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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적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다축성 콜릿형 고정 기구로서, 상기 기구는 나사(170), 후크(190) 또는 만곡

된 헤드(172, 192)를 가지는 다른 정형외과적 이식 구성요소 및 연결요소(100a)를 포함한다. 연결요소(100a)는 내부

챔버(116a)를 가지는 테이퍼형 콜릿 부분(102a)을 구비하며, 상기 내부챔버내에 우선 만곡된 헤드(172, 192)가 다축

성으로 배치된다. 고정 칼라(160)가 테이퍼형 콜릿 부분(102a) 주위에 배치되고, 고정 칼라가 넓어지는 테이퍼 방향

으로 이동 함으로써, 내부공간(116a)이 만곡된 헤드(172, 192)상으로 수축되어 헤드를 고정하게 된다.연결요소는 일

반적으로 전체 이식장치의 로드를 수용하기 위하여 측면 또는 상단중 어느 한쪽에 로드 수용 홈(122a)을 포함한다. 

테이퍼 부분 및 칼라에 있는 상호 나사부에 의하여, 또는 로드를 채널에 고정하는 별도의 요소(150)가 칼라에 인가한 

압력에 의하여 고정 칼라(160)가 잠금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수술시 최대의 자유로움과 사용의 편이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축성(polyaxial)으로 연결하고 고정하는 

정형외과적 장치 양자 모두를 위한 기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뼈 조각들을 합치고(합치거나) 치료하기 위한 지지부에 대한 기술분야에는 다양한 정형외과적 이식 장치가 알려져 있

다. 이러한 장치는 뼈판(bone plate), 인공관절 및 로드 고정 이식체(rod immobilization implants)를 포함한다. 인간 

신체의 다양한 영역에 상기 장치를 고정하는 것이 종종 기술적으로 어려운 반면에, 척주(脊柱)의 고정화된 조각에 사

용되는 이식 장치에는 다양한 각형성 능력(angulability)이 특별히 요구된다. 척추는 신경계의 중요한 요소를 수용하

고 보호하는 연결조직과 뼈 및 아주 인접한 동맥과 정맥혈로 이루어진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다. 척주(spinal column)

내 또는 척주상에 인공 조립품을 이식시킴으로써 이러한 고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해당 기술분야에

서 공개되어 왔다.

이러한 조립품은 전방, 후방 및 측면 이식체로 분류될 수 있다. 분류에 의하면, 측면과 전방 부품이 척추체(vertebral 

body)의 연속물인 척추 전방부에 연결된다. 후방 이식체는 일반적으로 래미너(lamina) 아래에 걸고 중앙 커널(canal)

내부 로 들어가며, 횡단 돌기에 부착되거나, 육경골(pedicle bone, 肉莖骨)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척주의 후방에 부착

된다.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긴 로드를 선택된 뼈의 연속물에 고정함으로써 척추의 배열을 변경하고 고정시키기 

위한 모든 척추 고정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로드 조립품(rod assembly)'은 후크, 페디클 나사(pedicle screw) 및 천골(薦骨) 블록(sacral block)을 포함

하는 많은 부품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부품 각각은 로드에 연결되는 복수의 나사를 포함한다. 페디클 나사는 래미너

의 후방 측면과 페디클을 통하여 그들의 개별적인 척추체내로 이식된다. 후크는 래미너 아래로 삽입된다. 천골 블록이

천골에 연결되고 로드의 최단부를 수용한다. 더 적절한 형상에 맞게 하기 위하여 로드의 정렬 작용이 고정될 척추에 

힘을 가한다.

그러나, 정렬되지 않은 만곡부를 따라서 나사, 후크 및 천골 블록을 삽입하고, 동시에 그에 대하여 로드를 정확하게 

위치결정 함으로써, 로드가 실질적으로 휘어지지 않고 연속되는 요소의 수용부를 관통하여 로드가 통과할 수 있도록 

연속되는 요소의 수용부를 정렬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헤드를 구비한 고정된 나사와, 

후크 및 천골 블록을 적당하게 정렬하기 위한 시도는 상당히 긴 수술시간을 요함으로써, 외과수술과 관련된 복잡성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정된 축 장치(axes device)에 대한 이러한 정렬은 종종 달성될 수 없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기구사용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본 기술분야는 나사와 연결요소의 각도형성을 자유롭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포함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는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그 내구성에 대한 신뢰가 불충분하다. 종래 기술에 의한 시스템에 대한 주목할 

만한 단점으로는 복잡성, 로드와 연결 요소를 적당하게 위치결정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복잡한 장치와 관련된 많은

부품에 대한 지루한 조작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두 요소, 즉, 로드와 나사 사이의 이식 각도 형성의 다축방향 자유도를 제공하

는 다양한 다른 형상의 정형외과적 장치에 통합될 수 있는 연결 기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적은 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짐으로써 신속한 이식을 제공하는 전술한 조립품을 제공하는 것

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믿을 수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장시간 고정 지지할 수 있는 조립품을 제공하는 것

이다.

명시되지 않은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하에서 설명될 것이며, 이하에서 개시되는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을 통하여

더 상세하게 이해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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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본 발명의 목적은 정형외과적 이식 요소를 융통성 있게 서로 연결하고 그들을 서로 고정하기 위한 기구인 본 

발명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기구 자체는 일반적으로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하에서 페디클 나사,

래미너 후크 및 천골 블록의 실시예로 더 완전하게 설명될 것이다. 제1요소는 만곡된 헤드부를 포함하고; 두 번째 요

소는 콜릿(collet)으로 되어 있고 테이퍼진 외부 및 제1요소의 만곡된 헤드를 수용하기 위한 만곡된 내부 공간을 가지

는 부분을 포함한 다. 테이퍼진 고정 칼라(collar)가 두 번째 요소의 테이퍼진 콜릿부 주위에 위치함으로써, 제2요소에

대한 칼라의 선택된 이동(translation)이 콜릿부분을 수축시키고 내부 공간을 만곡된 헤드에 압착 고정시킨다.

