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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추간판 장치 및 방법과 추간판 처치 과정을 위한 기구에 관한 것이다. 고의가 아니게 후방 환형부를 나가지 않고

척수에 손상을 가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침입성을 갖고, 능동적으로 안내되고, 후방 환형부의 내부 표면에 직접적이고 일

관된 접근을 제공하는 추간판 치료 및 진단 장치가 마련된다.

대표도

도 2a

색인어

추간판, 환형부, 디스크, 척추, 이식 수술, 해부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추간판(intervertebral disc)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장치 및 기구와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추간판은 척추의 구속된 가요성을 고려하면서 기계적 하중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스크는 강성의 직조된 환형

부 섬유질에 의해 둘러싸인 연성의 중심 수핵부로 구성된다. 헤르니아화(herniation)는 환형부(anulus)의 약화의 결과이

다. 헤르니아화의 전조는 상기 환형부의 약화가 핵부(nucleus)가 척수 또는 주신경 뿌리 쪽 후방으로 누출되거나 팽창하는

것을 허용할 때 발생한다. 헤르니아화의 가장 공통적인 증상은 환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줄 수 있는 압박된 신경을 따라

나오는 통증과 하부 후방에 발생하는 통증을 포함한다. 헤르니아화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은 미국에서 상당한 의학적

관심사인 데, 이는 낮은 평균 연령에서 진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헤르니아화로 진단된 환자의 80% 이상이 59세 이하이

다.

상기 환형부의 두께와, 상기 핵부에 의해 통상 차지하게 되는 디스크 공간의 내부 크기와, 상기 환형부의 측벽과 척추 종판

과 관련된 손상부 및 상기 환형 개구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추간판 상태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에 유용하다. 예를 들어, 인

공 핵부 또는 환형부 부가물의 이식을 포함하는 의학적 처치 과정은 이러한 이식물의 정확한 크기에 관한 이러한 정보에

의존한다. 특히 후방 환형부의 내벽을 따라서 환형부 및 핵부의 조직을 조작하기 위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고 최소한의 침

입성을 갖는 방법과 장치가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어, 환형부 및 핵부의 조직은 인공 보철 장치(prosthetic device)의 다

른 형태의 삽입을 위한 통로를 깨끗이 하거나 추간판 절제술의 일부로서 인공 디스크의 이식 중에 통상 제거되거나 조작된

다.

환형부 섬유질의 단열(斷裂, tear) 또는 수핵부의 헤르니아화를 겪는 요부, 경부 및 흉부의 척추 내의 추간판의 외과적 치

료를 위한 특수 공구들이 개발되어 왔다. 이들 공구는 종래 기술에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종래의 장치들은 (부분 추간

판 절제술 또는 조직의 미세 제거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완전 추간판 절제술 및 척추 융합 이식물의 설치를 포함하여 특정

처치 과정을 위해 설계되었다. 따라서, 이들 장치는 정밀하고 최소한의 침입성을 갖는 방법으로 환형부와 핵부의 조직을

조작하는 데 사용될 수 없었다. 더욱이, 이러한 장치는 전방 접근을 사용하여, 즉 복부를 통하여 디스크에 접근하도록 통상

설계되어 있다. 비록 전방 외과 접근법이 추간판으로의 직접 접근을 제공하지만 이는 복부 기관(organ)에 대한 침입성이

높다. 따라서, 수술은 통상 더욱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된다. 직접 후방 접근은 해부학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데, 이는 척

수와 그 둘레의 골질의 보호 외피가 각 척추 디스크의 전방에 직접 놓여 있기 때문이다. 후-측방 접근법은 이들 방법 중에

서 최저 침입성을 갖지만 디스크와 그의 내부에 한정되고 비스듬한 접근을 제공한다. 내재된 수술 상의 필요성에 따라, 화

학적 수핵 분해법(예를 들어, 미국 특허 번호 제4,439,423호), 레이저법(예를 들어, 미국 특허 번호 제5,437,661호), 수동

방법, 집광된 에너지법, 초음파 분열법(예를 들어, 미국 특허 번호 제5,772,661호), 관절 촬영 내시경 검사법 및 내시경 검

사법을 포함하는, 피부를 관통한 디스크 조직 조작의 몇몇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내시경 장치는 25년 이상 발전되어 왔고 관찰, 관주(irrigation), 흡입, 절단을 가능하게 한다. 원통형으로 내장된 회전 절

단 수단 또는 핵부 절단과 같은 자동화된 피부 관통 흡입을 허용하는 프로브는 거칠지만 효과적인 디스크 조직의 제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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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선단 프로파일의 변형은 둘레 조직에 대한 잠재 손상뿐만 아니라 조직 절제의 방향 및 양을 제어한다. 이들 장치

는 척추의 정밀한 조직과 척추 몸체 둘레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과 장치를 내장하는 캐뉼러의 크기에 의해 한정되려는 경

향이 있다.

척추에 사용되는 수동 공구는 잘 알려져 있고, 캐뉼러를 통하여 삽입되거나 수동으로 자유롭게 안내될 수 있다. 이들 팁은

작은 양의 물질을 집을 수 있는 핀셋형의 "파지기", 퀴렛, 랑쥐르, 절삭기, 또는 블레이드일 수 있다. 이러한 장비들이 다양

한 조직에 접근할 수 있는 한, 이들 장치는 우수한 촉감 피드백 및 제어를 제공한다. 그러나, 전-측방 척추 접근에 사용된다

면, 이들 공구는 인접한 척추의 극상 돌기 및 막에 의해 필요하게 되는 간접 접근에 의해 통상 한정되어, 조직으로의 접근

이 사실상 방해된다.

몇몇 추간판 장치는 디스크의 내부 표면을 천공하지 않거나 또는 빗나가지 않도록 설계된 가요성 팁을 갖도록 설계되어 왔

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팁은 건강한 디스크 조직만 빗나가고, 첫 단계 외과 수술이 필요한 병리학 상의 조직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는 환형부를 제거시킬 수 있고 둘레 조직 및 척수에 상당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디스크

내의 원격 위치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몇몇 장비의 가요성 프로브 팁은 직접 제어를 희생함으로써 단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데, 이는 장치가 디스크 내에서 수동적으로 안내되거나 무계획적으로 꾸불꾸불 나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로 디스크 내에서 섬세하고 정밀한 작업은 가능하지 않다.

