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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절삭면을 관통하는 막히지 않는 구멍들을 갖는 골편 배출 줄에 의한 안면 윤곽 교정 도구

요약

  본 발명은 윤곽교정, 골종양이나 돌기제거등의 목적으로 의료분야에서 사용하는 윤곽 교정도구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연속적으로 막히지 않고 뼈를 배출하기 위한 날과 날 사이 사이에 절삭면을 관통하는 다수의 (구멍)이 형성된 절삭부와 로

드로 이루어지고 절삭부에는 식염수 공급통로와 골편 배출통로를 구비 한 중복 중공(overlapped lumen)의 골편 배출 줄

(non-plugging, penetrating, overlapped pass-through lumen rasp)과, 상기 골편 배출줄에 직선왕복 운동을 부여하기

위해 결합된 의료용 동력 핸드피스와, 골편 배출 줄의 식염수 공급통로에 식염수를 공급하기 위한 식염수 공급유닛과, 골

편 배출 줄로부터 발생된 골편을 골편 배출통로를 통하여 흡입하여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셕션유닛이 결합된 구성으로

이루어져 식염수가 공급된 상태에서 골절삭이 이루어지고, 절삭된 골편은 식염수와 함께 외부로 배출됨으로서 연속적인

골절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편 배출 줄(rasp)을 이용한 윤곽 교정 도구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Surgical handpiece, facial contouring, rasp,facial bone contouring, mandibular angle reduction, zygoma reduction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기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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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2는 본 발명에 의한 골편 배출 줄의 다른 실시례도

  도3 및 도4는 보호대를 결합한 구성과 그 사용 상태도

  도5는 보호대를 결합한 다른 실시례도

  도6은 보호대의 중간부를 구부릴 수 있도록 구성한 실시례도

  도7은 핸드피스의 다른 실시례도

  *주요부호의 설명

  10.줄 11.로드 12.어댑터 13.절삭부

  14.골편배출통로 15.식염수 공급통로

  16.굽힘부 20.셕션 유닛 30.식염수공급유닛

  40.의료용 동력 핸드피스 50.보호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하악각 축소나 광대뼈 축소와 같은 윤곽교정, 골종양이나 돌기제거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윤곽 교정 도구에 관

한 것으로, 피부에 삽입하여 골조직을 깎아 낼 수 있도록 충분히 작게 구성한 줄에 골편배출 수단 및 식염수 공급수단을 결

합하여 직선왕복 운동 수단을 갖는 핸드피스에 장착 사용함으로서 최소의 절개를 통하여 윤곽 교정술이 가능하도록 구성

한 골편배출줄을 이용한 연속절삭 윤곽교정도구에 관한 것이다.

  종래 윤곽교정을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은 골절단용 톱을 사용하여 뼈를 잘라내는 방법인데 이와 같은 방법은 큰

골편을 잘라야 하고, 한번에 많은 양이 잘라지므로 정확성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은 절단각을 정확하게 정하고, 골편을 쉽게 배출시키며, 절단부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

야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시야확보를 위해서 큰 절개(incision)를 필요로 함으로 많이 붓고(severe swelling), 출혈

이 심하며, 치유기간이 길어지고(delayed healing), 혈관(vessel)이 잘리거나 신경(nerve)이 다치는 위험성이 문제가 된

다.

  또한, 골의 절단을 위한 톱은 운동과정에서 주변 연부조직(soft tissue)에 심각한 손상(injury)을 줄 수 있는 문제점도 있

었다.

따라서 줄에 의한 안전한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이에 맞는 도구가 없어 줄에 의한 수술이 시행되기는 어려웠다.