더 상세하게는, 본 발명의 페디클 나사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의 다축 나사 및 연결 요소 부품은, 예를 들면 준구형

(semi-spherical)과 같은 만곡된 형상의 헤드를 가지는 뼈 나사와, 로드가 견고하게 고정되기 이전에 자유롭게 회전

할 수 있도록 헤드 위에 장착되는 연결요소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일단 로드가 연결요소에 수용된 후에는 주어진 각

도로 견고하게 고정된다. 연결요소는 일반적으로 원통형 주몸체부와, 고정 칼라와, 제거 가능한 외부 로드 고정 슬리

브 및 상부 고정 너트를 구비한다.

연결요소는 개념적으로 하부 소켓부 및 로드와 너트 수용부로 분할된다. 로드가 연결요소의 측면에 수용되어 있는 제

1 실시예에서는, 로드와 너트 수용부는 중간 로드 수용부 및 상부 너트 수용부로 세부 분할된다. (연결요소가 상부로

부터 로드를 수용하는 다른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세부 분할을 필요하지 않다)

하부 소켓부는 바닥에 개구(opening)를 가지는 내부 챔버를 포함한다. 내부 챔버는 이상적으로는 나사 헤드를 수용하

기에 적당함으로써 나사와 연결요소가 회전 및 각도에 대하여 자유로운 관계로 서로 지지된다. 소켓부 외부 표면은 

확장되지 않은 개구보다 큰 주직경(major diameter)을 가지는 나사헤드를 수용하도록 연결요소 바닥에 있는 개구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적어도 하나의 수직 슬롯을 포함함으로써, 나사 헤드가 내부 챔버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나사 헤드를 진입시키기 위하여 적어도 하나의 슬롯이 탄성적으로 확장되며, 이어서 헤드가 완전하게 삽입되면

슬롯이 원래 위치로 수축된다. 그러나, 나사 헤드와 내부 챔버는 서로에 대하여 자유롭게 회전하고 각을 형성할 수 있

다.

연결 요소중 나사 헤드가 삽입되는 하부 소켓부의 외부는 연결요소 바닥쪽으로 갈수록 약간 바깥쪽으로 테이퍼져서, 

상단에서보다 바닥부에서 약간 큰 직경을 가진다. 하부의 상단과 같거나 약간 크지만 하부 바닥의 직경보다는 작은 

직경을 가지는 고정 칼라가, 고정 칼라의 바닥이 요소의 넓어진 표면에 접하여 위치하면서 연결요소 주위에 초기상태

로 배치된다. 칼라의 상단은 두 개의 대향 홈(groove), 또는 노치를 포함하고, 그 위에 로드가 초기상태로 위치한다. 

고정 칼라의 아랫방향 변위는 연결요소의 하부 소켓부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수직 슬롯을 좁게 만들고, 그 속에서 내

부 챔버의 내부 표면이 내부 방향으로 방사상 이동하도록 하고, 나사 헤드를 수축시키고 고정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스윙가능성(swingability)을 방지한다.

연결요소의 중간부는 이식 장치의 로드를 장착하기 위한 측면 수용 채널을 포함한다. 더욱 상세하게는, 하부보다 위의

위치에서 채널이 일반적으로 원통 몸체의 측면에 형성되고, 그 내부에 지지로드의 수용 장소를 제공한다. 로드가 수용

장소 내에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 로드 고정 슬리브가 제공된다. 외부 로드 고정 슬리브는 일반적으

로 원통형 형상을 가지며, 연결요소 상단 위로 미끄러지기 위하여 공동 중심(hollow center)을 구비한다. 원통 슬리브

의 바닥은 고정 칼라 상단에 있는 홈과 유사한 대향 홈을 포함한다. 홈은 로드 상단과 맞고, 아 랫방향 힘이 인가될 때 

고정될 수 있도록 위치되고 설계된다. 그러나, 슬리브가 로드의 큰 각부분을 둘러싸서, 슬리브 홈과 고정 칼라의 홈 사

이의 로드 수용 장소에 로드를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슬리브의 홈이 고정 칼라의 홈보다 깊은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수용장소는 그 속에 위치할 로드보다 더 넓어야 한다. 슬리브가 로드위로 아랫방향 힘을 받고, 로드가 고정 

칼라에 아랫방향힘을 가하기 위하여 이러한 크기 관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로드는 수용 장소내에 한해서, 연결요소에

대하여 아랫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어야 한다.

연결요소의 상부는 고정 너트가 삽입될 나사부(나사산 또는 나사홈)로 구성되어 로드 고정 슬리브상에 아랫방향 힘을

제공한다. 슬리브의 아랫방향 힘은 로드의 아랫방향 힘으로 전이되고, 고정 칼라 상으로 전이될 수 있다. 고정 칼라가

로드에 의하여 아래로 힘을 받고, 연결요소의 내부 공간내에 나사를 고정시킨다.

연결요소의 각 부분(하부, 중간부 및 상부)은 서로 정렬되어 있고, 연결요소 상단으로부터 내부 공간으로 축방향 확장

하는 중앙 보어(bore)를 포함한다. 대응하여 나사 헤드는 연결요소의 중앙 보어와 정렬될 수 있는 홈(recess)을 가짐

으로써, 나사 구동 공구가 중앙 보어를 통하여 나사의 홈 내부로 삽입되고, 나사를 뼈 속으로 진행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이러한 실시예를 이식하기 위한 공정중 첫 번째 단계는 나사 헤드를 연결요소의 내부 챔버 안으로 삽입하

는 것이다. 일단 삽입되면, 로드 시스템이 작용할 하중에 대하여 가장 큰 지지강도를 나사가 가지도록 하는 위치에서

의 삽입 각이 결정되어야 한다. 일단이 각도가 결정되면, 나사-드라이버 공구가 연결요소의 중앙 보어 아래의 나사 헤

드에 있는 홈(recess)내부로 삽입되어, 뼈 속으로 회전 가능하게 삽입되도록 나사 및 연결요소가 서로 정렬한다. 나사

삽입에 이어서 나사-드라이버 공구가 조립품으로부터 제거되고, 연결요소가 회전하고 나사에 대한 각도 정렬을 변화

시킬 수 있게 된다.

