 포함하는 제1
통로의 일부분을 한정한다. 제1 통로의 일부분은 제1 개구보다 더 큰 상대 치수를 갖는 제2 개구를 더 포함한다. 밸브 부재
는, 제2 개구와 하우징의 제2 단부에 인접한 제1 통로 사이에 연속적인 밀봉된 유체 연통을 유지하면서, 제1 개구와 제1
포트 또는 제2 포트 사이에 밀봉된 유체 연통을 달성하도록 조작 가능하다. 밸브 시스템은 그 조작을 촉진하도록 밸브 부
재에 연결된 핸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밸브 부재는 제1 개구와 제1 포트 또는 제2 포트 사이에 밀봉된 유체 연통을 달성하도록 하우징에 대한 회전을 위하여 하
우징 내부에 배치될 수 있다. 밸브 부재는 제1 개구가 제1 포트 또는 제2 포트와 정렬되지 않고 유체 연통이 그 사이에 방
지되는 위치로 조작될 수도 있다.

  대안으로서, 제1 개구는 제1 포트 및 제2 포트와 정렬하여 해제 가능하게 닫혀질 수 있다. 하우징은 제1 개구가 제1 포트
및 제2 포트와의 정렬로부터 해제되도록 밸브 부재를 맞물리게 하는 버튼을 지지할 수도 있다.

  하우징은 그의 제2 단부에 인접하여 배치되고 제1 통로와 유체 연통하고 제2 개구로 연장하는 배관에 연결되며 그에 의
해 지지되는 제3 포트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하우징의 외부 표면은 제1 개구의 위치의 가시적 표시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하우징은 주입 포트와 흡인 포트를 포함하고, 각각은 제1 단부에 인접하여 배치된다. 하우징은 제2 단
부에 인접하여 배치된 부착 포트를 더 포함한다. 밸브 부재는 그 종축에 대한 하우징의 공동 내에서의 회전을 위하여 장착
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하우징은 제1 통로와 유체 연통하고 배관에 연결되는, 제2 단부에 인접하여 배치된, 제3 포트를 포
함한다. 배관은 제2 개구로 연장하고 그에 의해 지지된다. 배관은 제1 포트 및 제2 포트와 제1 통로의 유체 연통을 촉진하
도록 구성된다. 밸브 부재는 배관을 거쳐 제2 개구와 제3포트 사이에 연속적인 밀봉된 유체 연통을 유지하면서 제1 개구와
제1 포트 또는 제2 포트 사이에 밀봉된 유체 연통을 달성하도록 조작 가능하다.

  본 개시 내용의 목적 및 특징은 신규한 것으로 여겨지며, 첨부된 청구항에서 상세한 내용이 개시된다. 다른 목적 및 장점
과 함께 그 구성 및 작동 방식 모두에 관한 본 개시 내용은 이하에 기술되는 첨부 도면과 연관하여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함으로써 잘 이해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개시 내용의 원리에 따른 밸브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사시도이다.

  도2는 분리된 부분들로 도1에 도시된 밸브 시스템의 사시도이다.

  도3은 도1에 도시된 밸브 시스템의 밸브의 말단부의 정면도이다.

  도4는 도1에 도시된 밸브의 기단부의 절결 측면도이다.

  도5는 도4에 도시된 기단부의 다른 실시예의 절결 측면도이다.

  도6은 도1에 도시된 밸브의 캡의 측면 사시도이다.

  도7은 도6에 도시된 캡의 저부 사시도이다.

  도8은 도1에 도시된 밸브의 캡의 측면 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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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9는 도8에 도시된 부분의 저부 사시도이다.

  도10은 도1에 도시된 밸브의 몸체의 사시도이다.

  도11은 주입을 위하여 회전된 캡을 갖는 밸브 시스템의 사시도이다.

  도12는 함께 삽입되는 캐뉼러를 갖는 도11에 도시된 밸브 시스템의 절결 사시도이다.

  도13은 본 개시 내용의 원리에 다른 밸브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의 사시도이다.

  도14는 분리된 부분들로 도13에 도시된 밸브 시스템의 사시도이다.

  도15는 도13에 도시된 밸브 시스템의 상부 단면도이다.

  도16은 도13에 도시된 밸브 시스템의 대체 실시예의 사시도이다.

  도17은 비위관을 포함하는 도13에 도시된 밸브 시스템의 사시도이다.

  도18은 도17에 도시된 어댑터 및 비위관의 일부분의 사시 절결도이다.

  도19는 하우징 섹션이 제거된 상태인 도13에 도시된 밸브 시스템의 대체 실시예의 사시도이다.

  도20은 부분이 분리된 상태인 도19에 도시된 밸브 시스템의 사시도이다.

실시예

  개시된 사용 방법 및 밸브 시스템의 예시적인 실시예는 투약용으로 환자의 신체에 삽입되고, 특히 밸브 시스템의 관점에
서는 장액의 유출을 회피시키고 전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위관의 통로와의 유체의 연통을 달성하도록 조정되는 다중 포
트를 가지는 의학용 시스템의 관점에서 논의된다. 본 발명은 신체로부터 유체를 빨아들이는 것과 같이 환자의 신체로부터
유체를 제거하거나 영양분, 보조제 및 약물 등을 신체로 주입하기 위한 적용예를 찾아낼 것으로 생각된다. 밸브 시스템은
환자의 위의 내용물을 감압시키고 질병, 장폐쇄, 출혈성 궤양, 마비성 궤양에 기인한 GI 트랙으로부터의 축적된 유체, 피
등의 제거를 용이하게 하는 비위관 연결로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또한 생각된다. 밸브 시스템이 위장을 유체가 없는
상태로 유지하고 수술 후에는 저하된 위장 기능과 같은 합병증을 방지하도록 복부 수술용 비위관 연결로서 사용될 수도 있
음이 고려된다. 밸브 시스템은 위의 봉합선 보호, 마비성 장폐색증의 방지와 처리 및 GI 트랙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조건들
뿐만 아니라 약물 과복용, 위장 세척의 처리에 대한 적용예를 발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는 이러한 밸브 시스템을 병원,
위안소, 보호 시설에서 채용할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 있어서, 용어 "근접"은 의사에 가까운 조직 구성의 일부분을 칭하고, 용어 "말단"은 의사로부터 먼 부분
을 칭할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용어 "환자"는 논의되는 바와 같이 제거 및 주입을 포함하는 투약되는
유체를 가지는 사람 환자 또는 다른 동물을 칭한다. 본 명세서에 따르면, 용어 "의사"는 의학적 배관으로서 의사, 간호사 또
는 간호 보조자를 칭하고 보조인을 포함할 수도 있다.

