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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남성용 외부도뇨관 및 이를 위한 칼라기구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남성용 외부도뇨관 및 이를 위한 칼라기구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남성용 외부도뇨관으로 알맞게 사용되는 도뇨관과 기구결합을 보여주는 사시도.

제2도는 기구만을 보여주는 사시도.

제3도는 도뇨관의 기부말단으로서 기구와 칼라의 결합을 보여주는 부분사시도.

제4도는 본 발명의 결합체에 사용된 형태의 도뇨관의 부분단면을 보여주는 정면도.

제5도는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도뇨관 및 기구의 결합을 보여주는 단면도.

제6도는 제5도와 유사하나 환자에 대한 도뇨관 사용의 첫단계를 보여주는 단면도.

제7도는 제6도와 유사하나 도뇨관 사용의 연속적인 단계를 보여주는 단면도.

제8도는 제5도 중의 한 부분의 확대상세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외부도뇨관(external catheter)              11a : 원통형 부근

11b : 목부분                                                11c : 경사진 목부분

12 : 내부 슬리이브(inner sleeve)                 14 : 환상의 주름잡인 부분

17 : 접착제층                                               20 : 칼라(collar)

21 : 비드(bead)                                           23 : 아치형 홈(recess)

25 : 원환체(torus)                                       S : 음경(penis)

G : 귀두(glans)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환자에 대해 도뇨관(catheter)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칼라
(collar)와  결합된  남성  오줌배액용  외부도뇨관  및  이러한  도뇨관/칼라  결합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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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이다.

남성  오줌배액용  외부도뇨관의  사용은  미합중국  특허  4,378,018,  4,187,851,  3,863,638,  3,835,857 
및  4,475,910호에  발표된  것처럼  이  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자의 음경
(penis)을  감싸도록  적용된  탄성체  외장(elastic  sheath)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외장은  적당한 
회수용기로  유도되는  튜브로  연결된  그의  말단  끝부분(distal  end)에  출구를  갖고  있다.  음경과 외
장  사이의  오줌  역류로부터  발생하는  누출은  명백히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예를  들면  미합중국  특허 
4,187,851  및  동일  출원인의  특허  4,378,018호에  개시된  것처럼  외장과  음격축(penile  shaft) 사이
에 폐패드(sealant pad)를 삽입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려졌다.

적절히  사용될  때  폐패드는,  도뇨관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누출을  방지하는  이중의  기능을 수행
하는 한편, 사용자에 이러한 패드 및 도뇨관을 정확하게 착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미합중국  특허  4,187,851호에  설명된  형태의  패드는  탄성체  도뇨관이 음경
위의  지점으로  전개되기  전에  음경축  주위를  감싸도록  의도된  접착성  스트립의  형태를  갖는다. 환자
들이  상기의  도뇨관을  이용하는  동안  필요한  운동신경조절  및/또는  정신력이  부족하여  대개  오줌을 
절제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조작의  수행은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할  수  있다.  간호원  또는  다른 보조
원들은  적절하게  폐패드를  적소에  감싸고,  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없고,  그다음 
누출방지  봉을  하기  위해  패드위에  외장을  조심스럽게  맞추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 
결과적으로  누출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실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원  또는 보
조원은  부적당하게  적용된  패드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환자의  불편  또는  시간적입  압박때문에 부
적당하게  적용된  패드  및  도뇨관을  제거해야  한다.  더욱이  이  기구의  부적당한  적용으로부터 유발되
는 문제들은 가끔 오줌의 누출 또는 가벼운 환자의 불편보다 더 심각하다. 즉, 미합중국 특허 
4,187,851에  제시된  형태의  접착성  패드는  음경축  주위를  너무  심하게  감싸고  있으므로,  순환기능을 
손상시키고, 조직괴사(tissue necrosis)를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합중국  특허  4,475,910호에  제시한  것과  같이  압력에  민감한  접착제로  내부 피복함으
로써  별도의  접착-피복된  폐패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외부도뇨관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는 감싸진 폐패드와 관련된 몇가지의 더  심각한 위험을 피할 수  있지만,  사용의 어려움 및 부적당
한  사용으로부터  얻어진  누출문제는  아직도  남아있고,  심지어  더  현저할  수  있다.  외장이  주름  및 
유동통로(flow  channels)를  발생함이  없이  편평하게  적용되기  위해  음경주위로  접착제  피복된 외장
을 펼칠때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외장의 접착제 피복된 내부 표면들은 도뇨관을 사
용하는  동안  서로  접촉하게  된다.  접촉표면의  분리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렵고,  시간  소모적이며, 
수정단계가  주어질  수  없고,  추후의  사용시에  도뇨관의  누출을  일으키는  것이  실제적으로 확인되었
다.