이 위치에서, 연결요소의 고정 칼라는 아직 나사를 연결요소에 고정하기 위한 아랫방향 힘을 받고 있지 않다. 고정 칼

라 상단이 하부의 상단을 지나서 위로 확대하고, 수용 채널의 하부 립(lip)위에 배치되어 있다. 이식 장치의 로드가 측

면 수용 장소 내부로 공급되고, 고정 칼라 상단의 대향 홈 내에 안전하게 위치한다. 일단 로드가 적당한 위치를 잡으면

, 로드 상단이 연결요소의 대향 홈 내에 놓이면서 고정 슬리브가 연결요소 상에 위치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상단 고정

너트가 연결요소의 상단으로 유도된다.

상단 고정 너트를 아래로 구동시켜 연결 요소의 상부에 위치시키는 마지막 작동을 수행함으로써, 로드 고정 슬리브가

완전히 내려가도록 하고, 그 아래에서 로드와 고정 칼라를 아래로 이동시켜 슬리브와 고정 칼라의 두 쌍의 홈 사이에 

각각 로드를 고정시키며, 이로써 고정 칼라로 하여금 연결요소의 모서리부를 나사헤드에 고정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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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를 아래로 이동시켜 그 내부공간에 나사 헤드를 압착 고정시킬 수 있게 하는 힘을 추가함으로써 그의 내부 공간

에서 고정 슬리브가 고정 칼라와 맞물리는 것보다 더 아래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페디클 나사에 대한 제 2 실시예에서는 로드가 연결요소 상단으로부터 수용 된다. 연결요소는 개념적으로 하부 소켓

부와 상단 로드 수용부로 분할된다. 소켓부는 제 1 실시예의 경우와 동일하다. 연결요소의 상단 로드 수용부는 연결요

소 몸체 내부에서 수직 아랫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중앙 채널을 포함한다. 더욱 상세하게는 지지 로드가 위치할 수 

있는 수용 장소를 제공하면서, 상기 하부 위의 위치로부터 위로 연장하며 일반적으로 원통 몸체로 되어 있는 영역이 

제거된다. 따라서 연결요소 상단부는 U-형상으로 이루어지며, 상단부의 내부 표면들은 그 내부에 지지 로드를 수용

하기 위하여 충분히 떨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상부는 서로 횡방향으로 떨어져 있고 윗방향으로 연장하는 한 쌍의 부

재를 포함하며, 그 부재 사이는 U-형상의 채널이다.

이 실시예에서는, 로드가 수용장소 내에 견고하게 지지되기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외부 로드 고정 슬리브가 제공

된다. 그 대용으로는 상단 고정 너트로도 충분할 것이다. 연결요소의 상단 로드 수용부중 가장 윗 영역의 외부 표면은 

고정 너트가 삽입될 수 있는 나사부(threading)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속에서 로드 및/또는 고정 슬리브를 연결요소 

상에 고정하게 된다. 너트의 바닥면은 로드 고정 요소의 상단 에지(edge)에 맞도록 설계되거나, 또는 직접 로드에 맞

도록 되어 있다. 너트가 연결요소의 상부와 맞물리고, 너트를 고정 슬리브 또는 로드의 상부에서 아랫방향으로 진행

시킴으로써, 로드가 제 위치에 고정된다. 따라서, 로드는 U-형상의 로드 수용 장소의 만곡된 바닥 및 U-형상의 로드 

고정 슬리브의 만곡 상단 또는 너트 자체 사이에 고정된다.

제 1 실시예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로드 고정 슬리브의 바닥 에지 및/또는 로드 자체가 고정 칼라의 상부 표

면과 맞게 설계된다. 너트가 아랫방향으로 진행하면, 그 속에서 로드 고정 슬리브 및/또는 로드 또한 아랫방향으로 진

행하고, 측면 하중 실시예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고정 칼라가 내려가 나사를 만곡된 내부 공간내에 고정시킨

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다축 콜릿 테이퍼 고정 기구가 측면 또는 상단 하중 래미너 후크 조립품에 사용된다. 상기 조립품

은 볼(ball)형상의 헤드를 가진 만곡된 평편한 블레이드부(blade portion)로 이루어져 있다. 앞서 설명한 측면 또는 상

단 하중 실시예의 대응 연결요소는 볼 형상(준구형) 헤드상에 장착되어, 그곳에 로드를 견고하게 고정하기 전에 자유

롭게 회전하며, 로드가 일단 연결요소에 의하여 수용되면 주어진 각도로 견고하게 고정된다.

대응하는 래미너 아래로 후크의 블레이드부를 적당하게 위치시킨 다음, 로드를 연결요소에 연결하고(위에서 상세하

게 설명된 바와 같이), 후크에 대하여 연결 요소를 적당한 각도로 세팅하며, 고정 칼라는 연결요소 하부의 외곽을 따

라서 아랫 방향으로 인가되는 충분한 압력에 의한 힘을 받는다. 그 곳에서 고정 칼라는 내부 챔버의 벽에 대향하여 안

쪽 방향의 힘을 인가하고, 그에 따라서 고정 칼라의 수직 슬롯이 좁아진다. 일단 고정 칼라가 완전하게 아래로 진행됨

으로써 연결요소가 후크의 블레이드부에 대하여 견고하게 고정된다.

본 발명의 다축 콜릿(collet) 고정 연결요소 기구를 사용하는 다른 이식 장치는 천골 블록(sacral block)이다. 천골 블

록의 실시예는 한 쌍의 뼈 나사에 의하여 천골(sacrum)에 고정되는 평판 형상의 제 1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제 1 

요소 는 판 표면 상부에 배치되는 볼 헤드 요소를 포함하고, 그 볼 헤드 요소 위에 대응하는 연결요소(측면 또는 상단 

하중)가 장착된다.

위에서 설명한 각각의 실시예에서, 고정 칼라의 내부 표면 및 연결요소 하부 소켓부의 외부 표면은 선택적으로 서로 

들어맞는 나사부(threading)로 이루어질 수 있고, 상기 나사부는 연결요소에 대한 고정 칼라의 회전에 의하여 칼라가 

하부를 요소의 바닥쪽으로 하향 이동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실시예에서 제 1 요소의 만곡된 헤

드를 제 2 요소의 내부 공간속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고정 칼라가 연결요소 하부 소켓부를 따라서 독립적으로 하향 구

동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1b는 각각 본 발명의 측면 및 상단 하중 연결요소에 대한 측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고정 칼라에 대한 측면도로서, 로드 수용홈이 도면 평면에 수직이 되는 방향에서 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한 태양(態樣)인 상단 고정 너트에 대한 측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로드 고정 슬리브의 측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소정 실시 형태인 페디클 나사에 대한 측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래미너 후크 형태의 블레이드부에 대한 측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천골 블록 형태의 판부(plate portion)에 대한 측면도이다.