  첨부 도면에서 설명되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가 상세히 참조될 것이다. 유사한 구성 요소가 수 개의 도면을 통해
유사한 도면 부호로 표시된 도면을 살펴보면, 먼저 도1 및 도2에 있어서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비위관 시스템(20)이 도
시된다.

  비위관 밸브 시스템(20)은 종축(x)을 형성하는 밸브 커넥터(22) 및 제1 통로(26)의 제2 부분(24)을 포함한다. 밸브 커넥
터(22)는 또한 이격되고 실질적으로 평행 정렬인 흡입 포트(28) 및 주입 포트(30)를 포함한다. 흡입 포트(28) 및 주입 포트
(30)는 제1 통로(26)의 부분(24)과 흡입 포트(28) 또는 주입 포트(30) 사이에서의 유체 연통을 달성하도록 조정 가능하다.
이러한 구성은 본 명세서에서 설명될 바와 같이 유리하게는 장액의 유출을 회피시키고 전염을 최소화시킨다.

  휴대 가능한 밸브 커넥터(22)의 부품 부분은 제거 및 주입을 포함하는 환자로의 유체 투여를 위한 비위관 연결 적용예에
적합한 재료로 제조된다. 이들 재료는 특정 비위관 연결 적용예 및/또는 의사의 기호에 따라 스테인레스 강 및 알루미늄과
같은 의학용 금속뿐만 아니라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실리콘 등과 합체될 수도 있는, 의료용으로 적합하고 가용성으
로 반경질 및 강성 플라스틱 재료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기술 분야의 숙련자는 본 발명에 따라 조립 및 제조에 적
합한 다른 재료 및 제조 방법도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위관 시스템(20)은 유체 루멘(34) 및 배출 루멘(36)을 가지는 가요성 비위관(32)을 포함한다. 유체 루멘(34) 및 배출
루멘(36)은 나란히 평행 관계로 배치되고 비위관(32)의 근접 단부(37)로부터 말단 단부(44)로 연장한다. 비위관(32)이 일
체식으로 형성되거나, 다르게는 유체 루멘(34) 및 배출 루멘(36)이 별도로 형성되고 이어서 일체식으로 접합될 수도 있음
이 고려된다. 유체 루멘(34) 및 배출 루멘(36)은 부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이 고려된다.

  유체 루멘(34)은 환자(도시 생략)의 GI 트랙으로부터 유체를 빨아들이거나 영양분, 보조제, 약물 등을 환자에게 주입하도
록 구성된다. 배출 루멘(36)은 빨아들이는 동안 유동 및 흡입량을 조절하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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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 가능할 수도 있는 비위관(32)의 부품 부분은 제거 및 주입을 포함하는 환자로의 유체의 투여를 위한 비위관 연결 적
용예에 적합한 재료로 제조된다. 이들 재료는 특정 비위관 연결 적용예 및/또는 의사의 기호에 따라 의료용의 가요성 금속
뿐만 아니라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실리콘 등과 합체될 수도 있는, 의료용으로 적합하고 가용성으로 반경질 및 강성
플라스틱 재료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기술 분야의 숙련자는 본 발명에 따라 조립 및 제조에 적합한 다른 재료 및
제조 방법도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유체 루멘(34)은 제1 통로(26)의 제1 부분(38)을 형성한다. 배출 루멘(36)은 제2 통로(42)의 제1 부분(40)을 형성한다.
제1 통로(26) 및 제2 통로(42)는 비위관(32)의 말단 단부(44)에 인접하여 유체적으로 연통한다. 제1 통로(26) 및 제2 통로
(42)는 말단 단부(44)로부터 떨어져서 유체적으로 연통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르게는, 제1 통로(26) 및 제2 통로
(42)는 그 사이의 연통을 원활하게 하는 적절한 구조물, 예를 들면 연결 공동, 개구 등을 통해 밸브 커넥터(22) 내부에서 유
체적으로 연통할 수도 있다.

  밸브 커넥터(22)는 예를 들면 근접 단부(46)와 같은 제1 단부 및 예를 들면 말단 단부(48)와 같은 제2 단부를 가진다. 도3
을 참조하면, 말단 단부(48)는 유체 포트(52) 및 배출 포트(54)를 포함한다. 말단 단부(48)는 유체 포트(52) 및 배출 포트
(54)가 각각 유체 루멘(34) 및 배출 루멘(36)에 의해 수용되도록 비위관(32)의 근접 단부(37)에 부착된다. 유체 포트(52)
및 배출 포트(54)는 밸브 커넥터(22)와 비위관(32) 사이의 유체 밀봉 결합을 유지하도록 마찰식 간섭 끼워 맞춤으로 유체
루멘(34) 및 배출 루멘(36)의 각각의 내부면과 미끄럼 가능하게 결합한다. 밸브 커넥터(22)는 제1 통로(26)의 제2 부분
(24) 및 제2 통로(42)의 제2 부분(50)을 포함한다.

  도4 내지 도7을 참조하면, 밸브 커넥터(22)는 흡입 포트(28) 및 주입 포트(30)를 포함하는 회전 가능한 실린더형 외부 캡
(56)을 가진다. 캡(56)은 제1 통로(26)의 제2 부분(24)과의 유체 연통을 달성하기 위해 흡입 포트(28) 및 주입 포트(30)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구성된다. 캡(56)은 그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사각형, 다각형 등과 같은 단면 형상을 가질
수도 있다. 캡(56)은 특정 적용예의 요구 조건에 따라 예를 들면 직경, 길이 등에 대해 다양한 치수를 가질 수도 있다.

  캡(56)은 유체 루멘(34)을 통해 유체를 빨아들이기 위해 흡입 포트(28)와 제1 통로(26) 사이에서의 유체 연통을 달성하
도록 도1에서의 화살표 A에 도시된 방향(반시계 방향)으로 의사에 의해 수동으로 회전된다. 다르게는, 캡(56)은 영양분,
보조제 및 약품 등을 환자에게 주입하기 위해 주입 포트(30)와 제1 통로(26) 사이의 유체 연통을 달성하도록 도11에서의
화살표 B에 의해 도시된 방향(시계 방향)으로 의사에 의해 수동으로 회전된다. 캡(56)은 흡입 포트(28)로부터 주입 포트
(30)로의 유체 연통을 대신하기 위해 대략 120도의 각도에 걸쳐 회전 가능하다.