안면 윤곽 축소 수술에서 필수적 요소는 다른 어떠한 수술보다 갈아내어야 할 뼈의 양의 많다는 것과 따라서 짧은 시간안

에 연속적으로 뼈를 갈아야 하고 뼈와 함께 근육 또는 골막의 덩어리가 함께 배출 될 수 있어야 하며 출혈과 붓기의 최소화

를 위해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넓고 편평한 단단한 뼈의 두께를 전반적으로 줄이는 과정이 필

요하므로 뼈에 접촉할 수 있는 유효한 절삭면이 넓어야 한다. 종전에 사용되던 줄들은 줄날들의 사이에 뼈가루가 누적되고

뭉치거나 압착되어 연속적인 절삭이 불가능하여 전동식 또는 공압식의 경우 몇 초마다 한번씩 줄날을 청소해 주어야 하므

로 윤곽수술과 같이 다량의 뼈를 갈아내는 것은 불가능 하였다. 또한 전동 또는 공압에 의한(powered) 진동식 줄에서는

절삭면에서 나는 열에 의해 뼈가루의 누적이 더욱 심화되어 갈아내야 할 뼈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또 하

나의 이유이다. 수동식(hand powered) 줄에서는 열은 나지 않으나 속도가 너무 느려 불가능하다.

기존의 전동 또는 공압 도구들은 작은 구멍으로 넣어 연속적으로 다량의 뼈를 갈아낼 수 없었는데 소량의 뼈 제거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안면윤곽 수술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이어서 단 한번도 시도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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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었다. 또한 안면윤곽 수술에서는 뼈와 함께 빠져나가야 할 비교적 큰 덩어리의 골막이나 근육조각이 배출될 수 있는 구

조이어야 하며 동시에 작은 절개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삽입되는 부위의 최대 외경에 비해 넓고 긴 절삭면이

필요한데 이전에 제시된 구조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안면윤곽수술에 사용된 적은 없다.

또한 안면 윤곽수술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골제거용 도구와는 제거 위치와 각도가 다른데 조그만 돌기나 연골 등은 줄과의

접촉면이 작아도 제거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넓고 편평하며 단단한 안면 골의 한 면을 갈아내기 위해서는 줄과의 접촉면

이 넓어야만 원하는 모양으로 갈아낼 수 있다 안면골(MANDIBULAR ANGLE, ZYGOMATIC BODY)에서 요구되는 절삭

면은 크게는 40mm이상이므로 이를 균일하게 갈아내기 위해서는 줄날의 길이가 최소 30mm정도 까지는 제작이 가능해야

한다.

  한편, 비슷한 목적을 위하여 줄을 이용하는 방법이 US 6,368,324 에 의해 제시되어 있는 데 이것은 Powered surgical

handpiece에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컨버팅 메케니즘을 갖는 어댑터를 결합하고 상기 어댑터에 줄과 같은 커

팅요소를 결합하고, 상기 줄의 커팅면에는 흡입구를 형성하고 여기에 셕션튜브를 결합한 구조로서 가늘고 긴 축 말단에 형

성한 커팅요소를 피부에 삽입하여 안면의 작은 뼈로서 비골등을 위한 골절삭이 가능하도록 된 것이다.

  이것은 최소의 절개를 통하여 절삭부위에 접근한 후 절삭을 행하고, 절삭시 발생하는 골편을 흡입구를 통하여 방출시키

는 방법으로 절삭이 이루어짐으로 골절단톱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는 것

이다.

  그러나 상기한 장치는 절삭면에 식염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광대뼈나 턱뼈와 같이 지속적으로 다량의 뼈를 제거할

때에는 절삭면에 발생하는 열을 해결할 수 없으며 흡입구의 구조가 연속절삭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고 줄날 사이에 압착되

어 끼는 뼈가루를 배출할 방법이 없어 수시로 청소해주어야 하는 구조이어서 코 성형(rhinoplasty)시 코뼈의 교정이나 눈

확위(supraorbital)등의 교정등 절삭량이 크지 않은 부위의 절삭에 이용할 수 있고, 절단 후 마무리에 이용될 수 있으나 각

진 턱등의 윤곽교정(reshape)이나 이식을 위한 골편의 채취등 종래 톱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골절단 부위에는 효과