도 8a 및 8b는 각각 도 1a 및 1b의 연결요소에 대한 측면도로서, 상기 연결 요소는 도 5, 6 및 7에 도시되어 있는 형

태의 볼 헤드 상에 장착되어 있고, 도 2의 고정 칼라, 도 3의 고정 너트, 도 4의 로드 고정 슬리브 및 로드가 포함되어 

있다.

도 9a 및 도 9b는 각각 하부의 외곽 표면상에 나사부를 가지는 측면 및 상단 하중 연결요소에 대한 측면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한 태양인 나사부를 가지는 고정 칼라에 대한 측면도이다.

실시예

이하에서는 특정 실시예와 이식 방법이 도시되어 있는 첨부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함으로써,

결국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가 본 발명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여기서 

설명된 발명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의 설명은 본 발명 범위내의 특정 구조, 태양(態樣)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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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시적이고 도해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러한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된다.

도 1a 및 도 1b에서는, 본 발명의 연결요소(100a, 100b)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측면도로서 보여주고 있으며, 연

결요소 내부의 중요한 특징이 점선(phantom)으로 나타나 있다. 연결요소(100a, 100b) 각각은 일반적으로 개념적으

로는 하부(102a, 102b) 및 상부(106a, 106b)로 분할될 수 있는 원통체로 이루어지며, 상기 상하부 각각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a에 도시되어 있는 연결요소(100a)의 상부(106a)는 추가적으로 중간부분(104a

) 및 상단부분(105a)로 세부 분할될 수 있다.

우선, 각 연결요소(102a, 102b)의 동일한 하부에 대해서는, 몸체의 외부 표면(108a, 108b)은 신장 방향으로 테이퍼

져(tapered) 있어서 몸체는 하부(102a, 102b)의 상단(112a, 112b)보다 바닥(110a, 110b)에서 더 넓다. 요소(100a, 

100b)의 바닥(110a, 110b)은 내부 챔버(116a, 116b)의 입구를 형성하고 환상립(annular lip)(113a, 113b)에 의하여

한정되는 개구(opening)(114a, 114b)를 포함한다. 외부 휨력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때, 개구(114a, 114b)의 직경

은 내부 챔버(116a, 116b)의 최대 직경 A-A보다 좁다. 내부 챔버(116a, 116b)는 일반적으로 준구형 형상의 물체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형상의 만곡된 외부 표면(118a, 118b)을 구비한다.

하부(102a, 102b)의 외부 표면은 연결요소(100a, 100b)의 바닥(110a, 110b)으로부터 최대 수평 직경 A-A보다 하

부(102a, 102b)의 상단(112a, 112b)에 더 가까운 지점까지 수직 상방향으로 확장하는 일련의 슬롯(120a, 120b)을 

포함한다. 외부 휨력이 인가되어 개구(114a, 114b)를 넓히거나 좁혀서 그 속에 개구(114a, 114b)의 휘어지지 않은 

직경보다 큰 물체를 삽입하게 하거나, 또는 반대로 개구(114a, 114b)의 휘지 않은 직경보다 작은 물체를 지지할 수 

있도록 슬롯(120a, 120b)이 제공된다.

도 1a에 특정하여 설명하면, 연결요소(100a)의 통상적인 원통 몸체의 중간부분은 연결요소(100a)의 측면에서 큰 수

평 채널(122a), 로드 수용장소를 포함한다. 채널(122a)은 만곡된 내벽(124a)으로 이루어진다. 도 1a에 도시된 실시

예에서, 채널(122a)의 상단(121a)으로부터 바닥(123a)까지의 수직 거리 B-B가 그 속에 제공된 로드의 직경보다 크

다. 이 거리 B-B는 반드시 로드의 직경보다 커서, 채널(122a)내 에서 로드가 위 아래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채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지 로드가 연결요소(100a)내에 완전하게 체결되고 채널의 횡방향 범위를 넘어 연장되지 않도

록 한 최대 채널 수직 크기 C-C가 결정된다.(이는 도 4와 관련하여 설명할 바와 같이, 로드 고정 슬리브가 채널 122a

내의 로드와 보지되는 관계에 있도록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도 1에 관하여 더 설명하면, 연결요소(100a)의 상단부분(105a)은 약간 좁은 원통형 코어(core)로 이루어지며, 코어

상에 나사부(126a)를 가진다. 이러한 상단부분 및 그 위에 있는 나사부(126a)는 이상적으로 상단 고정 너트를 수용하

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도 3 참고)

추가적으로, 축방향 보어(128a)가 상단부분(105a)과 중간부분(104a)를 통하여 하부(102a) 내부로 확장된다. 보어(1

28a)는 내부 통로를 제공하며, 그 통로를 통하여 내부 공간(116a)내에 있는 볼 헤드 및 그 속의 어떠한 구조 요소에 

접근하기 위한 나사-드라이버 공구가 삽입될 수 있다.

도 1b에서는, 연결요소(100b)의 통상적인 원통형 몸체의 상부(104b)가 한 쌍의 상방향으로 연장하는 부재(107b, 10

9b)를 포함하며, 그 부재 사이에 연결요소(100b)의 상단에서 수직으로 향하는 채널(122b)을 한정한다. 채널(122b)은

예를 들면, 준원형(semi-circular) 단면으로 정의되는 만곡된 바닥 표면(124b)을 포함한다. 채널(122b)의 깊이는 채

널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지 로드가 연결요소(100b)내부에 완전하게 안착하고, 따라서 로드 상단이 실질적으로 상

부의 상단 아래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정해진다. 이로써 상단 고정 너트(도 3 참고)가 이 하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할 방

식으로 연결요소 상단 위에 배치된다.