1984년  5월  24일자  출원된  본  발명과  동일  출원인의  미합중국  출원번호  613,279호는  도뇨관을 사용
할때,  특히  환자가  침대에  누워서  사용할때  외장의  출구끝부분  가까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 오
줌과  장기간  접촉하여  발생한  손상으로부터  귀두의  예민한  피부를  보호하고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음경의  귀두  주변에  뻗쳐있도록  고안된  내부  슬리이브(inner  sleeve)를  갖는  남성용  외부도뇨관을 
발표하였다.  또한  내부  슬리이브를  갖는  유사한  도뇨관은  1983년  7월  5일자  출원된  본  발명과  동일 
출원인의  미합중국  특허출원  510,904호에  발표되었다.  접착제  피복  또는  접착제  패드에  의해  적소에 
유지되는  아니든,  이러한  도뇨관은  도뇨관의  기부  원통형  부분이  음경축에  대해  접착성을  갖고 유지
되기  전에  내부  슬리이브가  귀두와  접촉하는  유체- 착  봉  상태로  뻗쳐있도록  하는  적당한  조작을 
위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관련된  다른  공지된  특허로는  스웨덴왕국  특허  162302호  및  미합중국  특허  4,022,213, 
4,284,079, 3,405,714, 4,239,044, 3,353,538, 3,511,241, 3,721,243, 2,631,857, 3,788,324, 
3,339,551, 3,364,932, 4,296,502 및 3,742,953호가 있다.

본  발명은  외부도뇨관이,  바람직하게는  외부도뇨관  제조과정에서  도뇨관의  내부  표면에  대해  사용된 
압력에  민감한  접착제의  피복에  의해  음경위에  접착적으로  유지되고,  귀두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음경의  귀두를  폐하면서,  그위에  뻗어있도록  고안된  일체의  내부  슬리이브를  가지며,  만약  내부 
슬리이브가  없다면  도뇨관과  음경축  사이의  접착성  연결을  방해할  수  있는  오줌의  역류  및  오줌의 
어닥침을  조정하기  위해  내부  슬리이브와  외부외장  사이의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도뇨

관/기구  결합에  관한  것이다.  기구는  도뇨관을  끼워서  사용하는  시간에  귀두에  관련하여  내부 슬리
이브의  적절한  배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뇨관과  상호작용한다.  나아가,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도뇨관이  환자에  대해  우발적으로  불편하게  끼워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또는  크게 감
소시키는 기구의 도움으로 내부 슬리이브를 갖는 도뇨관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결합에  사용된  외부도뇨관은  감소된  직경의  출구  부분에서  종결되는  경사진  목부분을  갖는 
한쪽끝에서  합쳐지는  일반적으로  원통형  부분을  갖는,  얇고  신장가능한  탄성체  재료로  이루어진 외
장의  형태  및  원통형  부분의  말단  끝부분  및  출구부분으로부터  일정  간격에  있는  말단부  오프닝 내
에서  종결되고  목부분  속으로  연장되는  가늘고  긴  경사진  말단부분과  함께  합쳐진  기부말단을  갖는 
내부  슬리이브를  갖고  있다.  이러한  도뇨관은  1984년  5월  24일자  출원된  상기  언급한  미합중국  특허 
613,279호에 묘사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다.