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즉, 각진턱, 광대뼈축소 등의 윤곽교정시 많은 골을 절단하거나 갈아내야 되는데 절삭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마찰열이 발

생하여 연부조직의 화상이나 조직의 변형을 초래하는 위험이 있고, 골편이 절삭도중 응고되어 흡입에 의해서도 외부로 배

출되지 않고 절삭날에 낀 채로 마찰되기 때문에 절삭효율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골절단은 골조직 배양을 위한 골편 채취목적으로도 시행되는 데 절삭시 발생하는 마찰열에 의해 골편이 훼손된 상

태로 채취되기 때문에 골편채취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커팅요소의 운동도중 연부조직을 자극하고 훼

손함으로서 연부조직을 손상시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이중관 구조가 아니므로 도구의 출입시와 작동시 주변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구조이어서 윤곽수술과 같이 작고 깊은

절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이 불편하다. 또한 고속으로 움직이는 절삭부로부터 발생하는 마찰이 조직을 손상시

킬 수 있어 윤곽수술용으로서는 부적합하다.

US 5,540,693 에서는 진동식 줄과 이중 관을 제시하였으나 절삭부의 열을 식혀줄 수 없는 구조이고 뼈가루가 골편이 줄날

사이에 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다량의 골제거나 윤곽수술용으로는 부 적합하다, 이는 절삭부의 축이 흡입관으로 사용

되므로 작은 절개에서 큰 흡입관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호관을 가진 즉 이중관 구조 이므로 주변의 조직을 보호하려는 시

도는 되었으나 흡입구가 절삭면을 통과하지 않아 골편이 다량으로 발생하거나 큰 덩어리의 조직을 흡입하여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이다

US 5,643,304 과 5,403,276에서는 역시 뼈또는 연골의 제거를 위한 진동식 줄을 제시하였는데 줄날 사이의 슬릿을 통한

식염수의 공급과 흡입, 보호를 위한 이중관 구조를 제시하였으며 마찰열로 인한 뼈가루의 응고나 주변 조직의 손상을 막는

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이 역시 줄날 사이에 뼈가루가 끼는 현상을 막기에 어렵고 절삭부의 축이 식염수 공급관이고 외부

관이 흡입관이어서 큰 덩어리의 조각들을 흡입하기 위해서는 외부관의 직경이 커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 구조는 갈린 뼈가루가 줄날의 벽을 따라 절삭면을 관통하려는 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절삭면을 관통하는 줄날 사

이의 구멍이 없이는 뼈가루가 누적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으며 설사 식염수가 작은 구멍을 관통하여 나오더라도 뼈가루의

압력보다는 현저히 작아 구멍이 막히게 되며 여러개의 줄날이 있을 경우 막힌 쪽은 식염수가 안나와 더욱 막히게 되고 사

용할 수 있는 줄날이 순식간에 한두개로 줄어드는 악순환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단 2-3개의 줄날과 식염수 공급

구멍을 갖는 작은 줄에서 소량의 뼈 제거를 목적으로 할 때만 유용하며 윤곽수술과 같이 다량의 뼈를 고속으로 제거하며,

골막과 근육과 같은 큰 덩어리의 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술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여러개의 날을 가진 긴 절삭부의

구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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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속 절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큰 구멍이 절삭면을 관통하여 줄날 사이사이에 존재하여 뼈가루의 진

행방향과 압력의 방향에 맞게 흡입관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구성 원칙에 맞지 않으며 최소외경을 통한 최대 절삭면

을 구현하기 어렵다. 이 역시 안면 윤곽수술에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로서 단 한번도 안면윤곽수술에 이용된 적이 없

다.