다른 단점들 중에서, 종래의 장치 및 방법은 통상 둘레 조직에 침입하고 이를 파괴하여, 신경 뿌리의 손상 및 디스크 감염

을 종종 일으킨다. 더욱이, 이러한 장치는 최소한의 침입 방식으로 후방 환형부를 따라 디스크 물질을 정확히 조작할 수 없

다. 따라서, 디스크 내에서, 특히 후방 환형부를 따라서 그리고 환형부의 막들 사이에서, 미세하고 정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추간판 진단 및 조작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추간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장치 및 기구와 그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몇몇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최소한의

침입성을 갖고 능동적으로 안내되는 추간판 치료 및 진단장치를 위해 제공된다. 이러한 장치는 후방 환형부의 내부 표면으

로의 직접적이고 일관된 접근을 제공하고, 의도하지 않게 후방 환형부를 나오지 않고 척수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

다.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는 추간판에의 응용에 한정되지 않고 최소한의 침입성을 갖고 능동적으로 안내되는 치료 또는 진

단을 위한 장치가 요구되는 의료적 처치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처치 과정은 관절 촬영 내시경, 내

시경 및 내맥관 응용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는 많은 실시예에서 본 발명이 피부

를 관통하여 또는 루멘(lumen) 내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는 촉감 피드백에 의해 또는 능동적 관찰을 통하여 안내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실시예가 자기

공명 영상법(MRI), 초음파법, 또는 형광 투시법을 포함한 의료 영상 기술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방사능 불투과성

(radiopacity) 또는 선택적 방사능 불투과성을 갖는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는 안내를 위한 영상법과 함께 그리고/또는 기관

또는 조직의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는 환형부 또는 핵부 내에 기구의 작업 단부의 능동적으로 제어된 방향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장점이 있다. 더욱이, 몇몇 실시예는 후방의 외과적 접근을 사용하여 환형부의 후방부로의 접근을 제공한다. 다양한 실시

예에서, 측방, 전방, 대향 측방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후방 환형부까지 편의됨에 따라 기구의 원주방향 이동을 통하여 후방

환형부로의 접근은 회피된다. 이는 환형부 내에서 기구의 작업 단부의 원주 방향 편의가 후방 환형부 표면 내의 열구를 통

하여 척수에 외향으로 지나가는 기구의 팁에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다. 이는, 전형적인 후방 외과적 접근으로부터

원주방향 이동이, 팁의 돌출부가 척수로 직접 통하는 것을 허용하기에 충분한 손상을 포함할 수 있는, 후방 환형부 표면에

직각으로 결국 팁을 향하게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라 척추를 치료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장치는 종축을 갖는 긴 안내부를 포함한다.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작동기가 상기 안내부에 의해 지지된다. 프로브가 상기 작동기에 의해 이동 가능하고, 편향 표면은 상기 안내

부에 의해 지지된다. 상기 작동기의 축방향 이동은 프로브가 편향 표면을 따라서 전진하도록 하고 안내부의 종방향 접근에

대해 어떤 각으로 안내부로부터 멀리 연장하게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에서, 안내부는 긴 관형 몸체를 포함하고 긴 관형 몸체는 이를 통하여 연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루멘을 갖

는다. 상기 작동기는 안내부의 적어도 일부를 통하여 연장한다. 상기 프로브는 작동기에 부착된 긴 가요성 몸체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프로브는 비선형 형상으로 편의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프로브는 니켈 티타늄 합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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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다른 태양을 따르면 척추 내의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은 환형부를 통하여 적어도 일부 경

로에서 장치를 전진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프로브는 환형부의 일부를 따라 제1 방향으로 장치로부터 측방으로 전진한

다.

본 발명의 일 적용예에서, 프로브를 전진시키는 단계는 환형부의 인접한 (환형 막) 층들 사이에 프로브를 전진시키는 단계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적용예에서, 프로브를 전진시키는 단계는 환형부와 핵부 사이 환형부의 내부 표면을 따라서

프로브를 전진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방법은 프로브를 다른 위치로 옮기고 환형부의 제2 부분을 따라 제2 방향으로

프로브를 전진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추가 태양에 따라서, 본 방법은 이송 장치를 통하고 디스크 내로 매체를 도입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일 응

용예에서, 상기 매체는 형광 투시 시각화를 허용하는 대비 매체를 포함한다. 상기 매체는 약물 및/또는 핵부 부가 물질

(nucleus augmentation material)을 대안으로 또는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본 방법은 디스크 내에 인공 보철물을 도입시

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인공 보철물은 이송 장치 내의 루멘으로부터 누름 막대를 가까이 후퇴시키고 루

멘을 통하여 디스크 내에 인공 보철물을 도입시킴으로써 도입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에 의해 인식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척추 디스크의 핵부 및/또는 환형부 내에 최소한의

침입성을 갖는 접근 경로를 제공한다. 상기 경로는 몇몇은 아래에서 확인될 진단 및 치료상의 처치 과정을 포함하여 어떤

광범위하게 다양한 처치 과정을 수행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는 새로운 추간판 조작 및 진단장치를 제공한다.

여기에 개시된 하나 이상의 실시예는 수핵부에 의해 통상 점유되는 디스크 공간의 내부 크기 및 환형부 두께를 측정하는

편리하고 신뢰성 있고 정확한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는 외과 의사가 다양한 이식물 및 공구의 크기를 정할 수 있고 디스크 내의 이러한 안내를 유용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디스크 크기를 정하는 데 유용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양한 실시예는 환형부 내의 개구를 통한 조작을 위하여 제공된다. 조작은 디스크 조직의 해부, 절개, 또는 제거를 포함하

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개구는 환형 절개부와 같은 하나의 의원성(iatrogenic) 구멍,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구멍, 또는 환

형부 내의 손상부일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태양은 이식물 또는 다른 기구의 삽입에 대비하여 디스크 조직을 준비하고 조작한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는 척수 또는 그에 근접한 다른 민감한 영역의 방향으로 후방 환형부의 외측으로 장치의 의도되지

않은 통과의 최소한의 위험과 침입성을 갖고 디스크를 진단 및 조작한다.

본 발명의 다양한 태양은 환형 절개부를 통하여 환형부의 내부측으로의 직접적인 접근을 허용한다.

발명의 몇몇 실시예는 장치의 작업 단부의 이동이 환형부의 막에 평행한 추간판 조작 및 진단장치를 제공한다.