  캡(56)은 흡입 포트(28) 또는 주입 포트(30)와 제1 통로(29) 사이에서의 유체 연통을 달성하기 위해 360도에 이르는 각
도에 걸쳐 다양한 회전 각도로서 시계 및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될 수도 있음이 고려된다. 또한 캡(56)은 유체 연통을 달성
하기 위해 종축(x)에 대해 축방향으로 조정되어 일정 각도로 회전될 수도 있음이 고려된다. 캡(56)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
라 흡입 포트(28) 및 주입 포트(30)와의 유체 연통을 달성하도록 기계화, 동력화 및 컴퓨터화 된 장치에 의해 회전될 수도
있다.

  흡입 포트(28)는 종축(x)을 따라 축방향으로 연장하고 예를 들면 진공 펌프 등과 같은 흡입원(도시 생략)에 연결되는 흡
입 배관(도시 생략)에 의한 수용을 위해 구성된다. 흡입 포트(28)는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은 일련의 플랜지(58)를 가진다.
플랜지(58)는 그와 함께 흡입 배관을 유지하도록 갈고리형 형상을 형성한다. 일련의 플랜지(58)는 특정 적용예에 따라 유
지를 용이하게 하도록 일정, 증가 및 감소하는 등의 직경으로 배열될 수도 있다.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흡입 포트(28)의
대체 실시예가 도시되고, 이는 감소하는 직경 순으로 배열된 플랜지(158)를 포함한다.

  도8 내지 도10을 참조하면, 밸브 커넥터(22)는 부분(60) 및 본체(62)를 포함한다. 부분(60)은 캡(56) 내부에 배치되고 대
응되게 구성된 본체(62)의 단차부(66)와 결합 및 끼워 맞춤하도록 구성된 단차부(64)를 가진다. 부분(60)은 예를 들면, 고
무 등과 같은 탄성 재료로 제조되고 흡입 포트(28) 또는 주입 포트(30)와 제1 통로(26) 사이의 유체 연통을 달성하기 위해
캡(56)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구성된다. 캡(56)은 흡입 포트(28) 또는 주입 포트(30)를 원하는 바와 같이 제1 통로
(26)와 정렬시키도록 부분(60)에 대해 회전하고, 이는 이후 더 설명될 것이다. 부분(60)의 탄성 재료는 유체 연통 동안 제1
통로(26)의 밀봉을 가능하게 한다. 부분(60)이 가용성이 적은 플라스틱 또는 적절한 금속으로 제조될 수도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주입 포트(30)는 부분(60) 내에 형성되는 폐쇄 밸브(68)를 보통 포함한다. 정상 폐쇄형 밸브(68)는 격막(70)의 두께에 걸
쳐 형성되는 연장 슬릿(72)을 가지는 탄성적으로 변형 가능한 격막(70)을 포함한다. 격막(70)의 전체 또는 일부분만이 탄
성적으로 변형 가능한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격막(70)은 영양분, 보조제 및 약물 등을 환자에게 주입하기 위해 캐뉼러(74, 도12)가 제1 통로(26)와 캐뉼러(74) 사이에
서의 유체 연통을 달성하도록 연장 슬릿(72)과 결합 가능하도록 탄성적으로 변형 가능하다. 격막(70)은 슬릿(72)을 통해
캐뉼러(74)를 통과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축(x)에 대해 일정 각도의 배향을 가진다. 격막(70)이 예를 들면 예
각, 직각 등과 같이 종축(x)에 대해 다양한 각도의 배향으로 방향을 취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급 펌프 등은 환자
의 지속 또는 간헐 공급을 위해 격막(70)을 통해 주입 포트(30)와 함께 주입될 수도 있다.

  격막(70)은 밸브 커넥터(22)의 외부 표면(76)에 대해 오목하다. 밸브 커넥터(22) 및 정상 적인 폐쇄 밸브(68)는 오목한
실린더형 공동(78)을 형성하도록 협동한다. 밸브 커넥터(22) 또는 정상적인 폐쇄 밸브(68)는 개별적으로 공동(78)을 형성
할 수도 있음이 고려된다. 공동(78)은 격막(70)을 포함한다.

  부분(60)은 흡입 개구(80)를 포함한다. 흡입 개구(80)는 흡입 포트(28)와 제1 통로(26) 사이의 연통을 용이하게 한다. 상
승된 립부(81)는 흡입 개구(80) 주위에서 부분(60)의 표면(83) 상에 주연 방향으로 배치된다. 표면(83)은 상승된 립부(81)
가 밀봉을 용이하게 하고 비위관 시스템(20)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캡(56)의 내부 표면과 인접 결합하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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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캡(56)은 도1에 화살표(A)로 도시된 방향(반시계방향)으로 수동으로 회전되어 흡입 포트(28)와 제1 통로(26) 사
이의 유체 연통을 확립한다. 상승 립부(81)은 캡(56) 내에 흡입 포트(28)의 개구와 꼭 맞게 끼워져서 캡(56)이 부품(60)에
장착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구성은 흡입동안 제1 통로(26)로부터의 누수를 방지한다. 흡입 포트(28)와 상승 립
부(81)의 스냅 끼워 맞춤 결합 등을 통해 촉각적인 피드백이 의료인에게 제공되어 흡입 포트(28)와 제1 통로(26) 사이에
유체 연통이 확립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런 촉각적인 피드백은 제1 통로(26)의 밀봉부와 흡입 개구(80)를 갖는
흡입 포트(28)의 장착을 나타낸다.

  다르게는, 캡(56)은 도11에 화살표(B)로 도시된 방향(시계방향)으로 수동으로 회전되어 주입 포트(30)와 제1 통로(26)
사이의 유체 연통을 확립한다. 이런 배향에서, 상승 립부(81)은 캡(56)의 내부면과 결합하여 흡입 개구(80)를 밀봉한다. 이
런 구성은 주입 포트(30)와 제1 통로(26) 사이의 유체 연통동안 흡입 포트(28)로부터의 진공 누수를 방지한다. 상승 립부
(81)은 특정 용도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기하 형상, 두께, 높이 등을 가질 수 있다. 상승 립부(81)은 또한 예컨대 간헐적이
거나, 파상적이거나 기타 등등과 같이 흡입 개구(80)에 대해 다양하게 배치될 수 있다.

