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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길이방향에 대하여 양쪽 말단에 강체부를 각각 구비시키고, 상기 각각의 강체부 사이에 중공을 갖는 하나 이상

의 스페이서를 구비시키고, 길이방향으로 연장된 유연한 연결수단을 상기 스페이서의 중공을 통과시켜 상기 각각의 강체

부에 연설치하여 연결부재의 길이방향으로 상기 각각의 강체부 사이에 스페이서가 실질적으로 고정되도록 구성된 것을 포

함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연결부재가 유연한 재질 및/또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수술시 골유합을 하지 않고 감압 후 즉시 고

정할 수 있어 종래의 골유합 시술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없으며, 수술이 간편해지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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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고정장치, 연결부재, 스페이서, 유연성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척추 고정장치의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3은 도 2에 따른 연결부재의 다른 양태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의 강체부 및 스페이서의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의 다른 양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의 또 다른 양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의 사용양태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의 또 다른 양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의 또 다른 양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의 또 다른 양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의 또 다른 양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의 또 다른 양태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 고정부재 2' : 제 1 고정부재

2" : 제 2 고정부재 4 : 로드, 연결부재

6 : 클램프 샤프트 8 : 체결부

10, 12 : 나사산 14 : 고정수단

16 : 연결수단 18 18' : 강체부

20 : 스페이서(spacer) 22 : 연결홈

24 : 돌출부 26 : 삽입홈

28 : 금속부 30 : 비금속부

32, 32' : 척추분절 34 : 디스크

36 : 패쉿 조인트(facet joint) 38 : 멜팅(melting)부

40 : 피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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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척추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척추 고정장치에 사용되는 로드(rod) 등의 연결부재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

하게는 뼈에 삽입될 수 있는 스크류 모양의 고정부재 한 쌍 이상을 척추의 일측에 각각 삽입하여 고정시킨 후 상기 각각의

고정부재 상단의 체결부에 고정되어 상기 각각의 고정부재를 연결시키는 유연성을 갖는 연결부재에에 관한 것이다.

퇴행성 추간반 질환(DDD, disc degenerative diseases)이나 척추강 협착증(spinal stenosis), 척추전방전위증

(spondylolisthesis) 등과 같은 퇴행성 척추질환은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상기 수

술적 치료는 먼저 감압(decompression)을 한 뒤 골유합(fusion, ALIF, PLIF 또는 posterolateral fusion)을 하고, 상기 골

유합이 종료된 후 척추를 고정시키는 고정술을 하게 된다. 이때, 상기 수술 과정 중 일부의 경우 감압만 하거나 골유합술까

지만 시술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정술까지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시술되는 고정술은 척추 고정장치를 이용하는데, 상기 척추 고정장치는 손상된 척추부를 정상적인 상태로 교

정한 후 움직임 없이 고정할 수 있도록 척추골의 척추경 또는 천골에 소정의 강도와 깊이로 삽입되는 고정용 스크류와 척

추부의 일측에 위치되는 로드 및 상기 로드와 고정용 스크류를 연계하여 체결하는 체결수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술한 척추 고정장치의 일례로서 대한민국 특허공개 특2001-0047359호는 척추제의 척추경 또는 천골에 소정의 각도와

깊이로 삽입되며, 몸체 상부로는 중앙부가 관통되게 형성되고, 양측 내부에 체결부가 구비되며, 저면으로 안착부가 위치되

고, 몸체 하측으로는 소정의 길이만큼 나선부가 구비된 고정용 스크류와 상기 고정용 스크류의 몸체 상부 저면 안착부에

위치되며, 손상된 척추부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길이와 직경을 갖고 몸체에는 결합수단이 형성된 로드와 상

기 손상된 척추부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로드와 고정용 스크류를 연계시켜 체결할 수 있도록 몸체 하측으로

는 고정용 스크류의 체결부와 고정되는 체결구가 형성된 척추 고정장치가 개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특허등록 제

0324698호는 고정용 스크류에 고정되는 커넥터의 몸체 저면부에 구형의 회동구를 구비시키고 고정용 스크류와 상부커넥

터와 하부커넥터가 차지하는 측면공간을 축소하여 시술의 편의성 및 작업성을 향상시킨 척추 고정장치가 개시되어 있으

며, 미국특허출원 제6,193,720호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크류 상단에 로드 형태의 연결부재를 설치하여 척추를 고정시

키는 척추 고정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척추 고정장치에 사용되는 로드 등의 연결수단은 척추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비정상적인 움직임

(abnormal movement)을 억제하여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하는 통증을 방지하고, 수술시 감압으로 약해진 척

추를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척추의 상·하로 고정하여 척추간의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 환자의 정상적인 움직임이 없어지며 상·하 척추관절에 이상이 오는 정션 증후군(junction syndrome) 또는 트랜지션

널 증후군(transitional syndrome)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 감압이란 신경압박에 의하여 유발하는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척추의 일부 조직을 제거하여 척추강과 신경근을 보

다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서, 상기 조직을 제거하게 되면 증상은 호전되지만 척추가 약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보

정하기 위하여 척추 고정장치를 사용한다.