이 도구는 무릎 연골이나 척추 수술등과 같이 내시경 수술에서 이용되는 도구로서 끝단에 약간 노출된 줄날과 접하는 작은

부분이나 외부관의 흡입에 의해 빨려온 부분, 크기가 작은 돌기 만을 제거 할 수 있는 소량 제거에 사용되는 도구이다. 따

라서 광대뼈나 턱뼈와 같이 넓고 단단하며 편평한 면을 능동적으로 깎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US 4,766,701에서는 절삭면을 관통하는 구멍을 가진 수동 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동을 전제로 하므로 식염수 공급과

같은 열 발생에 대한 준비나 고속의 뼈가루 제거를 고려하지 않았고 단지 공기를 빨아들일 목적의 구멍들이며 이중관 구조

가 아니어서 구멍의 크기도 효율적이지 않고 절삭부를 윤곽수술에 맞게 제작하기도 어렵다. 이는 절삭부의 축에 흡입구조

가 형성되고 절삭면을 관통하는 흡입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사용목적과 흡입 구조가 본 고안과 많이 달라 안면

윤곽 수술에 이용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연골 제거 또는 작은 골편제거를 위한 여러 가지의 식염수 공급과 절단이 되는 도구가 제시된바

(5269798,5286253, 5364395) 있으나 회전식 날에 의한 절단이어서 안면 윤곽 성형과 같이 신경, 혈관등이 노출 된 부위

에서의 시술은 말려들어가는 경우 때문에 극히 위험하다. 또한 돌출된 작은 돌기나 외부관 안에 빨려 들어온 부분만의 제

거가 가능하므로 안면윤곽 수술과 같이 넓은 면의 축소에는 이용될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골절삭 기구가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종래톱에 의존하는 골절단 부위를 줄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절삭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골편제거를 위한 큰 절개가 필요 없고, 아주 작은 골편 형태로 제거되도록 함으로

서 제거할 양의 조절이 쉬우며 위험성도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구조의 골편 배출 줄(rasp)을 이용한 윤곽 교정 도구를 새

로이 제시할 목적을 갖는다.

  아울러 본 발명은 절단에 의하지 않고 절삭에 의해 뼈가루를 채취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윤곽교정이나 주름교정

(wrinkle correction)시 유용한 뼛가루를 함께 채취할 수 있도록 할 목적을 갖는다.

또한 안면윤곽 수술과 같이 다량의 뼈와 골막 근육등을 짧은 시간 안에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 이용하기 위해 기존에 제시

된 줄과는 달리 연속적으로 다량의 골, 골막, 근육을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도구를 새로이 제시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식염수 공급통로와 골편 배출통로를 구비한 골편 배출 줄(rasp)과, 상기 골편 배출줄에 직선왕복

운동을 부여하기 위해 결합된 직선왕복 운동수단을 포함하는 의료용 동력 핸드피스와, 골편배출줄의 식염수 공급통로에

식염수를 공급하기 위한 식염수 공급유닛과, 골편배출줄로 부터 발생된 골편을 골편 배출통로를 통하여 흡입하여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셕션유닛이 결합된 구성의 윤곽교정도구를 제시한다.

  본 발명에 의한 골편배출 줄은 가늘고 긴 형상을 갖는 로드의 일 단부에 의료용 동력 핸드피스의 어댑터에 결합되는 결

합부가 형성되고, 타단부에는 절삭부가 형성되며, 절삭부는 하부에 다수의 절삭날이 형성되고 내부에는 전단면 형상에서

줄날의 범위를 침범하는 크기의 중공을 갖는 빈공간이 형성되어 빈공간과 절삭날을 관통하는 다수의 구멍이 형성되며, 절

삭부의 외부에서 내부 빈공간으로 연결된 골편배출통로와 식염수 공급통로가 형성되는 구조를 갖는다.