  정상시 폐쇄형 밸브(68)가 본체(62)의 경사진 유동 통로(82)와의 정렬을 위해 흡입 개구(80)에 인접하여 배치된다. 유동
통로(82)는 부품의 정상시 폐쇄형 밸브(68)와 흡입 개구(80)가 함께 위치되어 정렬되기에 충분한 치수의 폭(a)을 갖는다.
이런 구성은 부품(60)에 대한 캡(56)의 회전시 주입 포트(30) 또는 흡입 포트(28)와의 유체 연통을 확립을 효과적으로 용
이하게 한다. 흡입 개구(80)와 정상시 폐쇄형 밸브(68)가 제1 통로(26)와 정렬함에 따라, 흡입 포트(28)나 주입 포트(30)
는 환자에게 유체를 주입시키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 조정될 수 있다. 흡입 포트(28)와 삽입 포트(30)가 조작되어 제1 통로
(26)와 흡입 포트(28) 및 삽입 포트(30) 사이에 유체 연통을 동시에 확립시킨다.

  상승 립부(85)은 경사진 유동 통로(82)의 개구(89)에 대해 본체(62)의 표면(87) 상에 배치된다. 표면(87)은 상승 립부
(85)이 비위관 밸브 시스템(20)의 누수를 방지하고 밀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품(60)의 표면(91)과의 인접 결합하도록
구성된다. 상승 립부(85)은 사용동안 제1 통로(26)로부터의 누수를 방지하도록 표면(91)과 결합한다. 상승 립부(85)은 특
정 용도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기하 형상, 두께, 높이 등을 가질 수 있다. 상승 립부(85)은 또한 예컨대 간헐적이거나, 파상
적이거나 기타 등등과 같이 경사진 유동 통로(82)에 대해 다양하게 배치될 수 있다.

  도1 및 도2를 다시 참조하면, 제2 통로(42)의 제2 부분(50)은 릴리프 포트(84)를 포함한다. 릴리프 포트(84)에는 밸브 커
넥터(22)가 배치되고 외부면(76)으로부터 돌출된다. 릴리프 포트(84)는 배출 루멘(36) 및 제2 통로(42)와 연통하는 개구
(86)를 포함한다. 배출 루멘(36), 제2 통로(42) 및 릴리프 포트(84)는 흡인동안 유동 및 흡입양을 조작하도록 구성된다. 릴
리프 포트(84)가 비위관(32)에 채택될 수 있다. 캡(88)과 밸브(90)는 릴리프 포트(84)에 장착된다. 캡(88)은 배출 루멘(36)
과 연통하는 (도시되지 않은) 캐뉼러 등을 수용하도록 구성된 개구(92)를 한정한다. 릴리프 포트(84)는 대기, 배출원 등에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캡(88)은 일방향 밸브, 양방향 밸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작동시, 본 명세서에 개시된 원리에 따라 기재된 것과 유사한 밸브 시스템(20)이 환자에게 유체를 투여하도록 제공된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비위관(32) 및 밸브 커넥터(22)를 포함하는 밸브 시스템(20)이 제조되고 적절하게 살균되
며 저장, 선적 및 사용을 위해 준비된다. 비위관(32)은 유체 루멘(34) 및 배출 루멘(36)이 각각 논의된 바와 같이 유체 포트
(52) 및 배출 포트(54)를 수용하도록 조작된다. 따라서, 비위관(32)은 제1 통로(26)의 제1 부분(38)과 제2 부분(24)이 유
체 연통하도록 밸브 커넥터(22)에 부착된다. 제2 통로(42)의 제1 부분(40)과 제2 부분(50)은 또한 유체 연통한다.

  의료인은 비위관(32)의 말단(44)을 콧구멍 중 하나를 통해 (도시되지 않은) 환자의 비관(nasal canal)을 관통하여 주입시
킨다. 말단(44)은 인두를 관통하여 식도 아래로 GI 트랙으로 통한다. 말단(44)은 예컨대 유체 흡인, 약물 투여, 음식물 섭취
등과 같은 특정 용도에 따라 샘창자, 위 등 내로 이어진다. 여러 개의 개구(94)가 말단(44)에 형성되어 위액, 영양소, 약물
등의 통과를 허용한다.

  캡(56)이 회전되어 흡입 포트(28)와 주입 포트(30)가 조작됨으로써 주입 포트(30)나 흡입 포트(28) 및 제1 통로(26)의 제
2 부분(24) 사이에 유체 연통을 확립한다. 도1을 참조하면, 화살표(A)로 도시된 방향(반시계방향)으로 수동으로 회전되어
흡입 포트(28)와 제1 통로(26) 사이의 유체 연통을 확립하여 유체 루멘(34)을 통해 환자의 몸에서 유체를 흡인한다. 전술
한 바와 같이 상승 립부(81)은 캡(56) 내에 흡입 포트(28)의 개구와 꼭 맞게 끼워져서 의료인에게 제1 통로(26)가 밀봉되
고 유체 연통이 확립되었다는 것을 촉각적으로 피드백한다. 밸브 시스템(20)은 수집된 유체를 보유하는 수집 용기 등에 연
결될 수 있다.

  도11을 참조하면, 다르게는 캡(56)은 의료인에 의해 화살표(B)로 도시된 방향(시계방향)으로 수동으로 회전되어 주입 포
트(30)와 제1 통로(26) 사이의 유체 연통을 확립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승 립부(81)은 캡(56)의 내부면과 결합하여 흡
입 개구(80)를 밀봉한다. 일 실시예에서, 전술된 바와 같이 캐뉼러(74)는 정상시 폐쇄형 밸브(68)에 삽입되어 영양소, 보충
제, 약물 등을 환자의 몸에 주입시킨다. 밸브 시스템(20)은 공급 펌프 등에 연결되어 일정하거나 간헐적인 공급을 제공한
다. 이런 구성은 장의 유체 손실을 방지하고 질병 전염을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이다.

  비위관 밸브 시스템(20)은 당해 기술 분야에게 공지된 바와 같이 환자의 진단, 치료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체 측정
및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자 공학 및/또는 프로세싱 성분을 포함한다.