특히, 전술한 척추 고정장치는 척추골에 삽입되는 고정수단 예를 들면 스크류 형태의 고정수단을 연결해 주는 로드는 강성

(剛性)이 높으므로 수술 후 고정된 관절이 움직이지 않게 되어, 수술부위의 위 또는 아래에 위치한 척추관절의 움직임이 증

가하여 척추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척추 고정장치를 이용한 시술에 대한 학계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지나친 척추고정은 골유합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척추 고정장치의 시술 후 수술부위의 척추에 약간의 로드(load)가 가해지는 것이 오히려 골유합

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에서는 시술한 척추의 상·하 척추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 오히려 골유합에

도움이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술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골유합 후 고정술을 행하는 수술방법 대신 척추의 손상된 디스크 전체를 제거하는 인트

라디스컬(intradiscal) 치료법, 상기 디스크를 인공 디스크로 치환하는 인공 디스크(artificial disc) 치료법 및 상기 디스크

구조물 중 수핵(nucleus)만을 대체하는 치료법 등이 개발되었으나, 상기 인트라디스컬 치료법은 최소 침습적이고 수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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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으나 치료의 성공률이 낮고, 인공 디스크를 이용한 치료법은 최근 들어 많이 적용되고 있으나 그 효

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였으며, 상기 수핵만을 대체하는 치료법은 현재까지 그 효과가 검증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행성 추간반 질환의 일부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척추질환에 사용되고 있는 로드 등을 이용한 척추 고정장치는 척추관련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주

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나, 수술 후 척추의 지나친 운동제한과 상·하 척추관절의 불안정성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

이 있다.

이에, 본 발명자는 전술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를 거듭하던 중 척추에 삽입되는 고정부재의 상단에 연결설치되

는 로드를 유연한 구조 및/또는 재질로 구성하여 상·하 척추관절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본 발명

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출된 것으로서, 감압이 필요한 환자에게 감압 후 골유합을 하지 않고 바로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척추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상운동을 보존하며 인접 척추

의 불안정성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결부재를 제공하는데 기술적 과제가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척추 고정장치의 스크류 형태의 클램프 샤프트와 체결부를 포함하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고정부재를 척추의 원하는 위치에 삽입하여 고정시킨 후 상기 각각의 고정부재를 연결하는 연결부재를 유연한 구

조 및/또는 재질로 구성되도록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손상된 척추를 일정배열로 정열시킨 후 고정시켜 척추를 고정 및 교정할 수 있도록 척추에 삽입되어 체결되는

나사산이 형성된 스크류 형태의 클램프 샤프트 및 상기 클램프 샤프트의 상단에 연결설치되어 연결부재가 안착되어 체결

되는 체결부로 구성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고정부재와 상기 고정부재의 체결부에 삽입되어 고정되는 연결부재를 포함하

는 척추 고정장치의 연결부재에 있어서, 상기 연결부재가 길이방향에 대하여 양쪽 말단에 강체부를 각각 구비시키고, 상기

각각의 강체부 사이에 중공을 갖는 하나 이상의 스페이서를 구비시키고, 길이방향으로 연장된 유연한 연결수단을 상기 스

페이서의 중공을 통과시켜 상기 각각의 강체부에 연설치하여 연결부재의 길이방향으로 상기 각각의 강체부 사이에 스페이

서가 실질적으로 고정되도록 구성된 것을 포함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유연성을 갖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척추 고정장치는 통상적인 퇴행성 추간

반 질환, 척추강협착증 또는 척추전방전위증 등과 같은 퇴행성 척추질환과 척추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기타 척추를 고정 및

교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적어도 척추질환에 적용되어 척추에 삽입되어 고정될 수 있도록 스크류 형태를 갖

는 고정부재와 상기 고정부재에 체결되어 상기 척추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연결부재로 구성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는 척추에 삽입되어 고정된 고정부재의 일측에 연결설치되어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척추가 안정화되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강도를 갖고, 척추의 움직임에 따라 일정하게 휘어질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