기구는  폴리에틸렌  또는  다른  적당한  플라스틱  재료로  형성된  비교적  단단하고,  단부가  개방된 칼라
(collar)의  형태를  갖고  있다.  칼라는  한쪽끝에  외부  환상  비드(bead)를  갖고  있다.  비드의  반대쪽 
또는  가까이에,  칼라는  도뇨관을  환자에  대해  적용할  때  사용자의  손가락에  알맞게  충분히  큰, 반대
쪽에  배치된  한쌍의  원형으로  파인  홈을  갖고  있다.  부분품을  결합할  때,  도뇨관은  유지수단으로서 
작용하는  칼라의  비드를  갖는  칼라에  의해  지탱되고  칼라주위에  연장되는  원환체(torus)를  형성하기 
위해 감겨진 그의 원통형 부분을 갖고 있다.  도뇨관의 목  및  출구부분은 칼라의 오프닝을 통해 앞쪽
으로  연장되고,  내부  슬리이브는  칼라의  비드를  지나서  원환체로부터  연장된  후,  그다음  칼라의 기
부말단에서  방사상으로  안쪽으로  연장되어  있다.  내부  슬리이브의  방사상으로  안쪽으로  연장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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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칼라의 중심축에 대해 수직인 평면을 따라 뻗어있고, 일반적으로 평면적인 상태로 유지된다.

도뇨관의  감겨진  원통형  부분으로  형성된  원환체는  비드의  외부  직경보다  더작은  내부직경을  갖고 
있다  :  그러므로,  비드는  축방향의  전개힘이  원환체를  바깥쪽으로  펼치거나  또는  팽창시킬만큼 충분
한 크기로 원환체 위에 발휘되고 원환체가 비드위에펼쳐질 때까지 칼라위에 원환체를 보유한다.

사용시,  도뇨관/기구  결합체는  도뇨관의  펼쳐진  내부  슬리이브가  음경의  귀두부를  향하도록 사용자
의  한쪽손의  손가락에  잡혀진다.  칼라가  귀두부를  수용하기  위해  앞으로  려감에  따라  펼쳐진 슬리
이브  부분은  귀두부를  감싸고,  귀두부의  윤곽에  일치하여  그것의  피부와  착된다.  슬리이브가 귀두
부의  표면에  착되면,  사용자는  동시에  칼라를  잡고,  도뇨관의  목부분을  귀두부에  대해 정지시키고
(이러한  조작은  칼라에  형성된  반대쪽에  배치된  손가락  수용홈에  의해  크게  촉진됨),  그다음  다른 
손의 손가락을 사용하여 칼라의 비드위의 원환체를 펼치고, 음경축을 따라 전개시킨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 및 장점들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의 두부품 결합체 중의 한  부품을 구성하는 남성 오줌 외부배액 도뇨관은 1984년  5월  24일자 
출원된  본  발명과  동일  출원인의  미합중국  특허출원번호  613,279호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외부도
뇨관(10)은  제4도에  펼쳐진  상태로  가장  상세히  제시되었다.  이것은  부드럽고,  탄력성이  우수한, 천
연  또는  합성고무로  형성된다.  천연라텍스가  바람직하나,  비슷한  성질을  갖는  다른  탄성중합체도 사
용될  수  있다.  도뇨관은  긴  외부외장(11)  및  내부  슬리이브(12)를  포함하고,  이들은  상기에  설명한 
것처럼 일체이거나 또는 영구히 결합된 것이다.

외부외장(11)은  연장된  원통형  부분(11a),  축소된  배역  튜브부분(11b)  및  이들  사이에  배열된 경사
진  목부분(11c)로  구성되어  있다.  원통형  부분(11a)의  벽두께는  실질적으로  목  및  배액튜브  부분의 
두께보다 얇다. 예를 들면, 원통형 부분은 일반적으로 0.01524 내지 0.0254cm(0.006 내지 
0.010인치)  범위내의  벽두께를  가질  수  있고,  너무  얇거나  또는  늘어지면  지지체  없이  원통형 형태
를  유지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배액튜브  및  목부분의  벽두께는  0.127cm(0.050인치)  또는  그  이상일 
수  있고,  이러한  두께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찌그러지는  힘없이  제시된  모양을  유지하고, 찌
그러뜨리는 힘을 제거할 때 설명한 모양으로 반사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한 두께이다.