  도13 내지 도15를 참조하면, 전술한 것과 유사하고 밸브(222)를 포함하는 비위관 밸브 시스템(20)의 다른 실시예가 도시
되어 있다. 밸브(222)는 제1 단부(226)와 제2 단부(228)를 한정하는 하우징(224)을 포함한다. 하우징(224)은 또한 종축
(x)을 한정하고, 그것을 따라 연장된 제1 통로(230)를 포함한다. 하우징(224)은 예컨대 주입 포트(232)와 같은 제1 포트
와, 예컨대 흡입 포트(234)와 같은 제2 포트를 포함한다. 주입 포트(232)와 흡입 포트(234)는 제1 단부(226)에 인접하여
배치된다. 포트(232, 234)는 평행하게 정렬되거나, 오프셋되거나, 경사지게 또는 다르게 배치될 수 있다. 하우징(224)은
예컨대 인접한 제2 단부(228)에 배치된 부착 포트(236)와 같은 제3 포트를 포함한다. 부착 포트(236)는 비위관(238)과의
연결을 쉽게 한다(도17 참조). 제1 통로(230)는 예컨대 단일이거나, 가지가 있는 등의 형상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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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브 부재(240)는 종축(x)에 대해 하우징(224)의 공동(242) 내에서 회전하도록 장착된다. 밸브 부재(240)는 앞으로 논
의되는 바와 같이 제1 위치에서 주입 포트(232)와 정렬 및 밀봉식 유체 연통하도록 구성된 제1 개구(246)를 포함하는 제1
통로(230)의 부분(244)을 한정한다. 제1 개구(246)는 또한 제2 위치에서 흡입 포트(234)와 정렬 및 밀봉식 연통하도록 구
성된다.

  부분(244)은 앞으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제1 개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치수를 갖는 제2 개구(248)를 포함하고, 제1 통
로(230)와 연속적인 유체 연통을 확립하도록 구성된다. 밸브 부재(240)는 제2 개구(248)와 부착 포트(236) 사이의 연속적
인 밀봉 유체 연통을 유지하면서 제1 개구(246) 및 주입 포트(232) 또는 다르게는 흡입 포트(234) 사이의 밀봉된 유체 연
통을 확립하도록 회전가능하다. 이런 구성은 본 명세서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장의 유체 손실을 방지하고 질병 전염을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이다.

  비위관 밸브 시스템(20)은 유체 루멘(250)과 배출 루멘(252)을 갖는, 도1 내지 도12와 관련하여 설명된 것과 유사한 가
요성 비위관(238)을 포함한다. 유체 루멘(250)과 배출 루멘(252)은 평행한 관계로 나란히 배치되며, 기단부(254)로부터
말단부로 연장된다. 유체 루멘(250)은 제1 통로(230)의 제1 부분을 한정한다. 배출 루멘(252)은 제2 통로(255)의 일부를
한정한다. 제1 통로(230)와 제2 통로(255)는 도2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비위관(238)의 말단에 인접하여 유체 연통한다.

  하우징(224)은 예컨대 상부(256)와 같은 제1 섹션과, 예컨대 바닥부(258)와 같은 제2 섹션을 갖는다. 상부(256)와 바닥
부(258)는 밸브(222)의 구성 성분들을 둘러싸도록 함께 조립된다. 상부(256)와 바닥부(258)는 서로 초음파 접합되지만,
접착제, 클립 등을 채택하여 다르게 조립될 수 있다.

  (도18의) 어댑터(262)는 밸브(222)와 튜브(238) 사이의 밀봉 유체 연통을 제공하도록 도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위관
(238)의 배출 루멘(252)과 유체 루멘(250)에 접합된 배출 루멘(266) 및 유체 루멘(264)을 포함한다. 어댑터(262)는 관
(262)과 밸브(222)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고, 사용자가 밸브(222)에서 관(238)을 쉽게 분리하여 보수 및 교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어댑터(262)는 관(238)에 접합되고, 변형 릴리프를 제공하도록 관(238)의 외부면에 접합하는 주연에 표면
(267)을 포함한다. 어댑터(262)는 비위관(238)에 초음파 접합, 접착, 단일 결정식 성형될 수 있다. 어댑터(262)는 연화, 반
경화 또는 경화 물질로 제조될 수 있으며, 파지 및 조작을 강화하기 위해 큰 치수의 기하 형상, 표면 직조(texturing), 리빙
(ribbing) 또는 추가적인 재료를 포함한다.

  제2 단부(228)는 부착 포트(236)와 배출 포트(260)를 포함한다. 제2 단부(228)는 부착 포트(236)와 배출 포트(260)가
유체 루멘(264)과 배출 루멘(266)에 각각 수용되도록 어댑터(262)에 부착된다. 부착 포트(236)와 배출 포트(260)는 루멘
(250, 252)과 각각 대응하는 유체 연통을 용이하게 하는 유체 루멘(264)과 배출 루멘(266)의 각각의 내부면과, 밸브(222)
와 비위관(238) 사이의 유체 밀봉 결합을 유지하도록 마찰 간섭 끼워 맞춤으로, 활주식으로 결합한다.

  밸브 부재(240)는 복수의 위치로의 제1 개구(246)의 회전을 위해 공동(242)내에 장착된다. 밸브 부재(240)는 도15에 화
살표 A로 도시된 바와 같이, 종축(x)에 대하여 시계 및 반시계 방향으로의 제1 개구(246)의 회전을 촉진하도록, 그리고,
그 조작을 위해, 예로서, 선택 노브(268) 같은 핸들을 포함한다. 선택 노브(268)는 예로서, 개방 위치(미도시) 같은 제1 위
치로 개구(246)를 회전시키도록 조작될 수 있다.

  개방 위치에서, 개구(246)는 흡입 포트(234)와 정렬되고, 밀봉식으로 유체 연통된다. 사용자에 대한, 개구(246)가 개방
위치에 있다는 것의 표시는 하우징(224)의 외부면으로부터 표시된 시각적 표시에 의해 제공된다. 시각적 표시는 흡입 포
트(234)로 향하는 밸브 부재(240)의 화살표 B 및 개구(246)의 위치에 대응하는 상승면을 포함한다. 상승면에 대한 대안으
로, 함몰부, 기계적 오목부, 발광면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밸브(22)는 사용된 시각적 표시에 유사한 촉각적 및 청각적
지표를 채용할 수도 있다.

  개구(246)는 개구(246)가 주입 포트(232)와 정렬 및 밀봉식으로 유체 연통하도록 예로서, 주입 위치(도15) 같은 제2 위
치로 회전될 수 있다. 개구(246)가 주입 위치에 있다는 사용자에 대한 표시는 하우징(224)의 외부면으로부터 표시된 시각
적 표시에 의해 제공된다. 또한, 개구(246)는 개구(246)가 포트(232, 234)와 정렬되지 않고, 그 사이의 유체 연통이 방지
되는 예로서, 오프 위치(도1) 같은 제3 위치로 회전될 수 있다. 개구(246)가 오프 위치에 있다는 사용자에 대한 표시는 하
우징(224)의 외부면으로부터 표시되는 시각적 표시에 의해 제공된다.