되는 로드 등을 상기 연결부재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는 척추에 삽입되어 고정된 고정부재의 일측에 연결설치되어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척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강도를 갖고, 척추의 움직임에 따라 일정하게 휘어질 수

있는 재질 및/또는 구조라면 어떠한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척추 수술장치용 연결부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강성을 갖는 강체부(rigid end portion)를 상기

연결부재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양쪽 말단에 구비시키고, 상기 각각의 강체부 사이에 강성을 갖는 또는 스페이서의 위치에

따라 강성과 유연성을 함께 갖는 스페이서(spacer)를 적어도 하나 이상 구비시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상기 강체부 및 스페이서는 생체친화적인 금속, 생체친화적인 금속 및 생체친화적인 비금속 혼합물, 바람직하게는

생체친화적인 금속과 일정 부분이 생체친화적인 비금속으로 구성된 혼합물 또는 생체친화적인 금속 및 비금속 합성물로

이루어져 있는 바, 사용 가능한 생체친화적인 금속으로는 티타늄(titanium),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 지르코늄

(zirconium), 탄탈(tantalum), 코발트(cobalt), 크롬(chromium), 니켈(nickel), 알루미늄(aluminum), 바나듐(vana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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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들의 혼합물 또는 이들의 합금 등이 있고, 생체친화적인 비금속은 고분자(polymers), 엘라스토머(elastomers), 수

지(resins), 세라믹(ceramics), 플라스틱(plastic), 카본 그래파이트(carbon graphite) 또는 이들의 혼합물 등이 있고, 상

기 생체친화적인 금속 또는 생체친화적인 비금속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업계에서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로 통

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여기서, 상기 생체친화적인 금속 및 비금속 합성물은 전술한 생체친화적인 금속과 생체친화적인 비금속을 서로 합성

(synthetic)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술한 재질로 이루어진 본 발명에 따른 강체부는 유연성을 갖는 연결수단에 의하여 스페이서에 연결설치되며, 그

일측이 척추 고정장치의 고정부재에 구비된 체결부에 삽입되어 체결될 수 있으므로 상기 체결부에 체결되어 고정될 수 있

는 강성을 갖고, 상기 체결부에 용이하게 삽입될 수 있도록 원통형, 원기둥형, 봉형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 형태는 상기 형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 체결부에 삽입될 수 있는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도 무방하다.

필요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강체부는 그 내부 중심에 중공이 형성되어 유연성을 갖는 연결수단이 삽입되어 고정될 수도

있고, 상기 강체부의 길이는 특별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척추 고정장치의 체결부에 고정될 수 있는 정도의 길

이를 갖는 것이 좋다.

그러나 상기 강체부가 척추 고정장치에 고정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스페이서를 관통하여 연결설치되는 연결수단을 고

정하기 위해 존재할 경우 그 길이는 강체부의 직경보다 짧게 구성될 수도 있고, 특정적으로 원통형이 아닌 플레이트 형태

로 존재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스페이서는 한 쌍의 강체부 사이에 구비된 것으로서, 단독 또는 복수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척추에 가해지

는 외압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성을 갖고, 그 형태는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공을 갖는 원통형, 중공을 갖는 원

기둥형, 중공을 갖는 봉형 또는 링형 등의 구조로 구성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스페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중공을 갖는 원통형, 중공을 갖는 원기둥형, 중공을 갖는 봉형 또는 링

형 등의 구조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전술한 중공을 갖는 원통형, 중공을 갖는 원기둥형, 중공을 갖

는 봉형 또는 링형 등의 구조물을 복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본원 발명에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페이서를 다수개 구

비시켜 이루어진 것 전체를 스페이서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본원 발명에서 언급되는 스페이서는 연결부재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양쪽 말단에 위치하는 강체부 사이에 있는 구성을 스페이서로 이해할 수 있다.

특정 양태로서, 본 발명에 따른 생체친화적인 금속과 생체친화적인 비금속 혼합물로 구성된 스페이서는 상기 생체친화적

인 금속으로 이루어진 중공을 갖는 원통형, 중공을 갖는 원기둥형, 중공을 갖는 봉형 또는 링형 등의 구조물의 중공 내부

또는 상기 구조물의 중공 내부 및 외부에 생체친화적인 비금속을 충진 또는 피복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 바, 본 발명에서

는 상기 금속재질로 이루어진 구조물에 비금속재질이 충진 및/또는 피복된 형태를 특정적으로 메탈 하이브리드(metal

hybrid)로 지칭하기로 한다.