  의료용 동력 핸드피스는 손잡이 내에 모터가 설치되고, 상기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왕복운동으로 변환하기 위한 메커

니즘과 골편배출 줄을 결합하기 위한 어댑터가 포함된 구조로서 모터의 회전운동이 직선왕복운동으로 전환되어 어댑터를

전후진 시키며, 어댑터에 결합된 골편배출줄에 직선왕복 운동을 부여하여 골절삭이 이루어지게 하는 요소로서 다양한 구

조의 동력 핸드피스가 기제시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의료용 동력 핸드피스의 메카니즘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일부요소를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식염수 공급유닛은 일정한 량의 식염수를 지속적으로 또는 단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구조가 알

려져 있으며, 셕션유닛은 흡입에 의해 골편을 배출하기 위한 것으로 튜브에 의해 골편배출통로에 연결되며, 중간에 골편채

취구를 형성함으로서 골의 교정술과 더불어 이식이나 배양을 위한 골편의 채취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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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구성에 의한 교정도구는 골편 배출 줄을 의료용 동력 핸드피스의 어댑터에 결합된 상태에서 직선왕복운동을 부여

하면, 절삭부의 절삭날이 접촉된 뼈를 갈아 내고, 발생된 뼈가루는 식염수 공급통로를 통하여 외부로 부터 지속적으로 공

급된 식염수와 함께 섞여 골편배출통로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과정으로 원하는 부위의 뼈를 연속적으로 갈아낼 수 있

게 된다.

  상기에서 골편 배출줄의 절삭부에 형성된 구멍은 절삭된 뼈가루를 절삭과 동시에 방출시키는 역활을 하는 것으로 절삭

부의 내부에 빈공간을 형성하여 빈공간과 절삭날 부분을 연결하는 통로로 하여 빈공간 내로 식염수 공급통로 및 골편배출

통로로 연결되는 구성으로 할 수 있고, 절삭부의 내부에 빈공간을 형성하지 않고 상하 표면을 관통하는 형태로 형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삭부에 식염수를 공급하고 골편을 흡입 배출하기 위해 절삭부의 외표면을 감싸는 보호대(protector)를

결합하여 절삭부와 보호대 사이에 개방된 형태의 공간이 형성되도록 하고, 상기 공간상에 골편배출통로와 식염수 공급통

로가 연결되도록 구성된다.

  제공된 식염수는 절삭시 발생하는 열을 식혀 연속적인 절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작용과, 마찰열에 의해 발생된 뼈가루

가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여 원활하게 외부로 배출되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상기한 구성에 의한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에 의한 실시례에 의해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은 본 발명에 의한 윤곽 교정도구의 기본적인 실시 형태를 도시한 것으로 골편 배출 줄(10)은 로드(11)의 일단부에

어댑터 결합부(12)가 형성되고, 로드의 타 단부에 절삭부(13)가 형성되며, 절삭부(13)의 하부에 절삭날(13a)이 형성되고

내부에는 빈공간(13b)이 형성되어 빈공간과 절삭날을 관통하는 다수의 구멍(13c)이 형성되며, 로드의 내부에는 2개의 독

립된 관이 형성되어 각기 절삭부의 빈공간(13b)에 연결되어 골편배출통로(14)와,식염수 공급통로(15)를 형성하게 된다.

  로드의 내부에 형성된 관은 절삭부 내부의 빈 공간과 로드의 중간부에 형성된 외부연결잭(14a)(15a)까지 연속되며, 외

부연결잭에 각기 셕션유닛(20)의 연결튜브(21) 및 식염수공급유닛(30)의 연결튜브(31)가 연결됨으로서 식염수가 절삭부

로 공급되고, 생성된 골편은 식염수와 함께 외부로 배출된다.

  상기에서 로드(11)의 길이는 100-120mm이고, 외경은 3-5mm, 절삭부의 길이는 20-40mm, 절삭날의 폭은 2mm 정도

로 이루어지며, 내부의 빈공간과 절삭날을 연결하는 구멍은 0.8-1mm 크기와 간격으로 형성된다.