서로 떨어진 한 쌍의 상방향 연장 부재(107b, 109b)로 이루어지는 연결요소(100b)의 상부(104b) 또한 외부 표면 나

사부(126b)를 포함한다. 이러한 부재(107b, 109b) 및 그 위에 있는 나사부(126b)는 이상적으로 상단 고정 너트를 수

용하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도 3 참고)

도 2에서는, 고정 칼라(140)가 한 쌍의 대향 홈(groove)(143)을 가지는 짧고 공동인 관형 몸체(141)로 이루어진다. 

홈(143)은 로드를 칼라의 초기 위치에 대향하여 위치시키기 위하여 제공된다. 고정 칼라(140)의 내부 표면(142) 또한

테이퍼부를 포함한다. 칼라(140)는 내부 공간(116a, 116b)을 수축시키고 그 내부에 미리 다축방향으로 유지되고 있

던 볼을 고정시키도록 연결요소(100a, 100b)의 하부(102a, 102b)를 따라서 하향 이동하도록 설계된다. 고정 칼라(1

40)와 연결요소(100a, 100b)의 하부(102a, 102b)의 상호간의 테이퍼 방식 결합은, 볼을 내부공간(116a, 116b)내에 

압착 고정하기 전에 연결요소(100a, 100b)와 칼라(140)의 상대 운동이 구속되도록 하는 수단이 필요없게 된다.

도 3에서는, 상단 고정 너트(150)가 연결요소(100a, 100b)의 상부(106a, 106b)상에 있는 나사부(126a, 126b)와 맞

는 내부 나사(152)를 포함한다. 너트(150)의 바닥 표면(154)은 로드의 상단 표면에 대향하여 고정되거나, 로드 고정 

슬리브(도 4 및 도 8a참고)의 상단 표면에 기대어 고정되지만 슬리브에 대하여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그 내부에

는 슬리브 및/또는 로드를 하향 진행시키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이는 도 8a 및 도 8b의 장치의 완전한 조립품과 관

련하여 이하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된다)

도 4와 그에 도시된 로드 고정 슬리브(160)를 참고하면, 슬리브는 연결요소(100a)의 외부 직경과 동일한 내부 직경을

가지는 공동 원통 몸체(162)로 구성됨으로써 연결요소 위에 위치할 수 있다. 로드 고정 슬리브(160)의 바닥부(164)는

한 쌍의 하향 확장 부재(161, 163)를 포함하며, 그 부재 사이에는 로드가 통과할 제 2 채널(166)이 한정된다. 따라서 

일단 로드가 측방향 채널(122a) 내로 삽입되면, 로드 고정 슬리브는 연결요소(100a) 상부(106a)위로 삽입된다. 로드 

고정 슬리브(160)가 하향 이동함으로써, 고정 칼라(140)가 연결요소(102a)의 내부 공간(122a)내에 볼 헤드를 고정할

때까지 로드가 고정 칼라(140)와 함께 채널(122a)내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동하고, 로드가 채널(122a)내에 고정된다.

만곡된 헤드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나사부분에 대한 측면도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나사(170)는 헤드부(172), 목(1

74) 및 샤프트(176)로 이루어져 있다. 도 5에서 샤프트(176)는 피치가 큰 나삿니(thread)(178)을 가지는 테이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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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시되어 있다. 다양한 다른 샤프트 디자인이 본 디자인과 호환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별적인 환자의 뼈 

상태에 따라 의사에 의하여 나삿니 피치, 샤프트 직경에 대한 나삿니 직경 비율 및 전체적인 샤프트 형상 등과 같은 

샤프트 특성이 특정될 수 있지만, 본 발명은 다른 다양한 샤프트 디자인과 호환될 수 있다.

나사(170)의 헤드부(172)는 준구형 형태를 가지며, 그 속에 홈 180을 구비한다. 준구형 형태는 구(sphere)의 일부분

이고,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그 부분이 반구(hemisphere)범위보다 크며, 헤드 중심으로부터 등거리인 외부 윤곽을 나

타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에에서는, 준구형 헤드(172)의 주요 단면(도 5의 2차원적 도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이 적어도 270°의 원호를 포함한다.

홈(180)은 뼈 속으로 나사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토오크(torque)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용장소를 한정한다. 홈(1

72)의 특정 형상은 적당한 나사-진행 공구와 맞도록 선택된다. 예를 들면 일자 드라이버용 슬롯으로 구성될 수도 있

고, 십자 드라이버를 위한 십자홈 또는, 가장 바람직하게는 앨런 렌치(allen wrench)를 수용하기 위하여 육각형 형상

의 홀로 이루어진다. 또한 홈(180)은 나사(170)의 일반적인 신장축, 더 상세하게는 샤프트(176)와 동축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홈(180)과 샤프트(176)가 일직선의 축을 가짐으로써, 나사(170)를 뼈 속으로 삽입하는 단계를 용이하

게 한다.

준구형 헤드부(172)는 목부분(174)에서 샤프트(176)과 연결된다. 샤프트(176)의 직경이 준구형 헤드(172)의 직경보

다 작은 것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나사(170)의 목(174)이 샤프트의 가장 넓은 부분보다 좁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

한 크기를 가짐으로써 나사가 연결요소에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다양한 각도로 고정될 수 있다.

도 6에는 후크 장치의 블레이드부(190)에 대한 측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블레이드부(190)는 헤드부(192)와 C-형 부

분(194)으로 이루어져 있다. C-형 부분(194)의 하부 확장 분기(196)는 환자 척추의 래미너(lamina)아래로 삽입되는 

부분으로 이해되는 평편 부재를 포함하고 있다. 준구형 헤드부(192)는 목부분(198)에서 C-형 부분(194)의 상부 확장

분기와 연결된다.

블레이드부의 헤드부(192)는 준구형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준구형 형상은 구(sphere)의 일부분임을 알수 있다. 도

시된 바람직한 실시에에서는 그 부분이 반구(hemisphere)보다는 크고, 헤드 중심으로부터 등거리인 외부 윤곽을 나

타낸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준구형 헤드(192)의 주요 단면은 적어도 270°의 원호를 포함한다.