본 개시 내용은 특히 정형외과의 인용, 명명법, 관례를 이용한다. 따라서, 몇몇 배경 기술 도면 및 설명이 본 발명의 특정 실

시예가 사용될 수 있는 주위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포함된다. 이러한 설명 및 후속하는 청구의 범위에서, 용어 "전방" 및

"후방", "상부"및 "하부"는 해부학에서의 표준 용법에 의해 정의된다. 즉, 전방은 몸체 또는 기관의 앞(복부)쪽을 향하는 방

향이고, 후방은 몸체 또는 기관의 뒤(등)쪽을 향하는 방향이고, 상부는 위(머리를 향하는 방향)쪽이고, 하부는 아래(발을

향하는 방향)쪽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 1b는 기능성 척추 유닛(345)의 통상적인 해부도로서, 도 1a는 횡단면이고, 도 1b는 시상봉합(sagittal) 단면이

고, 도 1c는 환형 절제(anulotomy) 수행에서와 같이 의원성으로 발생되거나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환형부에서 손상

부를 갖는 동일한 기능성 척추 유닛을 도시한다.

도 2a 및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정면도 및 측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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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장치의 말단부의 사시도이다.

도 4는 깊이 측정 표시부, 깊이 멈춤 조절 노브 및 깊이 멈춤부 본체를 포함하는 본 장치의 깊이 멈춤부의 측면도이다.

도 5는 이송 캐뉼러, 캐뉼러 핸들 및 내부 디스크 팁(intradiscal tip)의 측면도이다.

도 6은 링 핸들을 갖는 전진기(advancer)의 측면도이다.

도 7은 환형 절개부(anulotomy) 내에 위치된 내부 디스크 팁을 갖는 장치의 단면도이다. 프로브 및 깊이 멈춤부는 모두 후

퇴되고 장치의 말단부는 후방 환형부의 전방측을 넘어선 깊이로 삽입된다.

도 8은 상기 도 7에서 시작 위치에 대해 전진된 장치의 프로브를 도시한다.

도 9는 프로브가 후방 환형부의 내부 표면 상에 놓여있는 장치의 내부 디스크 팁을 도시한다.

도 10은 깊이 멈춤부가 후방 환형부의 후방 표면으로 전진된 장치를 도시한다.

도 11a는 프로브 팁의 변형예를 보여주는 장치의 내부 디스크 팁의 측면도이다. 이러한 변형예에서, 역으로 만곡된 팁의

트레일링 에지는 예리하다. 도 11b에서, 동일한 내부 디스크 팁은 프로브가 그의 초기 후퇴 위치에서 전진된 것으로 도시

된다.

도 12는 도 11a 및 도 11b에서 미형성된 것으로 도시된 프로브의 평면도이다. 프로브는 형성되기 전의 형상으로 도시되는

데, 만일 평평한 시트 물질로 형성된다면, 하나의 에지를 따라서 예리해진다.

도 13a는 장치의 내부 디스크 팁의 측면도로서, 프로브 팁의 변형예를 도시한다. 이러한 변형예에서, 역으로 만곡된 팁의

말단부는 도 11a 및 도 11b에 도시된 프로브보다 장치의 말단부에서 더 멀리 이격되어 있다. 도 13b에서, 상기 장치는 프

로브가 초기 후퇴 위치에서 전진된 것으로 도시된다.

도 14는 도 13a 및 도 13b에서 미형성된 것으로 도시된 프로브의 평면도이다. 프로브의 말단부를 형성하는 역 만곡부는,

만일 평평한 시트 물질로 형성된다면, 형성되기 전의 형상으로 도시된다.

도 15a는 프로브 팁의 변형예의 측면도이다. 이러한 변형예에서, 역 만곡부의 팁은 만곡부의 어느 한 측부 상에 2개의 추

가 플랜지 재료를 갖는다. 팁 요소의 조합은 주걱을 형성한다. 도 15b에서, 프로브가 그의 초기 후퇴 위치에서 전진된 동일

한 장치가 도시된다.

도 16은 도 15a 및 도 15b에서 미형성된 것으로 도시된 프로브의 평면도이다. 2개의 측부 플랜지와 프로브의 말단부를 형

성하는 역 만곡부는, 만일 이들이 평평한 시트 물질로 형성된다면, 형성되기 전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도시된다.

도 17a 및 도 17b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장치 말단부의 평면도 및 정면도이다. 프로브는 말단부 팁에 인접한 프로브에 장

착된 튜브, 제어 와이어 및 제거 유닛을 포함한다. 본 장치의 모루(anvil)는 장치 내로 튜브 및 제어 와이어의 후퇴를 허용

하도록 중심 영역 내에 제거된 물질을 갖는다.

도 18은 장치가 환형 절개부에서 전방 환형부의 내측까지의 전방에서 후방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추간판

의 횡단면도이다.

도 19는 프로브가 환형 절개부에서 멀리 떨어진 측부 모서리로 전진된 추간판의 횡단면도이다.

도 20은 프로브가 환형 절개부에서 인접한 측부 모서리로 전진된 추간판의 횡단면도이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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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태양에서, 말단부 및 기단부를 갖는 중공 이송 캐뉼러와 같은 안내부가 마련된다. 안내부는 환형부 내의 손상

부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구멍을 통하여 또는 외과 의사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작은 환형 절개부 내에 끼워지도록 크

기가 정해진다. 전진기, 누름 막대, 또는 작동기는 안내부에 의해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지지되고 가요성 프로브 부재

에 결합된다. 가요성 프로브 부재는 전진기에 연결된 기단부와 프로브 내에 형성되거나 그에 연결된 말단부를 갖는다.

프로브는 캐뉼러 내에 전진기의 축방향 이동을 통하여 캐뉼러의 말단부로부터 외향으로 전진 가능하다. 도시된 실시예에

서, 프로브 부재는 캐뉼러의 말단부에 위치된 편향 표면 또는 만곡된 통로를 갖는 슬롯을 통하여 나오고, 그로부터 외향으

로 캐뉼러의 종축에 대해 약 30도와 약 150도 사이의 각으로 전진될 수 있다. 따라서, 캐뉼러의 말단부가 충분한 깊이에서

환형 절개부 내에 적절히 삽입될 때, 프로브는 환형막 사이에 또는 그의 표면을 따라서 평행한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다. 프

로브는 전진기의 (예를 들어, 기단부측으로의 후퇴와 같은) 작동의 역전을 통하여 후퇴될 수 있다.

프로브에 의해 전진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은 프로브 및 캐뉼러와 관련된다. 캐뉼러에 인접하거나 그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전진기 상의 캘리브레이션된 마크와 같은 어떤 다양한 측정 표시가 사용될 수 있다. 환형 절제부 또는 손상부 내에

서 캐뉼러에 의해 전진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표시기가 또한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캘리브레이션된 깊이 멈춤부는

이송 캐뉼러에 활주 가능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부착될 수 있다.