  또한, 유체인 식염수보다 고체를 포함하는 골편의 통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로드 내부에 형성된 관중 식염수 공급통로

(15)의 크기 보다 골편배출통로(14)의 크기가 2-3배의 크기가 되도록 구성하며, 이와 같이 함으로서 협소한 로드 내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의료용 동력 핸드피스(40)는 본체(41) 내부에 동력을 위한 모터(42)와 상기 모터축에 연결되어 회전운동을 직선왕복 운

동으로 변환시키는 메커니즘(43)과 상기 메커니즘과 결합된 직선왕복운동 축(44)에 결합된 어댑터(45)로 이루어지며, 상

기 어댑터에 골배출 줄(10)의 어댑터 결합부를 끼우고, 골편배출통로 및 식염수 공급통로의 외부 연결잭에 각기 셕션유닛

및 식염수공급유닛의 튜브를 연결함으로서 결합이 이루어진다.

  상기 실시례는 절개부위를 최소화 하여 교정부위로 절삭부를 접근 시킨 후 절삭과 골편배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

는 구조이며, 식염수 공급통로를 통하여 제공되는 식염수는 적정압력에 의해 절삭부 내부의 빈공간으로 분사됨으로서 일

부는 절삭면에 이용되어 골편과 함께 흡입되고 일부는 흡입통로로 즉시 흡입되어 흡입효율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골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뼈 채취시에는 골편채취구(22)를 셕션유닛을 구성하는 튜브(21)중간에 설치함으로서 양호한

상태의 골편을 채취할 수 있다.

  도2는 상기한 실시례에 있어서, 로드 내부에 하나의 관을 형성하여 골편 배출통로(14)를 구성하고, 식염수공급통로(15)

는 절삭부의 표면과 내부의 빈 공간(13b)을 관통하는 홈을 내어 형성하며, 상기 홈과 연장되도록 외부연결잭(15a)을 형성

하여 각기 튜브에 연결한 실시례를 보인 것이다.

  상기의 실시례는 동일한 규격에서 골편배출능력과 식염수 공급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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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3은 상기한 골편 배출 줄 외부에 보호대(50;protector)를 부가 결합한 구성을 보인 것으로 보호대(50)는 골편 배출 줄

을 감싸는 원통형 관으로 단부에 핸드피스본체에 결합되는 원형이 확대된 형태의 결합부(51)가 형성되고, 절삭부에 위치

하는 타단부는 둥근 포물선 형태로 절취부(52)를 형성하여 결합된 상태에서 절삭부의 절삭날이 하부로 노출되도록 한 구

조를 갖는다.

  상기 보호대는 피부를 관통하여 골절삭부에 접근시킨 상태에서 절삭부의 외부를 감싸 절삭부의 운동공간을 확보하여 줌

으로서 절삭부의 운동에 따른 주변 연부조직의 훼손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고,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호대를 줄로 부터

분리시켜 트로카(53;끝이 뾰쪽한 피부천공용막대)를 결합한 상태로 피부를 뚫어 골절삭부위까지 보호대를 접근시킨 후 트

로카를 빼 내고, 핸드피스에 결합된 골편 배출 줄을 상기 보호대에 삽입한 후 보호대를 핸드피스에 고정함으로서 최소의

절개를 통하여 골편배출 줄을 접근시킬 수 있게 된다.

  도5은 보호대와 로드 사이에 식염수공급통로(15)를 형성한 구조로서 별도의 연결캡(60)을 사용하여 핸드피스(40)에 결

합하고,로드와의 연결캡의 내부는 패킹(61)을 결합하여 연결캡과 로드사이에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연결캡의 단부에

보호대(50)를 결합하며, 상기 연결캡의 일측에 식염수 공급통로(15)와 연결된 연결잭(15a)을 결합하여 식염수공급유닛과

결합하고, 로드의 단부 골편배출통로(14)와 연결된 홈에는 고무로된 연결링(17)을 결합하여 그 끝에 연결잭(14a)을 형성

하고, 상기 연결잭은 연결캡에 형성된 장공을 타고 로드와 함께 유동하도록 하는 구성으로 실시된다.