도 7에서는 천골 블록(sacral block)(200)의 측면 투시도가 제공되어 있다. 블록(200)은 일반적으로 블록을 천골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뼈 나사를 수용하는 한쌍의 관통홀(through hole)(204)를 구비하는 평면부(202)로 이루어진다. 

천골 블록은 또한 위로 돌출한 준구형 볼(206)을 추가로 포함하며, 이 볼은 넓고 짧은 기둥 또는 목(207)상에 장착된

다. 이러한 준구형 볼(206)은 나사 및 블레이드의 준구형 볼 헤드(172, 192)와 유사하게, 다축방향 연결요소(100a, 1

00b)의 내부 공간(116a, 116b)속으로 삽입되고 그 내부에 고정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도 8a 및 도 8b에서는, 도 1a 및 도 1b와 관련하여 위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연결요소(100a, 100b)에 대한 

측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나사(170) 또는 블레이드(190) 또는 블록(200)의 준구형 볼 헤드(172,

192, 206)이 내부공간(116a, 116b)내에 수용되고; (2)하부(102a, 102b)주위의 고정된 위치에 있는 고정 칼라(140)

가 도시되어 있고; (3)상단 고정 너트(150)가 상부(104a, 104b)상에서 나사 형성되어 있고; (4)측면 하중 연결요소(1

00a)상에서만, 로드를 요소내에 유지시키기 위하여 로드 고정 슬리브(160)가 연결요소(100a)상에 배치된다.

완전하게 조립되기 이전에는, 해당 요소의 헤드(172, 192 또는 206)가 연결요소(100a, 100b)에 대하여 다축성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하부(102a, 102b)의 바닥(110a, 110b)에 있는 환상립(113a, 113b)에 의하여 내부챔버(

116a, 116b)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는 것은 방지된다.

이러한 이식장치의 이식은 이식장소를 적당하게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개시된다.(예를 들면, 페디클 나사 실시예의 경

우에는 미리 뚫려진 홀이 뼈 내부에 제공되고, 그 속으로 나사(170)이 삽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헤드(172, 192, 20

6)가 연결요소(100a, 100b)의 내부 챔버(116a, 116b) 내부로 삽입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립과정중 이 시점에서

는 아직 고정 칼라(140)가 바깥방향으로 테이퍼진 하부(102a, 102b)를 따라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다축방향 및 회전 상대 운동이 가능하다.

일단 연결요소(100a, 100b) 및 볼 헤드가 적당하게 정렬되면, 나사, 후크 또는 천골 블록이 준비된 적절한 위치에 고

정되고, 지지 로드(210)가 채널(122a, 122b)내에 안장되고 고정 칼라(140)의 홈(143)상에 배치되게 된다. 측면 하중

연결요소(100a)의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로드 고정 슬리브(160)가 요소(100a) 위로 내려지고, 슬리브(160)의 홈(14

3)이 로드(210) 상단에 기대어 안착된다. 상부 하중 실시예(100b)에서는 로드 고정 슬리브(160)가 필요하지 않다.

어느 쪽 실시예에서도, 일단 헤드(172, 192, 206)에 대한 연결요소의 적당한 각형성 및 고정 칼라(140)상의 채널(12

2a, 122b)내에 로드(210)을 견고하게 안장시키는 것이 달성되면, 상단 고정 너트(150)가 상부(106a, 106b)의 나사

부(126a, 126b)상에 끼워진다.

측면 하중 실시예인(100a)의 경우에는, 너트(150)의 바닥 표면(154)이 로드 고정 슬리브(160)의 상단표면(162)에 놓

여진다. 너트(150)가 진행함에 따라, 연결 요소(100a)에 대하여 하강하게 되고, 로드 고정 슬리브(160)가 아래로 진

행한다. 이러한 운동으로 로드(210)가 아래로 이동하고 고정 칼라(140) 또한 하강하도록 하는 힘을 가한다. 단지 로

드(210)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또는 로드 고정 슬리브(160)의 하향 확장 부재(161, 163)와의 직접적 접촉에 의하여

고정 칼라(140)가 아래로 진행한다.

로드 고정 슬리브(160)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상부 하중 실시예(100b)의 경우에는, 상부 고정 너트(150)가 직접(210)

과 접촉하여 진행하고, 다음으로 칼라(140)가 하강하도록 한다.

어느 쪽 경우에서든, 요소의 테이퍼 하부(102a, 102b)를 따라서 하강함으로써, 칼라가 하향 진행함으로써 요소 하부(

102a, 102b)에 있는 슬롯(120a, 120b)를 좁게 하기 위하여 고정 칼라(140)가 안쪽방향 휨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안

쪽 방향의 휘어짐(deflection)은 내부 챔버(116a, 116b)의 내부표면(118a, 118b)이 헤드(172, 192, 206)에 부딪혀 

압착 고정되도록 한다. 이러한 죄는 힘(clamping force)에 의하여 나사, 후크, 또는 블록(170, 190, 200)의 모서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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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lation)가 연결요소(100a, 100b)에 고정된다.

본 발명에 의한 두 개의 연결요소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는 도 9a 및 도 9b에서는, 고정 기구의 나사부분에 대한 변형

을 설명하고 있다. 각각 측면 및 상부 하 중에 대한 변형예인 연결요소(220a, 220b)는 테이퍼 하부(222a, 222b)상에 

배치되어 있는 나사부(226a, 226b)를 제외하면, 도 1a 및 도 1b와 관련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연결요소(100a

, 100b)와 동일하다. 이러한 나사부(226a, 226b)는 도 10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정 칼라(228)상의 나사부(22

4)와 맞물리도록 하기위하여 제공된다. 이러한 고정 칼라(228)는 내부 나사부(224)를 제외하고는 도 2와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칼라(140)과 동일하다. 이 실시예에서는 칼라(280)가 로드 및/또는 고정 슬리브와 접촉하는 것과는 무관

하게 헤드(172, 192, 206)를 내부 공간(230a, 230b)내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칼라(228)가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전방 척추 로드 이식장치로 사용되는 다축방향 고정 기구에 대한 다양한 실시예가 도시되고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의 광범위한 특질 및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에 의한 

다양한 변형과 변용이 가능함은 명백하다. 본 발명은 이하에 첨부되는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형외과적 이식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다축성 고정 기구(polyaxial locking mechanism)로서,