프로브 부재의 말단부에서 프로브 팁은 팁과 프로브가 단일 구조인 프로브의 일체형 단편일 수 있다. 이와 달리, 팁은 프로

브에 해제 가능하게 또는 영구히 고정될 수 있다. 팁은 (무딘 해부와 같이) 절제 없이 조직을 강제로 나눌 수 있도록 무디게

될 수 있거나, (예리한 해부와 같이) 예리한 해부용 블레이드 표면을 나타내도록 예리하게 될 수 있다.

팁은 캐뉼러의 종축 쪽으로 후방을 면하는 후방으로 만곡된 방식으로, 후퇴될수록 그의 역으로 면하는 에지가 절제 또는

예리한 해부를 이용하도록 예리하게 되어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만곡된 형상은 균일하지 않거나 퇴보된 환형 조직

이 존재하여도 전진할수록 관통하기 용이하지 않은 무딘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데 적절하다. 이와 달리, 만곡된 절제 팁 또

는 블레이드는 환형부 내로 또는 척추 종판 쪽으로 이탈 각(off-angle)으로 전진될 때에도 무딘 전방 프로파일을 나타내도

록 오목한 트레일링 표면과 볼록한 리딩 표면을 갖는 다면 주걱으로 형성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팁은 제거 요소를 내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요소는 인접 조직에 대한 원하지 않는 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프로브 및/또는 팁의 특정 표면 상에 우선적으로 고립될(insulated) 수 있다. 예를 들어, 환형부의 내측을 면하

는 프로브 또는 단부의 표면은 환형부, 핵부 및 척추의 종판의 다른 부분을 상하게 하거나 또는 그를 통해 원하지 않는 이

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립될 수 있다. 제거 에너지는 프로브 팁의 고립된 측부와 면하는 종판 또는 조직이 아닌 프로브 팁

에 인접한 목표 조직을 대신 향하게 된다.

도 1a는, 추간판(315)이 척추 몸체 상부에 있는, 척추 몸체의 횡축(m)을 따라 축방향으로 본 도면이다. 축(m)은 해부체 내

에 기능성 척추 유닛의 전방부(A) 및 후방부(P) 방향을 도시한다. 추간판(315)은 중심 수핵부(NP, 320)를 둘러싸는 환형

부 섬유질(AF, 310)을 포함한다. 또한, 좌측 및 우측 횡방향 극상 돌기(370, 370') 및 후방 극상 돌기(380)가 도면에 도시

된다.

도 1b는 2개의 인접한 (상부 및 하부) 척추 본체(350, 350')의 중심선을 통하여 시상봉합축(n)을 따른 시상봉합 단면도이

다. 추간판 공간(355)은 2개의 척추 몸체 사이에 형성되고, 2개의 척추 몸체가 서로에 대해 그리고 다른 인접한 기능성 척

추 유닛에 대해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척추 몸체를 지지하고 충격을 완화시키는 추간판(315)을 포함한다.

추간판(315)은 추간판 공간의 경계 내에 완전히 있는 수핵부(320)를 통상 둘러싸고 이를 포함하는 외부의 환형부 섬유질

(310)로 구성된다. 축(m)은 기능성 척추 유닛의 전방부(A)와 후방부(P) 사이에서 연장한다. 척추는 또한 신경 소공(395)

을 형성하는 상부 및 하부 육경(390, 390')과 면 관절(360)을 포함한다.

도 2a에서, 장치(10), 캐뉼러 핸들(35) 및 링 핸들(45)은 장치(10)가 한 손으로 조작될 수 있도록, 즉 장치를 위치시키고 프

로브 부재(20)를 전진 및 후퇴시키기 위해 엄지, 무명지 및 집게손가락을 이용하도록 위치된다. 그러나, 여기에 개시된 내

용으로 보아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에게 명백할 수 있는 트리거, 슬라이더 스위치, 회전식 노브, 또는 프로브(20)를 전진 및

후퇴시키기 위한 다른 작동기를 포함하여 어떤 다양한 기단 핸드피스(proximal handpiece)가 이와 달리 사용될 수 있다.

도 5에서, 캐뉼러 핸들(35)은 외부 이송 캐뉼러(30)의 기단부(32)에 고정된다. 외부 이송 캐뉼러(30)는 기단부(32)로부터

내부 디스크 팁(50)이 마련된 말단부(34)까지 연장한다. 이송 캐뉼러(30)는 아래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누름 막대(4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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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 왕복 운동을 위한 안내부로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송 캐뉼러(30)는 누름 막대(40)를 수용하기 위한 중심 루멘을

갖는 긴 튜브의 형상으로 마련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안내부는 누름 막대가 안내부 위에 또는 그를 옆으로 대고 동심으로

이동하는 일 실시예에서 비관형 구조일 수 있다.

이송 캐뉼러(30)는 의료 장치 분야에서 잘 알려진 어떤 다양한 기술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캐뉼러(30)는

스테인레스강 또는 다른 의료용 금속과 같은 금속 튜브를 포함한다. 이와 달리, 캐뉼러(30)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PTFE,

PEEK, PEBAX, 또는 의료 장치 분야에서 잘 알려진 다른 물질과 같은 중합체의 압출 성형품을 포함할 수 있다.

통상, 이송 캐뉼러(30)의 축방향 길이는 피부 관통 또는 피부를 통한 작은 절개 접근으로부터 원하는 치료 위치에 도달하

기에 충분할 것이다. 약 10 cm 내지 약 30 cm 범위 내의 길이가 고려되고, 최후-측방 접근 경로에 대해서는 약 14 cm 내

지 약 20 cm 범위 내의 기단부(32)에서 말단부(34)까지의 길이가 고려된다. 상기 길이는 의도된 접근 경로 및 환자에 따라

서 변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이송 캐뉼러(30)의 외경은, 여기에서 개시된 의도된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크지 않다. 일반적으

로, 1 cm보다 작지 않은 외경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이송 캐뉼러(30)는 대략 5 mm보다 크지 않

은 외경을 갖는다.

도 6에서, 전진기 또는 누름 막대(40)는 기단부(44) 및 말단부(46)를 갖는 긴 몸체(42)를 포함한다. 누름 막대(40)는 구성

물질 및 원하는 물리적 완전성에 따라서, 희망하는 바에 따라 중실 막대 또는 관형 부품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누름 막대(40)는 스테인레스강 또는 다른 적절한 물질과 같은 중실 금속 막대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어떤 다양한 공

지의 의료용 중합체를 사용한 중합체 압출 성형 제품이 사용될 수 있다.