  밸브 부재(240)는 그를 통해 형성된 보어(270)를 포함하는 중실 코어 스톱콕을 가진다. 보어(270)는 원형 개구(246)로부
터 제2 개구(248)의 넓은 난형 구조로 벌어진다. 이 구조는 밸브 부재(240)의 조작 동안 제1 통로(230)와 제2 개구(248)
사이의 연속적 밀봉식 유체 연통을 유지하면서, 밸브 부재(248)의 회전을 유리하게 수용한다. 도19 및 도20에 도시된 바와
같은 대안 실시예에서, 하우징(324)의 상단부(356) 및 저면부(358) 내에 장착된 밸브 부재(240)는 균일한 보어(370)를 형
성한다. 배관(372)은 제1 통로(230)와의 유체 연통을 위해 보어(370)내에 배치되며, 부착 포트(236)에 연결한다. 배관
(372)은 개구(346)로 연장하며, 제1 통로(230)와의 연속적 유체 연통을 촉진하도록 구성된다. 배관(372)은 주입 포트
(232) 및 제2 포트(234)와 유체 연통을 형성하도록 밸브 부재(240)와 함께 회전하도록 유연하다. 각각 포트(232, 234)와
정렬된 개구(376, 378)를 가지는 개스킷(374)은 제1 통로(230)와의 유체 연통을 촉진하도록 하우징(324)내에 장착된다.
이 구성은 흐름 통로 체적 및 표면적을 최소화한다.

  밸브 부재(240)는 그 조작을 용이하게 하도록 예로서, 직사각형, 다각형 등 같은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밸브 부재
(240)는 특정 적용예의 요구에 따라 예로서, 직경, 길이 등에 관하여 가변적으로 치수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된다. 밸
브 부재(240)는 예로서, 고무 등 같은 엘라스토머성 재료로 제조되며, 그 조작을 용이하게 하고, 유체 연통을 형성하도록
구성된다. 다른 반 강성 및 강성 재료도 고려된다.

  밸브 부재(240)는 제1 통로(230)와 포트(232, 234) 사이에 유체 연통을 형성하도록 360°를 포함하여, 그까지의 각도를
통한 가변적 회전 정도로 시계 및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된다. 밸브 부재(240)는 유체 연통을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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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종축(x) 등에 대하여 각도방향으로 회전 및 축방향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 추가로 고려된다. 밸브 부재(240)는
본 내용의 원리에 따라 포트(232, 234)와의 유체 연통을 형성하도록 기계적, 동력적, 연산적 장치 등에 의해 회전될 수 있
다.

  개구(246)는 밸브(222)의 탬퍼 방지 메커니즘을 경유하여 개방 위치, 주입 위치 및 오프 위치에 해제가능하게 로킹된다.
훼손 방지 메커니즘은 해제 버튼(280)에 연결된 차단 부재(미도시)를 포함하고, 이 차단 부재는 주입 위치에서 주입 포트
(232)와 정렬하여, 개방 위치에서 흡입 포트(234)와 정렬하여 그리고 오프 위치에서 정렬상태를 벗어나 개구(246)를 고정
하도록 밸브 부재(240)와 결합한다. 차단 부재(240) 사이의 이런 결합은 노브(268)의 회전을 방지하며, 노브(268)가 회전
될 수 있기 이전에 비활성화된다. 해제 버튼(280) 및 블록 부재는 예로서, 스프링 부하식, 캠 배열체, 피봇 구조체 등 같은
밸브 부재(240)의 차단 및 해제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런 공지된 구조체를 포함한다.

  하우징(222)은 특정 위치에서의 정렬로부터 제1 개구(246)를 해제하기 위해 밸브 부재(240)와 결합하는 해제 버튼(280)
을 지지한다. 의료인은 노브(268)를 조작하면서 버튼(280)을 누른다. 도16에 도시된 바와 같은 대안 실시예에서, 설명된
버튼(280)과 유사한 탬퍼 방지 해제 버튼(282)이 하우징(224)의 측방향 부분상에 배치된다.

  흡입 포트(234)는 종축(x)으로부터 다소 오프셋된 각도로 연장하며, 예로서, 진공 펌프 등 같은 흡입 소스(미도시)에 연
결되는 흡입 배관(미도시)에 의해 수용되도록 구성된다. 흡입 포트(234)는 일련의 플랜지(272)를 가지며, 이 플랜지는 흡
입 배관을 그와 함께 유지하도록 가시형 구조를 형성한다. 일련의 플랜지(272)가 특정 적용예에 따라 유지를 용이하게 하
도록 균일한, 증가하는, 감소하는 등의 직경으로 배열될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플랜지(272)는 증가하는 직경의 순서로
배열될 수 있다. 흡입 포트(234)는 연속적 공급이 필요할 때 장관 어댑터(274)를 포함할 수 있다. 어댑터(274)는 흡입 포
트(234)에 접합되고, 대안적으로, 부착, 단체형 등으로 형성될 수 있다.

  주입 포트(232)는 정상 폐쇄형 밸브(276)를 포함하며, 이는 포트(232)에 접합된 밸브 어댑터(278)내에 형성된다. 정상
폐쇄형 밸브(276)는 격벽의 두께를 통해 형성된 신장형 슬릿을 구비하는 탄성 변형가능한 격벽을 포함한다.

  격벽은 영양물, 보충제, 약물 등을 환자에게 주입하기 위해, 캐뉼러(미도시)가 그와 결합하여 캐뉼러와 제1 통로(230) 사
이에 유체 연통을 형성할 수 있도록 탄성 변형될 수 있다. 공급 펌프 등이 환자의 상시 또는 간헐적 공급을 위해 격벽을 경
유하여 주입 포트(30)로 주입될 수 있다.

  제2 통로(255)는 릴리프 포트(260)를 포함한다. 릴리프 포트(260)는 제2 통로(255) 및 배출 루멘(252)과 연통하는 개구
(284)를 포함한다. 배출 루멘(252), 제2 통로(255) 및 릴리프 포트(260)는 흡출 동안의 흐름 및 흡입량을 규제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 릴리프 포트(260)가 비위관(238)을 제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된다. 역류 방지 포트(286) 및
역류 방지 밸브(288)는 릴리프 포트(260)와 유체 연통하여 하우징(224)과 함께 장착된다. 역류 방지 밸브(288)는 배출 루
멘(252)을 통한 탈출로부터 역류를 방지하고, 밸브 부재(240)의 위치에 무관하게, 역류 방지 밸브(288)는 항상 작동한다.