앞쪽  또는  말단부에서,  목부분(11c)에는  축소된  구멍(13)에  이르는  둥근  테이퍼(rounded  taper)가 
제공된다.  부가하여,  목부분은  다수의  감겨진  또는  환상의  주름잡힌  부분(14)로  이루어진다.  두개의 
이러한  누진적인  크기의  주름잡힌  부분이  도시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은  기구가  사용될  때 배
액튜브 및 목부분의 더큰 탄력성,  휨 및 비틀림을 허용하고,  내강의 경련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
는  기회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름잡힌  부분은  목부분의  말단부에서  오줌수용 능력
을 증가시키고, 기구가 사용될 때 오줌의 급격한 증가를 위한 저장소를 제공한다.

내부  슬리이브(12)는  외장의  목부분(11c)내에  배치된  외장의  원통형  몸체부분(11a)의  말단끝과 신장
된  말단  끝부분(12b)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기부말단부분(12a)을  갖고  있다.  말단  끝부분(12b)는 앞
쪽으로 및 내측으로 향하여 가늘어지다가 구멍(13)의 뒤쪽에 적당한 간격의 공간(즉, 구멍에 
가까운)인  축소된  말단구멍(15)에서  멈춘다.  또한,  후퇴부분을  슬리이브  말단  끝부분(12b)의 외부표
면과  목부분(11c)의  내부표면사이의  환상의  축방향으로  신장된  팽창공간(16)을  결과한다. 슬리이브
의  벽두께는  변하나,  부합성  우수한  폐성  및  착용감을  보장하기  이해  이러한  두께는  대략적으로 
비교적  얇은  원통형  몸체부분(11a)의  두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즉,  원통형  몸체부분(11a)  및  내부 
슬리이브(12b)  모두는  이들의  모양을  유지하는  성질을  갖는  배액튜브  및  목부분(11b)  및  (11c)와 비
교하여 얇은, 늘어진, 신축성이 좋은 막이어야 한다.

음경축에  대해  도뇨관의  접착성을  유지하기  위한  접착수단은  도뇨관이  사용자의  음경위에  고정되기 
전에  또는  도뇨관의  원통형  부분(11a)의  내부표면을  따라  접착피복시킴으로써  사전에  사용된 분리접
착패드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들은  상기  언급한  출원중인  미합중국  특허출원번호  613,279호에 
상세히  설명되었고,  한편,  나중부분은  제4도에  제시하였다.  접착성  지역(17)은  내부  슬리이브(12) 
뒤의  외장의  원통형  부분(11a)내에  위치하고  있다.  접착성  피복은  원통형  부분(11a)의  전체  길이로 
연장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한편,  바람직하게는  외장의  원통형  부분(11a)의  말단부분내에  위치한 폭
이  좁으나  연속적인  밴드의  형태로  접착성  지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접착성  피복은 이분야
에 잘  알려진 형태의 어떤 적당한 의학-등급의 압력에 민감한 접착제로 구성될 수  있다 : 저-알레르
기성 아크릴 접착제가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믿어진다.

기구는 제2도  및  5-8도에 가장 자세히 제시한 것처럼 짧은 튜브 또는 칼라(20)의  형태를 갖고 있다. 
또한,  도면에  제시한  것처럼,  짧고  단부가  개방된  칼라(20)은  일반적으로  원통형  모양을  하고  있고, 
바람직하게는  약간  경사진  타원형일  수  있다.  칼라는  비교적  단단하거나  또는  견고한  많은  플라스틱 
재료중의  어느  것으로  구성될  수  있다.  고 도  폴리에틸렌과  같은  폴리올레핀이  특히  적당한  것으로 
믿어지고,  또한  유사한  성질을  갖는  다른  중합체  재료들도  적당하다.  비-중합체  재료,  예를  들면 판
지가 사용될 수도 있다.