누름 막대(40)는 이송 캐뉼러(30)의 길이 전체를 통하여 연장하도록 크기가 바람직하게 정해질 수 있어서, 프로브(20)는

링 핸들(45)이 캐뉼러 핸들(35) 또는 다른 멈춤 표면과 접촉하게 될 때 내부 디스크 팁(50)으로부터 완전히 연장된다.

장치(10)에는 어떤 다양한 목적으로 장치(10)의 기단부를 말단부와 유체 연통하도록 위치시키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축방

향으로 연장하는 루멘이 선택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루멘은 누름 막대(40)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

다. 이와 달리 또는 이에 더하여, 누름 막대(40)의 외경은 카테테르 분야에서 잘 이해되는 바와 같이 환형 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송 캐뉼러(30)의 내경보다 작게 정해질 수 있다. 제1 루멘은 처치 과정 중에 장치(10)의 말단부 및/또는 프로브

(20)의 진행의 시각화를 용이하게 하도록 방사선 불투과성 염료의 도입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제1 루멘 또는 제2 루멘은

스테로이드와 같은 항염증제와, TNfa 길항근, 항생 물질 및 기능성 단백질과 같은 성장 인자와, 키모파파인과 같은 효소

등의 어떤 다양한 약물을 포함하는 캐리어, 또는 식염 용액과 같은 어떤 다양한 매개물을 도입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루멘은 또한 수핵부와 같은 물질을 흡인하고 그리고/또는 처치 과정 중에 또는 그 종료 때 핵부 부가물 물질을 도입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도 7에서, 장치(10)의 말단부(34)가 단면도로 도시되어 있다. 말단부(34)는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프로브 부재(20)와,

외부 이송 캐뉼러(30)와, 전진기 또는 내부 누름 막대(40)를 포함한다. 만곡된 통로 또는 슬롯(60)은 이송 캐뉼러(30)의 내

부 디스크 팁(50)에 근접해 있다. 통로 또는 슬롯(60)은 프로브(20)가 만곡된 슬롯(60)으로부터 전진기(40)에 의해 디스크

(315) 내로 외향으로 전진됨에 따라 후방 환형부 섬유질(310)의 막에 대략 평행한 경로로 프로브 부재(20)를 편향시키도

록 작용하는 만곡된 말단 편향 표면을 포함한다.

캐뉼러(30)의 말단부(34)에는 프로브(20)의 편향 모드에 따라서 어떤 다양한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말단부(34)에는 편향 표면(62)을 포함하는 캡(52)이 마련된다. 캡(52)은 여기에서 다른 경우에서와 동일한 중합체 물질의

임의의 것으로 성형될 수 있고, 접착제에 의한 결합, 억지 끼워 맞춤, 또는 다른 종래의 고정 기술에 의해 말단부(34)에 고

정될 수 있다. 캡(52)은 캡(52)의 말단부를 구성할 수 있는 또는 실리콘과 같은 비외상성 물질의 코팅 또는 층을 포함하며,

캡(52)에 의해 지지되는 비외상성의 말단 표면(50)을 갖는다.

원하는 말단부 팁 설계에 따라서 어떤 다양한 다른 편향 표면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단부가 성형된 캡(52)이 제거

될 수 있고, 관형 캐뉼러(30)의 내측 표면에 의해 편향 표면이 대신 형성된다. 이는 말단부(34) 상에 2개의 대향 축방향 리

본을 분리시키도록 캐뉼러(30)의 말단부(34)로부터 근접하게 연장하는 2개의 대향 축방향 슬롯을 마련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제1 리본이 절단되어 제거되는 반면, 제2 리본은 만곡된 편향 표면을 제공하기 위하여 캐뉼러(30)의 중심축을 가

로질러 만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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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편향 표면은 일정 상황에서 제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7에서 설명된 처치 과정에서, 장치는 (예를 들어, 원

하는 치료 평면 내에 또는 그에 평행하게) 도시된 바와 같이 환형부 내에 또는 그의 표면을 따라 프로브를 전진시키기 위하

여 대응하는 각으로 프로브가 장치를 나갈 것을 요하는 원하는 치료 평면에 대해 일정 각으로 후방 환형부 내의 손상부를

통해 삽입된다. 그러나, 환형부를 통한 접근 통로를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대략 80 내지 90도만큼 이동

시킴으로써, 장치(10)의 종축은 환형부의 후방 내부 표면 또는 다른 원하는 치료 평면에 평행하거나 그에 동일 평면으로

위치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프로브는 캐뉼러(30)의 단부로부터 바람직하게 축방향으로 개시할 수 있어서, 이어지는

환형 패취 이식을 위한 공간을 절개할 수 있다.

전술된 본 발명의 축방향 개시 실시예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상부를 통하여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축방향 개시 장치

는 의원성 접근의 종축이 자연적인 손상부이 존재하는 평면으로부터 (예를 들어, 약 +/- 20도 미만의) 사실상 평행하도록,

자연적인 손상부로부터 떨어져 이격된 환형부를 통하여 발생된, 의원성 접근 경로를 통한 적용예를 용이하게 찾는다.

다른 대안으로서, 프로브(20)는 장치(10)의 기단부에 편향 제어의 조작에 응답하여 측방으로 편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 구성에서 프로브(20)는 가요성 금속 또는 중합체 리본을 포함하여, 전진기(40)의 말단부 또는 다른 축방향 지지부로부

터 연장한다. 축방향으로 연장하는 조향 요소가 프로브(20)에 부착된다. 통상, 조향 요소는 프로브(20)의 말단부 근처에 부

착될 것이다. 전진기(40)에 대한 조향 요소의 축방향 기단 또는 말단 이동은 프로브(20)의 측방향 편향을 야기시킬 것이다.

편향부의 곡률 반경은, 예를 들어 프로브(20)의 측방 가요성과 프로브(20)에 대한 조향 요소의 부착점을 변화시키는 방법

과 같이, 여기에서 개시된 내용을 고려하여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에게 명백한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어될 수 있다.

압축과 비교하여 신장 상태에서 장치의 다른 물리적 요구로 인해, 만일 조향 요소가 당김 와이어 또는 리본이어서 프로브

(20)에 대해 당김 와이어의 축방향 기부측 후퇴가 프로브(20)의 측방향 편향을 일으킨다면, 장치의 단면적은 최소화될 것

이다. 측방향 편향은 기단 핸드피스 내의 기계에 의해 또는 임상의에 의해 프로브가 원하는 만곡된 경로를 따르도록 말단

부의 전진 범위로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단 핸드피스에는 임상의가 말단으로의 (그리고 측방으로의) 전

진은 물론 편향을 제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노브 또는 회전식 레버 또는 슬라이더 스위치와 같은 어떤 다양한 제어장

치가 마련될 수 있다.