  도6는 보호대(50)와 함께 구성한 경우 결합된 상태의 몸통부분을 구부릴 수 있도록 한 실시례를 도시한 것으로 로드(11)

의 중간부에 굽힘부(16)를 형성하고, 보호대를 로드의 외측으로 삽입되는 내부관(53)과 외부관(54)으로 이루어진 2중관으

로 구성하여 중간관과 외부관사이에 식염수공급통로(15)를 형성하여 전방의 절삭부에서 식염수의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절삭부에 형성된 구멍(13c)은 상하면으로 관통시키며, 절삭부를 감싸는 보호대의 끝에 골편배출통로(14)를 형성하

며, 상기한 보호대의 몸통부는 일정한 각도로 구부린 구성을 갖는다.

  보호대는 결합부(51)에 의해 직접 핸드피스에 결합된다.

  상기 구조는 조립과 분해 후 소독을 위하여 로드와 절삭부를 결합부(17)로 형성한 구성이 바람직하다.

  상기 구조는 핸드피스의 접근방향과 골절삭방향이 다른 부분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핸드피스에 로드

및 보호대를 결합한 상태에서 동작시키면 내부관에 접한 로드의 굽힘부가 자연스럽게 굽혀지면서 방향을 전환하여 절삭부

에 방향이 다른 직선운동을 부여하게 된다.

  굽힘부는 체인을 연결하거나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이 구술(16a)을 와이어(16b)로 꿰어 구성한다.

  2중관으로 구성된 보호대는 외부관과 내부관 사이의 공간으로 식염수를 공급할 수 있고, 내부관에 의해 굽힘부를 갖는

로드의 선형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삭부를 감싸는 보호대의 끝부분은 생성된 골편을 수렴하여 외부로 배출되도록 하는 작

용과 절삭부의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절삭시 주변연부조직의 손상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도7은 의료용 동력 핸드피스의 본체를 로드의 직선운동 방향과 직각을 이루도록 구성한 것으로 회전운동을 직선왕복운

동으로 변환하는 메커니즘(43)을 크랭크구조에 의해 간단하게 구성한 실시례를 도시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한 윤곽교정도

구를 구성함에 있어서 다양한 구조의 의료용 동력핸드피스가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상의 구성에 의한 본 발명을 하악각 축소술에 적용한 수술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턱 밑 또는 구강내 구멍 절개(stab incision)를 한다.

2. 골막 박리후 골막 박리기 겸 가이드로 위치 선정과 삽입을 한다.

3. 보호관을 가이드를 따라 덮어씌우듯이 삽입한다.

4. 가이드를 빼고 골편 배출 줄을 삽입한다.

5.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가끔 한번 빼서 구멍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이때 보호관은 그대로 두고 골편 배출 줄을 빼

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부의 손상을 최소화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윤곽 수술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개선효과들이 있다.

  1. 절개가 작아 시야확보나 봉합에 들이는 시간이 적고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므로 윤곽수술의 시간을 크게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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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술시간이 짧고 연부조직 조작(manipulation)의 양이 적으므로 붓기가 획기적으로 준다.

  3. 톱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주변조직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작아 의료사고의 위험이 거의 없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

  4. 기존의 줄을 사용하면 뼈 가루의 회수율이 높지 않아 감염(infection)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식을 위한 양을 얻기 위해

시간이 걸려서 이식에 활용할 수 없으나 본 발명은 주사로서 하는 이식(implantation)에 필요한 자가조직(autogenous

tissue)의 소재로서 뼈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얼굴이 아닌 다른 부위에서의 골 채취도 수월하게 시행될 수 있다.

  5. 동일 목적의 수술에서 외부 흉터의 양을 줄여준다.

  6. 단순한 줄로서 활용할 때도 효율이 높아 시간을 단축해 준다.

  7. 수술이 간단해지므로 전신마취를 하고 있는 수술들을 국소마취로도 가능하게 하여 마취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낮아진

다.

  8. 사각턱 수술에서 문제가 되는 절단후 2차각이 없어 미용적 효과가 좋다. 또한 아주 작은 변화를 여러단계에 걸쳐 인식

하므로 대칭성을 확보할 수 있다.