칼라는  그의  기분말단에  매끄럽고  둥근  외부  원환체  또는  비드(21)를  갖고  있다.  칼라의  반대쪽 또
는  말단  끝부분에서,  내부  표면은  (22)에  제시한  것처럼  비스듬하거나  또는  원형이다.  확대된 한쌍
의  홈은  칼라의  원통형  벽에  형성되고,  이러한  홈은  반대쪽에  배치되고,  바람직하게는  아치형 모양
을  하고  있다.  더  상세하게는  칼라를  정면으로  관찰할  때,  각각의  홈은  일반적으로  칼라의  말단 끝
부분이  열려있는  반원형  모양을  갖고  있다.  각각의  홈은  칼라의  길이의  대략  반정도의  측길이를 갖
고  있고,  칼라  자체의  길이는  칼라의  직경보다  작으며,  실질적으로  도뇨관의  목부분(11c)의 길이보
다 작다.

도뇨관  및  칼라는  제1,  3,  5  및  8도에  제시한  것처럼  도뇨관이  칼라위에  장착된  상태로  사용자에게 
공급된다.  도뇨관의  원통형  부분(11a)는  원환체(25)를  형성하기  위해  그자체  위에  감겨진다. 칼라
(20)은  비드(21)을  제외한  칼라의  외부직경이  원환체(25)의  내부  직경과  대략  같거나  또는  단지 약
간  크게  설계된다.  그러므로,  비드(21)은  원환체의  내부  직경보다  상당히  큰  외부  직경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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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비드는  상당한  축방향의  전개힘이  원환체  위에  발휘되어  원환체를  바깥쪽으로  펼치거나 또
는  연장시켜  비드를  빠져나가게  될  때까지  원환체를  비드위에  고정시키기  위한  유지수단으로서 작용
한다.

목부분(11c)는  비드(21)의  주변에서  안쪽으로  원환체(25)로부터  연장되고,  칼라(20)의  입구를  통해 
앞쪽으로  또는  말단부쪽으로  연장된다.  주름잡힌  부분(14)는  도뇨관의  출구부분(11b)처럼  칼라의 말
단 끝부분을 지나서 충분히 노출되어 있다.

특별히  중요한  점은  내부  슬리이브(12)가  칼라(20)의  기부말단에서  펼쳐지거나  또는  긴장된  상태로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슬리이브는  비드(21)  주위의  환원체(25)로부터  연장된  후  칼라의  축에  대해 
수직인  면을  따라  방사상으로  안쪽으로  연장된다(제3,  5,  8도  참고).  그러므로,  그의  가운데 구멍
(15)을  제외하고,  내부슬리이브는  칼라의  기부말단을  가로지르는  펼쳐진  막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므
로  비드(21)은  원환체(25)가  펼쳐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러한  억제작용에  의해  도시된  펼쳐지고 일반
적으로 편평한 상태에서 내부 슬리이브를 유지하는 이중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8도로부터  접착제층  또는  조운(17)은  원환체의  가장  바깥쪽  표면이  접착성  피복을  갖지  않는 목부
분(11c)와  내부  슬리이브(12)의  일체화  부분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
다.  그로써,  접착제층(17)이  조립체가  시판되고  보관되는  동안에  봉투  또는  포장(도면에  제시되지 
않음)의  내부표면에  점착하는  위험이  없다.  한편,  도뇨관의  원통형  부분은  원환체  모양으로 감겨지
고,  압력에  민감한  접착제  및  인접한  표면사이의  원하지  않는  접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분야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실리콘  고무의  떼어지는  피복  또는  층  또는  다른  적당한  떼어지는  재료,  또는 
제거되는  떼어지는  스트립  또는  층  때문에  접착제는  원통형  부분(11a)의  외부표면(펴질때)에 접착하
지 않는다.