다른 구성에서, 프로브는 캐뉼러의 말단부(34) 또는 다른 안내부(30)로부터 축방향으로 개시하지만, 측면 아크를 이루며

이동하고 후방 환형부 또는 다른 원하는 표면을 따라 활주하도록 자체가 편의되어 만곡된다. 이는 프로브를 니티놀과 같은

니켈-티타늄 합금으로 구성시키고 측방으로 미리 굴곡된 방향을 마련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 프로브는 캐뉼러(30) 내에

축방향으로 구속되지만 캐뉼러의 말단부(30)의 개구로부터 말단으로 전진됨에 따라 자체의 편의된 상태에서 측방으로 연

장한다.

도시된 실시예의 프로브 부재(20)는 고탄성의 니켈 티타늄 합금으로 또는 상당한 소성 변형 없이 편향 표면(62)에 의해 충

분한 편향을 허용하는 적절한 강성 및 변형률 특성을 갖는 다른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프로브 부재(20)는 긴 시트, 튜브,

막대, 와이어 등으로 형성될 수 있다. 프로브(20)는 반원형, 완전 반원형, 중공형 및 사각형을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지 않

는 다양한 단면으로 구성될 수 있다.

프로브 부재(20) 말단부에서의 프로브 팁(80)은 환형부(310)와 핵부(320) 사이를 절개하거나, 환형부(310)의 층간을 절

개하거나, 또는 핵부를 통하여 절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프로브 팁(80)은 프로브 부재(20)와 동일한 재료 또는 무딘 둥

근 표면을 나타내거나 절단을 위한 다른 적절한 재료로 구성될 수 있다. 프로브 팁(80)을 형성하는 프로브 부재(20)의 말단

부 에지 상의 예리한 표면은 생성된 공간 내에 이식물의 삽입을 가능하게 하도록 통로를 절개하는 데 사용된다. 유사하게

무딘 팁 프로파일은 환형막을 분리 또는 파열시키고 환형부(310)와 핵부(320) 사이의 또는 핵부(320) 자체 내의 개방 공

간을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프로브 팁(80)에는 또한 도 11a 및 도 1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후방 만곡부가 마련된다. 이러한 구성에서, 오목 표면은 디

스크 내에 배치되었을 때 장치의 종축을 면한다. 팁(82)은 후퇴에 따라 절제 또는 예리한 해부에 용이하게 이용하도록 예

리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만곡된 형상은 또한, 고르지 못하거나 변질된 환형 조직이 존재하더라도, 전진에 따라 환형부

(310) 천공의 위험을 감소시키도록 무딘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곡된 팁(80)은 도 13a 및 도 1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크 내로 프로브 부재(20)의 각각의 통과시 제거되기를 희망하는 물질의 양에 따라 어떤 다양한 반

경 또는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절제 팁(80) 또는 블레이드는 도 15a 내지 도 1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환형

부(310) 내로 또는 척추 종판(350) 쪽으로 이탈 각으로 전진될 때에도 무디고 볼록한 전방 프로파일을 나타내도록 캐비티

(cavity, 腔)를 갖는 오목한 다면 주걱(81)으로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주걱(81)의 증가된 표면적은 디스크 조직의

제거를 더 유용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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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10)의 말단부는 후방 환형부(300) 내의 손상부을 통하여 삽입되는 것과 같이 도 7에 도시된다. 이와 달리, 장치(10)

는 후-측방, 측방 또는 전방 환형부(300) 내의 손상부을 통하여 삽입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위치에서, 프로브 팁(80)은

환형부(310)의 다른 구역의 막에 평행하게 전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만곡된 프로브

팁(80)의 많은 장점 중의 하나는 프로브가 외부 캐뉼러(30)에 대해 후퇴된 상태에 있을 때 최소의 프로파일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도 7에 도시된 만곡된 팁(80)은 내부 디스크 팁(50)의 말단부 둘레에 끼워져서, 장치(10)의 크기 또는 프

로파일을 단지 최소한으로 증가시킨다. 이는 장치(10)의 말단부의 적절한 삽입을 허용하는 데 필요한 환형부(300) 내의 손

상부의 크기를 최소화한다.

도 11 및 도 13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팁(80)의 다양한 기하학적 형상은 장치(10)의 내부 디스크 팁(50)의 삽입을 위한 필

요한 환형 손상부 또는 환형 절개부(300) 크기를 증가시키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3의 프로브 팁(80)의 최

대 반경은 디스크 내로 장치(10)의 적절한 삽입을 위한 가장 큰 해당 환형 절개부(300)의 필요성 없이 내부 디스크 팁(50)

으로부터 전진될 때 무딘 해부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프로브 팁(80)이 무뎌질수록, 프로브(20)의 강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가된 강성은 프로브(20)를 형성하기 위한 두껍거나 경성을 갖는 재료를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

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는 프로브(20)의 길이를 따라 만곡된 단면 형상을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들 기술은 프

로브(20) 길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강성을 부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프로브 팁(80)은 도 17a 및 도 1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조직을 제거하는 제거 유닛에 또한 결합될 수 있다. 제거 유닛은

프로브 팁(80)에 인접하게 그리고 디스크의 내부와 면하는 측부 상에서 바람직하게 프로브(20)에 부착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 프로브(20)는 제거 유닛에 대향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 환형부의 내부측을 면하는 방향으로 원하지 않는 제거

를 최소화하는 기계적 및 열적 장벽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제거는 광(레이저), 단극 또는 양극 구성의 전자기 방사 또는 고

주파(RF), 프로브의 저항 가열, 초음파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떤 다양한 에너지 전송 기술을 사용하여 달

성될 수 있다.

양극 고주파 유닛의 실시예는 도 17에 도시되어 있다. 동력 및 제어 와이어(91)는 본 기술 분야에서 공지된 바와 같이 프로

브 부재(20) 상에 직접 형성될 수 있다. 이들 와이어는 전진기(40) 및 캐뉼러(30)에 부착되거나 또는 연결된 외부 동력원

또는 제어 유닛에 RF 소자(90)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 와이어(90)는 이들 와이어에 전류의 전도를 허용하게 하여

프로브 팁(80)의 구역 내에 조직을 저항에 의해 가열하게 한다. 이들 소자(90)는 장치(10)의 말단 프로브 팁(80)에 근접하

게 도시되어 있으나, 프로브(20) 및/또는 프로브 팁(80)을 따라 임의 위치에 위치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2개의 소자(90)

가 도시되어 있으나, 다수의 소자가 프로브(20)의 전체 길이를 따라서 다양한 위치에 위치될 수 있고, 개별적으로 활성화

되거나 또는 쌍 또는 그룹으로 다중 처리될 수 있어 원하는 온도 프로파일 또는 디스크 조직 내에 제거를 이룰 수 있다.