  역류 방지 포트(286)는 배출 루멘(252)과의 연통을 위해, 캐뉼러(미도시) 등의 통과를 수용 및 허용하도록 구성된 멤브레
인(290)을 형성한다. 역류 방지 포트(286)는 사용자가 공기를 배출 루멘(252)내로 주입할 수 있게 하며, 배출 루멘(252)내
에 압력 활성화식 버퍼를 형성한다. 릴리프 포트(260)는 대기, 통기 소스 등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된다. 캡(286)은
일방 밸브, 이방 밸브 등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추가로 고려된다.

  작동시, 본 내용의 원리에 따른, 도13 내지 도20에 관하여 설명된 바와 유사한 밸브 시스템(20)이 환자에 대한 유체의 투
약을 위해 제공된다. 설명된 것들과 유사한, 밸브(222) 및 비위관(238)을 포함하는 밸브 시스템(20)의 구성요소는 보관,
배송 및 사용을 위해 제조, 적절히 살균 및 기타 방식으로 준비된다. 비위관(238)은 제1 통로(230) 및 제2 통로(255)와의
유체 연통을 형성하기 위해 밸브(222)에 부착된다.

  의료인은 비위관(238)의 말단 단부를 콧구멍 중 하나를 경유하여 환자(미도시)의 비관(nasal canal)을 통해 주입한다. 비
위관(238)의 말단 단부는 인두를 통해, 식도 아래로 GI 트랙 내로 통과된다. 비위관(238)의 말단 단부는 예로서, 유체 흡
출, 약물의 주입, 공급 등 같은 특정 적용예에 따라, 샘창자, 위 등내로 통과될 수 있다.

  노브(268)는 유체 루멘(250)과 흡입 포트(234) 사이의 유체 연통을 형성하도록 상술된 시각적 표시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은 개방 위치로 밸브 부재(240)의 개구(246)를 회전시키기 위해 조작된다. 개방 위치 설정은 유체 루멘(250)을 통한 흡
입을 촉진한다. 밸브 시스템(20)은 수집된 유체를 유지하도록 수집 맥관 등에 연결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장관 공급 어댑
터(274)가 연속적 공급을 위해 흡입 포트(234)에 부착된다.

  유체 루멘(250)으로의 약물 주입이 필요할 때, 노브(268)가 상술된 바와 같이 주입 위치로 조작될 수 있기 이전에 해제
버튼(280)이 비활성화된다. 사용자는 노브(268)를 조작하면서 버튼(280)을 누르고 유지한다. 노브(268)는 화살표 A로 도
시된 바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주입 포트(232)로 개구(246)를 회전시키도록 조작되고, 시각적 표시에 의해 확인된다. 사용
자는 버튼(280)을 해제하여 차단 부재를 활성화시키고, 밸브 부재(240)를 주입 위치에 고정한다. 액체 공급 팁 주사기(미
도시)가 정상 폐쇄형 밸브(276)를 통해 약물 등을 유체 루멘(250)을 통해 투약하기 위해 주입된다. 정상 폐쇄형 밸브(276)
는 오염성 위액의 역류를 차단하도록 주사기의 제거시 자동으로 폐쇄된다. 밸브 시스템(20)은 상시 또는 간헐적 공급을 제
공하도록 공급 펌프 등에 연결될 수 있다.

  환자 수송이 필요할 때, 환자 수송의 준비시, 사용자는 버튼(280)을 누르고 유지하며, 노브(268)를 시각적 표시에 의해서
확인되는 바와 같은 오프 위치로 개구(246)를 회전시키도록 조작한다. 사용자는 버튼(280)을 해제하여 차단 부재를 활성
화시키고, 밸브 부재(240)를 오프 위치에 고정한다. 밸브 시스템(20)의 구조는 장액의 누설을 피하고, 질병 전파를 최소화
하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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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기술된 실시예에 대한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설명은 제한으로서
해석되지 않아야 하며, 단지 다양한 실시예의 예시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본 기술의 숙련자는 첨부된 청구범위의 개념 및
범주 내에서 다양한 변형을 안출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단부, 제2 단부 및 이를 따라 연장된 제1 통로를 구비하고 제1 포트와 제2 포트를 더 구비하는 하우징과,

  하우징 내에 배치되고 그에 대해 이동 가능한 밸브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밸브 부재는 상기 제1 포트와 제2 포트의 밀봉
된 유체 연통 및 정렬용으로 형성되고 제1 개구를 구비한 제1 통로의 일부를 한정하고, 상기 제1 통로의 일부는 제1 개구
보다 비교적 더 큰 치수를 가진 제2 개구를 구비한 밸브.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밸브 부재는 제1 개구와 제1 포트 또는 제2 포트 사이의에 밀봉된 유체 연통을 형성하도록 이에 대
해 회전을 위해 하우징 내에 배치된 밸브.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밸브 부재는 제1 개구가 제1 포트 또는 제2 포트와 정렬하지 않고 유체 연통이 그 사이에서 방지되
도록 일정 위치로 조작가능한 밸브.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조작을 용이하게 하도록 밸브 부재에 연결된 핸들을 더 포함하는 밸브.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제1 개구는 제1 포트 또는 제2 포트와 정렬하여 해제식으로 로킹가능한 밸브.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제1 포트와 제2 포트의 정렬로부터 제1 개구를 해제하도록 밸브 부재를 결합시키는 버튼
을 지지하는 밸브.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포트는 제1 통로 안으로 유체의 주입용으로 형성된 밸브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입 포트는 정상 폐쇄형 밸브를 포함하는 밸브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정상 폐쇄형 밸브는 격벽의 두께를 통해 형성된 신장형 슬릿을 구비한 탄성 변형가능한 격벽을 포
함하는 밸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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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릴리프 포트를 포함하는 제2 통로를 더 포함하는 밸브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하우징 내에 배치된 상기 제1 통로 및 제2 통로는 비위관과 유체식으로 연통하는 밸브 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제1 통로와 유체식으로 연통하고 제2 개구로 연장되고 이에 따라 지지되는 배관에 연결
된, 제2 단부에 인접하게 배치된 제3 포트를 더 포함하고, 상기 배관은 제1 통로와 제1 포트 및 제2 포트의 유체 연통을 용
이하게 하도록 형성된 밸브 시스템.

청구항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포트는 제1 통로로부터 유체의 제거용으로 형성된 밸브 시스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의 외부면은 제1 개구의 위치의 시각적 표시를 제공하는 밸브 시스템.