제1  및  6-7도는  환자에게  외부도뇨관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사용자는  칼라의 노
출된  말단부분을  잡고,  펼쳐진  막과  같은  내부  슬리이브(12)를  귀두와  접촉하도록  어넣는다(제6도 
참고).  내부  슬리이브는  펼쳐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귀두와  고르고,  일정하게  접촉할  수  있다. 귀
두가  칼라(20)의  구멍내로  충분히  삽입되고,  슬리이브  부분(12)가  귀두의  피부와  완전히  착하여 
신장되면,  사용자가  목부분(11c)을  잡고,  제1도에  상세히  도시된  것처럼  귀두에  대해  확실히 고정한
다.  이러한  조작은  도뇨관의  목부분(11c)  및  귀두(G)를  잡기  위해,  그리고  다른손의  손가락으로 사
용자가  비드(21)위의  후방으로  원환체(25)를  펼쳐  칼라를  고정하기  위한  손가락  구멍으로서 이용되
는 확대된 홈(23)에 의해 크게 촉진된다(제7도 참고).

원환체가 펼쳐짐에 따라, 접착층(17)은 귀두의 코로나(corona) 뒷부분인 페니스의 축(S)와 
접촉하고,  그로  인해  이러한  접착제는  제7도에  도시한  것처럼  귀두위로  펼쳐진  내부  슬리이브(12)와 
더불어  조작  위치에서  외부도뇨관을  착시킨다.  원환체는  제7도에  파선으로  나타낸  것처럼 음경축
의  길이로  펼쳐지고,  칼라(20)은  제거되어  벗겨지며,  도뇨관의  출구부분(11b)는  적당한 배액튜브(도
면에 제시되지 않음)와 연결된다.

상기에서, 본 발명자들은 본 발명을 설명할 목적으로 상당히 자세히 본 발명의 구현을 
제시하였으나,  많은 이러한 구현들을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변화될 수  있는 것으
로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갖는 차에 의해 이해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축소된  직경의  출구부분(11b)에서  종결되는  경사진  목부분(1c)과  더불어  한쪽  끝부분에서 일체화되
는  원통형  부분(11a)을  갖는  얇고,  신장가능한  탄성체  재료로  이루어진  외장(11),  및  상기 출구부분
(11b)으로부터  일정거리에  있는  말단구멍(15)에서  종결되고  및  상기  목부분(11c)속으로  연장되는 신
장되고  경사진  말단부분(12b)과  상기  원통형  부분(11a)의  말단  끝부분과  일체화한  기부말단(12a)을 
갖는  내부  슬리이브(12)로  구성되는  외부도뇨관(10)과,  그의  기부말단에서  매끄럽고  둥근표면을 갖
는  외부  환상비드(21)  및  개방된  기부  및  말단  끝부분을  갖는  단단하고,  원통형의  칼라(20)로 구성
되는  기구의  결합체로서  ;  상기  도뇨관(10)은  상기  칼라(20)를  통해  연장되는  그의  목부분(11c), 상
기  칼라(20)의  말단  끝부분으로부터  축방향으로  돌출한  그의출구부분(11b),  및  상기  비드(21)에 인
접한  상기  칼라(20)  주변에  연장되는  원환체(25)로  감겨진  그의  원통형  부분(11a)  외에  상기 칼라
(20)의  기부말단에서  반지름  방향으로  안쪽으로,  상기  비드(21)를  지나  상기  원환체(25)로부터 연장
되는  그의  내부  슬리이브(12)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  상기  내부  슬리이브(12)의  반지름 방향
으로  안쪽으로  연장되는  부분은  펼쳐진  상태로  있고,  일반적으로  상기  칼라(20)의  축에  대해  수직인 
평면에  배치되고  ;  펼쳐지지  않은  상태의  상기  원환체(25)는  상기  비드(21)의  외부직경보다  더  작은 
내부직경을  갖고  있고,  그로인해,  상기  비드(21)는  전개힘이  그의  내부직경을  연장하기  위해  충분한 
크기로  상기  원환체(25)위에  가해질  때까지  상기  칼라(20)위에  상기  원환체(25)를  유지함을 특징으
로 하는 외부도뇨관 및 기구 결합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칼라(20)는  상기  도뇨관의  상기  목부분(11c)의  길이보다  더  작은  길이를 가짐
을 특징으로 하는 결합체.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칼라(20)는  상기  원환체(25)의  축  길이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축길이를 가짐
을 특징으로 하는 결합체.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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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칼라(20)에는  상기  원환체(25)가  음경축을  따라  상기  비드위에  펼쳐짐에  따라 
음경의  귀두에  대해  상기  도뇨관(10)의  상기  목부분(11c)  및  상기  칼라(20)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자
의  손가락을  수용할  수  있는  한쌍의  반대쪽에  배치된  홈(23)이  칼라의  말단  끝부분에  인접하여 제공
됨을 특징으로 하는 결합체.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홈(23)의 각각은 아치형임을 특징으로 하는 결합체.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홈(23)의  각각은  상기  칼라(20)의  길이의  대략  반정도의  축길이를  가짐으로 
특징으로 하는 결합체.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칼라(20)는 그의 길이보다 더 큰 직경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결합체.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칼라(20)는 폴리올레핀으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결합체.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올레핀은 고 도 폴리에틸렌임을 특징으로 하는 결합체.