튜브(92)는 제거된 물질 및 증기를 위한 또는 유체 또는 기체의 혼합물을 위한 배출 경로를 제공하도록 프로브(20)에 부착

되어 도시된다. 이들 유체 및 기체는 조직의 전도 특성을 바꾸기 위해 부가되거나, 또는 다양한 약제, 약물, 유전자 또는 유

전자 벡터, 또는 바람직한 치료상의 영향을 일으키기 위한 다른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튜브(92)는 말단의 단일 오리피스

를 갖는 것으로 도시된다. 이는 이와 달리 조직 내에 유체 또는 기체의 퍼짐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유사하게 처치 과정

에 의해 요구되는 것과 같은 재료를 제거하기 위하여 임의 개수의 측방 구멍 또는 채널을 포함한다. 축방향 루멘은 측방 개

구 또는 다른 개구를 장치(10)의 기단부와 연통하도록 위치시키는 데 요구되는 바와 같이 마련된다. 제거 유닛은 프로브

부재(20)가 캐비티를 생성하기 위하여 조직을 통하여 전진하거나 또는 프로브 부재(20)가 원하는 거리로 전진된 후에 후

퇴됨에 따라 활성화될 수 있다. 더욱이, 제거 유닛(90)에 공급된 동력은 디스크 내에 균일한 캐비티를 제거하기 위하여 프

로브 부재(20)의 순간 속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디스크 내에 조직을 해부하거나, 절개하거나, 또는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10)는 어떤 다양한 내부 디스크의 이식물

또는 약물이 삽입될 수 있는 절개된 구역 또는 캐비티를 생성하기 위하여 이식 과정의 일부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 구역은

환형부 층들(310) 내에, 핵부(320) 내에, 또는 환형부(310)와 핵부(320) 사이일 수 있다. 이는 핵부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

함할 수 있다. 디스크 조직의 양의 증가는 디스크 내의 상이한 깊이에 프로브 팁을 반복적으로 전진 및 후퇴시킴으로써 제

거될 수 있다. 내부 디스크의 이식물은 개별 장치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프로브(20)를 따라서, 그를 통하여, 또는

그 둘레에 삽입될 수 있다. 적절한 이식물은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참고로 포함된, 척추 디스크 부가 장치 및 방법이라는 제

목으로 2000년 8월 18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09/642,450호에 개시된 것을 포함한다.

도 7, 도 8, 도 9 및 도 10은 환형부(310)의 두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환형부(300)의 환형 절개부 또는 손상부 내에 위

치된 장치(10)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7에서, 내부 디스크 팁(50)에 의해 한정된 태의 말단부는 환형 절개부 또는 손상부

(300)를 통하여 어떤 깊이로 삽입되는 데, 프로브(20)가 후방 환형부(310)의 전방 경계를 바로 지나서 삽입된다. 도 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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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프로브 부재(20)는 캐뉼러(30)에서부터 전진하고 장치(10)에 거의 직각인 각으로 내부 디스크 팁(50)의 만곡된 통로

(60) 내의 편향 표면에 의해 편향되어, 프로브 부재(20)가 후방 환형부(310)의 내부 표면에 평행하게 전진하도록 한다. 이

러한 사용에서, 프로브(20)는 수 밀리미터 외향으로 단지 전진할 필요가 있다.

도 9에서, 장치(10)는 프로브(20)가 후방 환형부(310)와 접촉할 때까지 환형 절개부(300)로부터 기단부측으로 후퇴된다.

도 10에서, 활주식으로 조정 가능한 깊이 멈춤부(70)는 캐뉼러(30)에 의해 지지되어, 후방 환형부(310)의 외부 표면과 접

촉하여 후방 환형부(310)의 내부 표면과 접촉하여 있을 때까지 말단부로 (전방으로) 전진한다. 깊이 멈춤부(70)는, 촉감

피드백으로 또는 형광 투시 시각화로 판단될 수 있는 것과 같이, 디스크 내로 캐뉼러(30)의 추가 진입을 방해하는 환형 절

개부(300)에 인접한 척추 본체의 표면 또는 환형 조직과 인접함으로써 그 기능을 한다. 도 4는 깊이 멈춤 조정 노브(105),

캘리브레이션된 측정 마크(100) 및 깊이 멈춤부(70)를 도시한다. 캐뉼러(30) 또는 깊이 멈춤부(70)는 프로브 부재(20)가

나가는 지점에서의 내부 디스크 팁(50)과 깊이 멈춤부(70) 사이의 거리가 결정될 수 있도록 캘리브레이션된 측정 마크

(100)로 표시될 수 있다. 이 거리는 환형 절개부(300)에 인접한 환형부의 두께에 대응한다.

도 18은 환형부(310) 내의 환형 절개부 또는 손상부 내에 위치되고, 후방 환형부 및 전방 환형부의 내부 표면들 사이의 거

리에 의해 정의되는 바와 같이 핵부 공간의 전후방 크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10)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여기에

서, 프로브 부재(20) 및 조정 가능한 깊이 멈춤부(70)는 완전히 후퇴된다. 프로브(20) 및 전진기(40)는 여기에서 기술된 전

후방 측정을 위해서만 의도된 실시예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 장치(10)의 내부 디스크 팁(50)은 전방 환형부의 내부 표

면에 도달되고 이 내부 표면이 내부 디스크 팁(50)의 추가 이동을 방해할 때까지 환형부(300) 내의 환형 절개부 또는 손상

부를 통하여 전진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장치(10)는 디스크의 내부 기하학적 형상의 촉감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

다. 조정 가능한 깊이 멈춤부(70)는 척추 본체 또는 환형부의 기단측 외부 표면 쪽으로 말단으로 전진하고, 도달된 최대 깊

이의 기록은 캐뉼러(30) 상에서와 같이 장치의 기단부 상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전자 수단 또는 다른

수단이 이 거리를 측정 및 표시하기 위해 채용될 수 있다. 후방 환형부의 내부측과 전방 환형부의 내부 측 사이의 거리를

얻기 위하여 후방 환형부의 두께는 이 값에서 공제될 수 있다.