청구항 15.

  제1 단부, 제2 단부 및 종축을 한정하는 하우징과,

  종축에 대해 하우징의 공동 내에서 회전용으로 장착된 밸브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하우징은 이를 따라 연장되는 제1 통로를 포함하고, 상기 하우징은 각각이 제1 단부에 인접하게 배치된 주입 포트
및 흡입 포트를 포함하고, 상기 하우징은 제2 단부에 인접하게 배치된 부착 포트를 더 포함하고,

  상기 밸브 부재는 제1 위치에서 주입 포트와 제2 위치에서 흡입 포트와의 밀봉된 유체 연통 및 정렬용으로 형성된 제1 개
구를 포함하는 제1 통로의 일부를 한정하고,

  제1 통로의 일부는 제1 통로와 연속적 유체 연토을 형성하도록 구성되고 제1 개구보다 비교적 큰 치수를 가진 제2 개구
를 더 포함하고,

  상기 밸브 부재는 제2 개구와 부착 포트 사이에 연속적으로 밀봉된 유체 연통을 유지하면서 제1 개구와 제1 포트 또는 제
2 포트 사이에 밀봉된 유체 연통을 형성하도록 회전가능한 밸브.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밸브 부재는 제1 개구가 주입 포트 또는 흡입 포트와 정렬되지 않고 유체 연통이 그 사이에서 방
지되도록 제3 위치로 회전가능한 밸브.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의 외부면은 밸브 부재의 위치의 시각적 표시를 제공하는 밸브 시스템.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밸브 부재는 밸브 부재를 결합하는, 하우징에 의해 지지된 버튼을 통해 일정 위치로 해제식으로
로킹가능한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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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 단부, 제2 단부 및 그를 따라 연장되는 제1 통로를 구비한 하우징과,

  하우징 내에 배치되고 그에 대해 이동가능한 밸브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하우징은 제1 포트 및 제1 단부에 인접하게 배치된 제2 포트를 더 구비하고, 상기 하우징은 배관에 연결되고 제1 통
로와 유체식으로 연통하는, 제2 단부에 인접하게 배치된 제3 포트를 더 포함하고,

  상기 밸브 부재는 제1 포트와 제2 포트와의 밀봉된 유체 연통 및 정렬용으로 형성된 제1 개구를 포함하는 제1 통로의 일
부를 한정하고, 제1 통로의 일부는 제2 개구를 더 포함하고, 배관은 제2 개구로 연장되고 이에따라 지지되고, 상기 배관은
제1 포트 및 제2 포트와 제1 통로의 유체 연통을 용이하게 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밸브 부재는 배관을 통한 제3 포트와 제2 개구 사이에 연속적으로 밀봉된 유체 연통을 유지하면서 제1 개구와 제1
포트 또는 제2 포트 사이에 밀봉된 유체 연통을 형성하도록 조작가능한 밸브.

청구항 20.

  제1 통로를 한정하는 제1 루멘과 제2 통로를 한정하는 제2 루멘을 구비한 비위관과,

  제1 단부, 제2 단부 및 종축을 한정하는 하우징과,

  종축에 대해 하우징의 공동 내에서 회전용으로 장착된 밸브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1 통로 및 제2 통로는 비위관의 말단부에 인접하게 유체식으로 연통하고,

  상기 하우징은 이를 따라 연장되는 제1 통로를 포함하고, 상기 하우징은 각각이 제1 단부에 인접하게 배치된 주입 포트
및 흡입 포트를 포함하고, 상기 하우징은 제2 단부에 인접하게 배치된 부착 포트를 더 포함하고,

  상기 밸브 부재는 제1 위치에서 주입 포트와 제2 위치에서 흡입 포트와의 밀봉된 유체 연통 및 정렬용으로 형성된 제1 개
구를 포함하는 제1 통로의 일부를 한정하고,

  제1 통로의 일부는 제1 통로와 연속적 유체 연토을 형성하도록 구성되고 제1 개구보다 비교적 큰 치수를 가진 제2 개구
를 더 포함하고,

  상기 밸브 부재는 제2 개구와 부착 포트 사이에 연속적으로 밀봉된 유체 연통을 유지하면서 제1 개구와 제1 포트 또는 제
2 포트 사이에 밀봉된 유체 연통을 형성하도록 회전가능한 비위 밸브 시스템.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로는 단일 형상을 구비한 밸브.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로는 분기형 형상을 구비한 밸브.

청구항 23.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핸들은 한손 작동용으로 형성된 밸브.

청구항 24.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밸브 부재는 제1 포트와 제2 포트의 정렬로부터 제1 개구를 해제하도록 그와 결합가능한 버튼을
지지하는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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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포트는 유체의 제거 및 주입용으로 형성된 밸브.

청구항 2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밸브 부재의 위치는 기계적 오목부를 구비한 시각적 표시에 의해 확인되는 밸브.

청구항 27.

  제11항에 있어서, 밸브와 비위관을 연결하고 그 사이에 밀봉된 유체 연통을 제공하도록 배치된 어댑터를 더 포함하는 밸
브.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어댑터는 응력 완화를 제공하도록 비위관의 외부면에 접합되는 그 주연부에 인접한 표면을 포함
하는 밸브.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어댑터는 향상되는 조작을 위해 구성된 외부면을 구비한 밸브.

요약

  밸브 시스템(20)은 제1 단부(46), 제2 단부(48) 및 제1 통로(26)를 구비한 하우징을 구비하여 제공된다. 하우징은 제1 포
트 및 제2 포트를 구비한다. 밸브 부재(22)는 하우징 내에 배치되고 그에 대해 이동가능하다. 밸브 부재(22)는 제1 포트와
제2 포트와 밀봉된 유체 연통과 정렬용으로 형성된 제1 개구를 포함하는 제1 통로(26)의 일부를 한정한다. 제1 통로(26)
의 일부는 제1 개구보다 비교적 더 큰 치수를 가진 제2 개구를 더 포함한다. 밸브 부재(22)는 제2 개구와 하우징의 제2 단
부(48)에 인접한 제1 통로(26) 사이에 연속적 밀봉된 유체 연통을 유지하면서 제1 개구와 제1 포트 또는 제2 포트 사이에
밀봉된 유체 연통을 형성하도록 조작가능하다. 밸브 부재(22)는 그에 대해 회전하기 위해 하우징에 배치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밸브 부재, 제1 통로, 제1 단부, 제2 단부, 유체 연통, 하우징, 밸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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