  9. 본 발명을 통해 수술의 필수 요소인 세척을 쉽게 시행하므로 감염 가능성을 줄여주고 간편해진다.

  10. 작은 절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므로 골종양이나 돌기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수술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내시경

수술이 불가능 했던 수술도 내 시경 수술로 시행 할 수 있다.

  11. 환자에게 안전성을 이해시킬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12. 뼈가루의 배출구가 있어 연속적 사용이 가능하므로 날의 폭을 좁게 만들면 톱과 같이 절단을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의료용 동력 핸드피스에 결합되어 줄의 절삭부 직선 왕복 운동에 의해 뼈를 깍을 수 있도록 구성된 안면 윤곽 교정도구

를 구성함에 있어서,

  상기한 줄은 그 로드가 가늘고 긴 형상으로서 일단에 핸드피스 결합부가 형성되고 타단은 다수의 절삭날이 형성된 절삭

부가 형성되며,

  상기한 절삭부에는 각각의 절삭날 사이에는 구멍이 형성되어 상기 구멍이 외부의 셕션유닛과 결합된 골편 배출통로와

연결됨으로서 절삭날 사이의 구멍들로 흡입한 골편이 외부로 배출되는 골편 배출 줄로 구성되고,

  상기한 골편 배출 줄의 절삭부에는 외부의 식염수 공급 유닛과 연결된 식염수 공급통로가 포함되어 작은 절개를 통하여

상기한 골편 배출 줄을 하악각에 접근시켜 식염수가 공급된 상태에서 골절삭이 이루어지고, 절삭된 골편은 골편 배출통로

를 통하여 식염수와 함께 외부로 배출됨으로서 연속적인 골절삭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삭면을 관통하

는 막히지 않는 구멍들을 갖는 골편 배출 줄에 의한 안면 윤곽 교정 도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셕션유닛에 골편채취구가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삭면을 관통하는 막히지 않는 구멍들을 갖는

골편 배출 줄에 의한 안면 윤곽 교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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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로드 내부에 골편배출통로가 형성되어 절삭 날 사이에 형성된 구멍이 절삭부 내부의 빈 공간을 통하여

골편배출통로와 연결되고, 상기 골편 배출 통로는 골편 배출 줄의 핸드피스 결합부에서 외부의 셕션 유닛과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삭면을 관통하는 막히지 않는 구멍들을 갖는 골편 배출 줄에 의한 안면 윤곽 교정 도구.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골편 배출 줄의 외부에 결합되어 골편 배출 줄의 로드 부분과 절삭부의 일부를 감싸도록 된 원통형의 보

호대가 포함되어 골편 배출은 로드 내부의 골편배출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식염수 공급은 골편 배출 줄과 보호대의 공

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삭면을 관통하는 막히지 않는 구멍들을 갖는 골편 배출 줄에 의한 안

면 윤곽 교정 도구.

청구항 6.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중 어느한 항에 있어서, 식염수 공급통로는 로드 내부에 형성되어 골편 배출 줄의 핸드피스 결

합부에서 외부의 식염수 공급 유닛에 연결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삭면을 관통하는 막히지 않는 구멍들을 갖는 골

편 배출 줄에 의한 안면 윤곽 교정 도구.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골편 배출 줄의 로드 중간부에 굽힙부가 형성되고, 상기 골편 배출 줄은 중간부가 구부려진

보호대에 결합되며, 상기 보호대는 2중 관으로 구성되어 그 중 하나의 관은 골편 배출 줄이 삽입되고 다른 하나의 관은 식

염수 공급통로로 이용되어 절삭부의 구멍을 통하여 흡입된 골편은 골편 배출줄과 보호대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흡입되고

식염수는 식염수 공급통로를 통하여 공급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삭면을 관통하는 막히지 않는 구멍들을 갖

는 골편 배출 줄에 의한 안면 윤곽 교정 도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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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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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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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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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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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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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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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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