도 19 및 도 20은 환형부(300) 내의 환형 절개부 또는 손상부 내에 위치되고 환형부의 좌우 측방 표면들 사이의 거리를 측

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10)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내부 디스크 팁(50)이 후방 환형부의 내부 벽을 바로 지나 삽입되

어 환형부(310)의 좌우 측방 표면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 프로브 팁(80)은 전진기(40)로부터의 촉감 피드백이 측방

표면이 추가 전진을 저지하는 것을 가리킬 때까지 디스크의 평면 내에, 즉 종판에 평행하게 만곡된 통로(60)로부터 전진한

다. 캐뉼러를 통하여 또는 그에 근접하여 시각적으로 표시된 전진기(40) 상의 캘리브레이션된 마크는 이 거리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프로브 부재(20)가 완전히 후퇴되는 동안 장치(10)를 180도 회전시킴으로써 그리고 측방향으로 동일한 작동을 수행함으

로써,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 측방 표면들 사이의 전체 거리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깊이 멈춤부(70)를 조

정함으로써 디스크 내의 다양한 깊이에 대해 반복될 수 있다. 디스크 내부를 촉감으로 알아내기 위해 프로브 부재(20)를

사용하는 유사한 방법이 척추 종판들 사이의 거리와 환형 절개부(300)에서 종판까지의 상대 거리를 측정하는 데 채용될

수 있다. 전술된 모든 측정은 핵부의 파열을 최소화하도록 주걱 없이 무딘 비외상성 팁 또는 도시된 바와 같은 주걱 형상의

말단 팁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깊이 멈춤부(70)는 디스크 내의 공간의 절제 또는 해부를 다른 내부 디스크 장치 또는 이식물의 배치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환형부 섬유질의 내부 표면을 따라 이식물을 배치하는 데 특히 유용할 수 있다. 깊이

멈춤부(70) 또는 연질/골질 조직 정렬 구조는 하나 이상의 척추 본체의 일부 또는 환형부에 단순히 지지되거나 결합되어

있고 내부 디스크의 이식물 또는 프로브의 일관된 배치를 위해 장치를 정렬 및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렬 구

조는 캐뉼러와 동심 또는 오프셋될 수 있고, 캐뉼러로부터 외향 연장하는 하나 이상의 돌출부 또는 "다리부"로서 구현될 수

있다. 전술된 임의의 측정 기술에 의해 측정되는 환형부의 두께는 환형부 막을 따라 이식물을 배치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이식 장치 상에 깊이 멈춤부 정렬 구조를 설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로서, 만일 후방 환형부가 장치(10)를 사용하여 7

mm로 측정되면, 깊이 멈춤부는 디스크 내에 이 장치의 관통을 7 mm 또는 7 mm에 비례하는 다른 깊이로 제한하기 위하

여 이식 장치 상에 설치될 수 있다. 이는 이 장비에 의해 배치된 이식물이 후방 환형부의 내부 표면을 따라서 장치(10)에 의

해 디스크 내에 미리 절개된 공간 내로 삽입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프로브(20)는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 디스크의 이식물의 배치의 일부로서 사용될 수 있다. 프로브(20)의 유리한 이용

은, 일단 프로브(20)가 디스크 공간 내의 원하는 위치에 존재하면, 전진기(40)로부터 이를 탈거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이식물들은 이러한 원하는 위치 내에 프로브(20)를 따라서, 그의 후방에서, 또는 그의 전방에서 지나갈 수 있다. 프로브

(20)는 디스크 공간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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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된 측정 기술은 디스크 공간으로부터 핵부의 완전한 절제를 이루는 데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술된 바와

같은 절제 또는 제거 팁은 디스크 내로 핵부의 측방 경계로 반복적으로 지나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깊이 멈춤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같이 후방 환형부의 내부측에서 전방 환형부의 내부측까지 디스크 내의 다양한 깊이에서 반복될 수 있다.

본 발명이 양호한 실시예를 참고로 특별히 도시되고 기술되었으나, 형태 및 세부 사항의 다양한 변형이 후속하는 청구의

범위에 의해 포함되는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에 의해 이해될 것이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말단부 및 기단부를 갖고, 환형부 섬유질 내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손상부 또는 의원성 구멍 내에 끼워지는 크기를 갖는 중

공 이송 캐뉼러와;

상기 캐뉼러 내에 내장된 프로브 부재와 결합되는 전진기로서, 상기 프로브 부재는 상기 전진기에 연결된 기단부와 프로브

팁에 연결된 말단부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브 부재는 상기 캐뉼러의 말단부로부터 외향으로 전진 가능한 것인, 상기 전진

기와;

상기 캐뉼러의 상기 말단 내의 만곡된 통로로서, 상기 만곡된 통로를 통해 상기 프로부 부재가 이동하여 상기 캐뉼러의 종

축에 대해 30 내지 150도 사이의 각으로 외향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는, 상기 만곡된 통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전진기에 연결되고 상기 프로브 부재에 의해 전진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캐뉼러

에 결합된 손상부 또는 환형 절개부 내에 캐뉼러에 의해 전진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 부재는 비원형 단면의 기하학적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 부재는 상기 프로브 팁에 인접한 프로브 부재에 결합된 제거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 부재는 니티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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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 팁은 무딘 형상의 프로브 팁, 예리한 프로브 팁, 주걱 형상의 프로브 팁 및 끌 형상의 프로

브 팁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 팁은 디스크의 내부 쪽으로 면하여 후방으로 만곡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청구항 1에 있어서, 프로브 팁은 종축에 대해 하향으로 만곡되고 프로브 부재가 배치될 때 추간판의 내부측이 만곡된 표면

에만 노출되도록 삽입장치와 면할 때까지 만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척추를 치료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종축을 갖는 긴 안내부와;

상기 안내부에 의해 지지되고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작동기와;

상기 작동기에 의해 이동 가능한 프로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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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안내부에 의해 지지되는 편향 표면으로서, 상기 작동기가 상기 프로브를 이동시킬 때, 그 편향표면을 따라 상기 프로

브가 상기 종축에 대한 임의의 각을 갖고 전진하게 해주는, 상기 편향 표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를 치료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9.

청구항 18에 있어서, 상기 안내부는 긴 관형 몸체를 포함하고 긴 관형 몸체는 이를 통하여 연장하는 루멘을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척추를 치료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0.

청구항 19에 있어서, 상기 작동기는 안내부의 적어도 일부를 통하여 연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를 치료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1.

청구항 18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는 작동기에 부착된 긴 가요성 몸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를 치료하기 위

한 장치.

청구항 22.

청구항 21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는 비선형 형상으로 편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를 치료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3.

청구항 22에 있어서, 상기 프로브는 니켈 티타늄 합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를 치료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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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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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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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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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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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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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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10

도면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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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b

도면12

도면13a

도면13b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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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a

도면15b

도면16

도면17a

도면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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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도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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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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