만곡된 헤드를 가지는 이식 기구로 구성된 제1요소;

테이퍼진 외부표면 및 상기 만곡 헤드를 수용하기 위한 내부 공간을 형성하는 만곡된 내부 표면을 일부분으로 구비하

는 제2요소; 및

상기 테이퍼진 부분 주위에 안착되는 내부 테이퍼형 표면을 구비하는 고정 칼라를 포함하고,

상기 고정 칼라의 상기 부분에 대한 선택적 이동에 의해, 상기 제 2 요소의 상기 외부 표면과 상기 고정 칼라의 상기 

내부 표면이 맞물리게 되고, 이에 대응하여 상기 제 2 요소의 상기 내부 표면이 상기 만곡 헤드에 압착 고정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요소가 그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로드 수용 채널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 기구.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로드 수용 채널이 상기 제 2 요소의 측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 기구.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로드 수용 채널이 상기 제 2 요소의 상단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 기구.

청구항 5.
제2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로드 수용 채널 내부에 로드를 고정시키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 기구.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로드를 상기 로드 수용 채널 내부에 고정시킴으로써, 상기 고정 칼라의 선택된 이동(translatio

n)이 유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 기구.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칼라 및 상기 테이퍼진 부분 각각이 나사부(threading)를 추가로 포함함으로써, 상기 고정

칼라의 선택된 이동이 그 나사부들의 상호 맞물림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 기구.

청구항 8.
정형외과적 로드 이식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다축성 나사와 연결 장치 조립품으로서,

만곡된 헤드를 가지는 나사;

상기 만곡된 헤드를 수용하기 위해 수축팽창 가능한 내부 챔버와, 상기 로드를 수용하기 위한 로드 수용 공간과, 상부

에 배치되어 있는 표면 나사부를 포함하 는 연결요소;

상기 연결요소 주의에 안착되는 잠금 링으로서, 상기 링의 하향 이동에 의해, 상기 내부 챔버를 수축시키며 상기 챔버

내에서 상기 나사를 상기 연결요소에 고정시키는 힘이 제공되는 상기 잠금 링; 및

상기 표면 나사부와 한 짝이 될 수 있는 상단 고정 너트;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립품.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만곡된 헤드가 준구형(semi-spherica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립품.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요소는,

개구로부터 상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내부 챔버를 수축 및 팽창 가능하게 하는 적어도 하나의 수직 슬롯을 추가로 

포함하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립품.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링이 하향 이동함에 따라 상기 내부 챔버가 수축하도록, 상기 연결 요소의 일부분은 아래

방향으로 넓어지는 테이퍼로 구성된 상기 내부 챔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립품.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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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요소는 그의 외부표면에 제2나사부가 형성되며, 상기 제2나사부의 적어도 일부분에 적어

도 하나의 슬롯이 형성되며, 상기 고정 링 은 그의 내부 표면 상에 상기 제2나사부와 짝이 될 수 있는 나사부를 포함함

으로써, 상기 고정 링이 상기 제2나사부상에 하향 이동함으로써, 상기 나사가 상기 연결요소에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립품.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요소는

상기 제2요소의 상부에 형성된 표면 나사부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공간은 팽창 및 수축 가능한 내부 챔버를 형성하고, 상기 내부 챔버는 상기 만곡 헤드를 수

용하기위해 팽창 수축 가능한 개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칼라의 하향 이동에 의해, 상기 내부 챔버 및 상기 개구가 수축하고, 상기 제1요소가 상기 제2

요소에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2요소는 상기 개구에서 상향으로 뻗어 있는 최소한 한개 이상의 수직 슬롯을 더 포함하여, 

상기 내부 챔버 및 상기 개구가 팽창 및 수축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2요소의 상기 부분은 상기 개구에서 더 넓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칼라의 하향 이동에 의해 상기 내부 챔버와 상기 개구가 수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19.
제16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2요소는 외부표면에 제2나사부가 형성되며, 상기 제2나사부의 

적어도 일부분에 적어도 하나의 수직 슬롯이 형성되며, 상기 고정 칼라는 내부 표면 상에 상기 제2나사부와 짝이 될 

수 있는 나사부를 포함함으로써, 상기 고정 칼라가 상기 제2나사부상에 하향 이동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

성 고정기구.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요소는 윗면과 바닥면이 형성된 하부를 포함하며,

상기 하부는

상기 하부의 상기 바닥면이 상기 윗면보다 넓도록 형성된 테이퍼와;

상기 하부의 상기 바닥면으로 부터 위로 뻗어져 형성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수직 슬롯과;

상기 만곡 헤드가 드나들 수 있도록 상기 하부의 상기 바닥면에 형성되며, 상기 하나 이상의 수직 슬롯에 가해지는 하

중에 의해 팽창 및 수축되는 개구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21.
제2항 내지 제4항, 제7항, 제13항 내지 제18항 및 제2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대향하는 수직 슬롯을 가지는 로드

고정 슬리브를 더 포함하며, 상기 슬리브는 로드를 상기 채널에 고착시키기 위해 상기 제2요소의 단면 주위에 위치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요소의 나사부와 결합되는 상단 고정 너트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상단 고정 너트의 바닥표면은 상기 로드 고정 슬리브의 상면에 안착되고, 상기 상단 고정 너트

의 하향 이동에 의해 상기 로드 고정 슬리브가 상기 로드를 상기 제2요소에 압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로드 고정 슬리브의 바닥면은 상기 고정 칼라의 상면에 안착되고, 상기 너트가 상기 제2연결

요소의 상기 나사부에 맞물려 하향 이동함에 따라 상기 고정 칼라가 아래로 이동하여 상기 만곡 헤드가 상기 내부 챔

버내에 압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요소가 뼈 나사(bone screw)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2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요소가 래미너 후크(lamina hook)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2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요소가 천골 블록(sacral block)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2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만곡 헤드는 반구형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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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칼라가 상기 제2요소에 대해 이동함으로써, 상기 내부 챔버와 상기 개구가 수축하게 되고, 결

과적으로 상기 제1요소가 상기 제2요소에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3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요소는 나사-드라이버 공구가 삽입될 수 있도록 상기 제2요소의 일단에서 내부에 까지 길

게 뻗어 있는 보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보어는 직경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 정기구.