청구항 10 

그의  기부말단에서  부드러운  둥근  표면을  갖는  외부  환상비드(21)  및  개방된  기부  및  말단  끝부분을 
갖는  단단하고  원통형인  칼라(20)으로  이루어지는,  남성용  외부도뇨관을  이용하기  위한  기구로서, 
이  기구는  감소된  직경의  출구부분(11b)에서  종결되는  경사진  목부분(11c)와  한  단부에서 일체화되
는  일반적으로  원통형인  부분(11a)를  갖는  얇고  신장될  수  있는  탄성재료로  이루어진  외장(11),  및 
상기의  목부분안에까지  연장되어  있고  상기의  출구부분으로부터  간격을  둔  채  말단오프닝(13)에서 
종결되는  신장되고  경사진  말단부분(15)  및  상기  원통형  부분의  말단  끝부분과  일체화되는 기부말단
을  갖는  내부  슬리이브(12)로  구성되는  도뇨관(10)이,  상기의  칼라(20)을  통해  연장되는  그의 목부
분(11c),  상기  칼라(20)의  말단  끝부분으로부터  축방향으로  돌출한  그의  출구부분(11b),  상기의 비
드(21)에  인접한  상기의  칼라(20)  주변에서  연장되어  있는  원환체(25)로  감겨진  그의  원통형 부분
(11a),  및  상기의  칼라(20)의  기부말단에서  방사상으로  내향하게,  상기  비드(21)위의  상기 원환체
(25)로부터  연장되는  그의  내부  슬리이브(12)를  가지고서  놓여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며, 상
기  내부  슬리이브의  방사상으로  내향하게  연장되는  부분은  펼쳐진  상태에서  상기  칼라(20)의축에 대
해  수직인  평면에  배치되고,  펼쳐지지  않는  상태의  상기  원환체(25)는  상기  비드(21)의 외부직경보
다  더  작은  내부직경을  갖고  있고,  그로인해,  상기  비드(21)은  원환체의  전개힘이  그의  내부  직경을 
연장하기  위해  충분한  정도로  상기  원환체(25)에  가해질  때까지  상기  칼라위에  상기  원환체(25)를 
유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의 외부도뇨관을 이용하기 위한 기구.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의  칼라(20)은  상기의  원환체(25)가  음경축을  따라  상기의  비드(21)위에서 전
개되는  대로  음경의  귀두에  대해  상기  칼라(20)  및  상기  도뇨관의  목부분(11c)을  고정하기  위해 사
용자의  손가락을  수용할  수  있는  칼라의  말단  끝부분에  인접한  한쌍의  대립적으로  배치된 홈(23)들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홈(23)들은 아치형임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 13 

제11  또는  12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의  홈(23)들은  상기  칼라(20)  길이의  대략  반정도의  축길이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의 칼라(20)은 그 길이보다 더 큰 직경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칼라(20)은 폴리올레핀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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