청구항 3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요소는 보어와, 상기 보어를 가로지르며 상기 제2 요소의 첫번째 끝에서 상기 제2요소의 내

부까지 뻗도록 형성된 슬롯을 포함하고, 상기 슬롯은 최소한 한짝 이상의 마주보는 에지를 형성하며 고정된 치수를 

가지며, 상기 슬롯의 상기 고정된 치수는 상기 만곡된 내부 공간이 상기 만곡 헤드에 고정되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한쌍 이상의 상기 마주 보는 에지의 일부분은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34.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보어는 상기 헤드가 상기 내부 챔버에 끼워졌을 때, 사용자가 나사-드라이버 공구를 사용하여

상기 헤드에 접근할 수 있는 치수와 형태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35.
제29항 내지 제3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요소는 제1끝단과 제2끝단이 형성되며, 외면에 상기 제1끝단

에서 내측으로 하나 이상의 나사부가 형성된 이식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고정기구.

청구항 36.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링은 상기 로드를 수용하기 위해 상단에 한쌍의 그루브가 형성되며, 상기 너트가 상기 나

사부를 따라 아래로 이동함으로써 상기 로드가 아래로 이동하게 되고, 상기 로드에 의해 상기 고정 링이 아래로 이동

하여 상기 나사를 상기 연결요소에 고정시키고, 상기 로드를 상기 고정 링의 상기 그루브들과 상기 너트의 바닥 표면 

사이에 고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립품.

청구항 37.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로드를 상기 로드 수용 공간에 단단히 유지시키기 위해 상기 연결요소 주위에 설치되는 로드 

고정 슬리브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립품.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상단 고정 너트가 아래로 이동함에 따라 상기 로드 고정 슬리브가 상기 로드를 상기 연결 요소

에 압착하여 고정시키도록 상기 상단 고정 너트의 바닥 표면이 상기 로드 고정 슬리브의 상면에 안착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립품.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외면 나사부상에 상기 너트가 아래로 이동함에 따라 상기 고정 링이 아래로 이동하여 상기 나

사가 상기 내부 공간에 압착 고정되도록 상기 로드 고정 슬리브의 바닥 표면이 상기 고정 링의 상면에 안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립품.

청구항 40.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요소는 상기 연결요소의 외면에 형성된 제2나사부와, 하나 이상의 수직 슬롯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부분을 포함하고, 상기 고정 링은 상기 제2나사부와 맞물리도록 상기 링의 내면에 형성된 나사부를 포함

하여, 상기 고정링이 상기 제2나사부를 따라 아래로 이동면, 상기 나사가 상기 연결요소에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립품.

청구항 41.
정형외과적 로드 이식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다축성 나사와 연결 장치 조립품으로서,

만곡 헤드가 있는 나사;

상기 만곡 헤드가 드나들수 있도록 팽창 및 수축 가능한 개구가 형성된 상기 만곡 헤드를 수용하기 위해 팽창 수축 가

능한 내부 공간과, 상기 정형 외과적 로드 이식 장치의 로드를 측면으로 수용하기 위한 로드 수용 공간과, 상부 외면에

형성된 외면 나사부를 포함하는 연결요소;

상기 연결요소의 둘레에 설치되어, 아래로 이동함에 따라 상기 내부 공간과 상기 개구가 수축하여 상기 나사를 상기 

연결요소에 고정하도록 힘을 제공하는 고정 링;

상기 로드를 상기 로드 수용 공간에 고정하기 위해 상기 로드 수용공간 주위에 위치할 수 있으며, 상기 로드 수용 공

간에 작용하여 상기 로드를 고정하는 로드 고정 슬리브; 및

상기 표면 나사부와 맞물리도록 형성된 상단 고정 너트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

립품.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만곡 헤드는 반구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립품.

청구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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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요소는 상기 내부 공간과 상기 개구가 팽창 및 수축 가능하도록 상기 개구로 부터 상향으

로 뻗어 형성된 하나 이상의 수직 슬롯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립품.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공간을 포함하는 상기 연결요소의 일부분은 외면 테이퍼를 포함하고, 상기 고정링이 아

래로 이동함에 따라서 상기 내부 공간과 상기 개구가 수축하도록 상기 부분은 상기 개구에서 넓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립품.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상단 고정 너트가 아래로 이동함에 따라서 상기 로드 고정 슬리브가 상기 로드를 상기 연결요

소에 밀착 고정하도록 상기 고정 너트의 바닥 표면이 상기 로드 고정 슬리브의 상면에 안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립품.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요소의 상기 외면 나사부상에 상기 너트가 아래 로 이동함에 따라 상기 고정 링이 아래로 

이동하여 상기 나사가 상기 내부 공간에 압착 고정되도록 상기 로드 고정 슬리브의 바닥 표면이 상기 고정 링의 상면

에 안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립품.

청구항 47.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요소는 상기 연결요소의 외면에 형성된 제2나사부와, 하나 이상의 수직 슬롯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부분을 포함하고, 상기 고정 링은 상기 제2나사부와 맞물리도록 상기 링의 내면에 형성된 나사부를 포함

하여, 상기 고정링이 상기 제2나사부를 따라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립품.

청구항 48.
정형외과적 로드 이식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다축성 나사와 연결 장치 조립품으로서,

만곡 헤드가 있는 다축성 나사;

상기 만곡 헤드가 다축 회동할 수 있도록 결합되는 내부 공간과, 측면에 형성된 채널과, 상부 외면 부분에 형성된 나

사부를 포함하는 연결요소;

상기 나사부에 맞물리는 상단 고정 너트;

상기 연결요소의 주위에 설치되는 로드 고정 슬리브; 및

상기 연결요소의 주위에 선택적으로 이동 가능한 고정 칼라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립품.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공간은 상기 다축성 나사의 만곡 헤드가 드나들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팽창 및 수축할 수

있는 개구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립품.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공간은 하나 이상의 수직 방향 슬롯을 포함하고, 상기 슬롯의 팽창 및 수축에 의해 상기 

개구가 팽창 및 수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립품.

청구항 51.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은 로드 수용 공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축성 연결 장치 조립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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