다른 특정 양태로서, 본 발명에 따른 스페이서는 강성을 갖는 금속, 바람직하게는 생체친화적인 금속으로 이루어진 금속부

를 중심으로 양측에 비금속, 바람직하게는 생체친화적인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비금속부가 한 쌍으로 형성되어 구성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기 금속부와 비금속부를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연결설치한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때, 상기 금속부를 중심으로 양측에 연결설치되는 한 쌍의 비금속부의 재질은 서로 다른 재질로 구성할 수 있고, 상기 스

페이서를 구성하는 금속부는 필요에 따라 척추 고정장치의 고정부재에 연결설치될 수 있으며, 상기 스페이서를 구성하는

비금속부 및/또는 금속부의 외주면에 인체에 녹는 물질 예를 들면, 폴리락틱산(polylactic acid), 폴리글리콜릭산

(polyglycolic acid), 폴리글락틱산(polyglactic acid), 폴리디옥산온(polydioxanone), 폴리글리코네이트(polyglyconate)

, 칼슘설페이트(calcium sulfate), 칼슘포스페이트(calcium phosphate) 또는 이의 혼합물 등을 피복하여 멜팅부를 형성시

켜 스페이서를 구성할 수도 있다.

다른 양태로서, 본 발명에 따른 스페이서는 중공을 갖는 섹션부와 상기 섹션부에 연결설치된 중공을 갖는 비금속 섹션부로

구성될 수 있는 바, 상기 섹션부는 금속, 금속합금, 고분자, 수지, 플라스틱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비금

속 섹션부는 엘라스토머, 고분자, 수지, 플라스틱 또는 이들의 혼합물 등의 비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상기 금속 및 금속합금으로 사용가능한 구체적인 물질은 티타늄, 스테인레스 스틸, 지르코늄, 탄탈, 코발트, 크롬, 니

켈, 알루미늄, 바나듐 등의 생체친화적인 금속 및 이들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둘 이상의 금속합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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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섹션부는 금속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상기 금속으로 이루어진 섹션부를 본 발명에 따른 금

속부로 이해할 수 있고, 상기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비금속 섹센부는 본 발명에 따른 비금속부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섹션부가 금속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기 섹션부는 비금속 섹션부에 의하여 피복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상기

섹션부가 금속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금속 섹션부가 전술한 섹션부를 피복시키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섹션부의 일측에 연

결설치되면, 상기 섹션부를 구성하는 금속이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비금속 섹션부의 일측을 덮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때, 상기 섹션부를 피복시키는 비금속 섹션부의 재질은 엘라스토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다른 특정양태로서, 본 발명에 따른 스페이서는 그 내부 중심에 강성을 갖는 중공의 강체부를 구비하고, 상기 강체부를

중심으로 양측에 생체친화적인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비금속부, 생체친화적인 금속으로 이루어진 금속부 및 생체친화적인

비금속부를 순차적으로 연결설치하여 구성될 수 있으며, 상기 강체부를 중심으로 양측에 연결설치되는 한 쌍의 비금속부

의 재질 및 두께에 따라 연결부재의 유연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때, 상기 강체부를 중심으로 양측에 연결설치되는 한 쌍의 비금속부 각각 및/또는 전체 비금속부 표면에 폴리락틱산, 폴

리글리콜릭산, 폴리글락틱산, 폴리디옥산온, 폴리글리코네이트, 칼슘설페이트, 칼슘포스페이트 또는 이의 혼합물 등의 인

체에 녹을 수 있는 재질로 피복된 멜팅부를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연결수단은 그 자체로 유연성을 갖는 동시에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를 구성하는 강체부 및 스페이서를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강체부 및 스페이서를 서로 연결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지

만, 바람직하게는 척추의 움직임에 따라 소정량 휠 수 있는 성질을 갖기 위하여 휘어지는 성질을 갖는 재질로 구성되거나

강성이 높은 재질이라도 와이어 형태, 얇은 실 형태로 제조된 금속사를 포갠 와이어 형태, 편조선 형태 또는 샤프트 형태

등의 구조로 구성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른 연결수단은 전술한 와이어, 금속사를 포갠 와이어, 편조선 형태 또는 샤프트 형태 등의 구조 이외

에 그 재질로부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바, 사용 가능한 재질로는 생체친화적인 금속, 적어도 생체친화적인 금속과 일

정부분이 생체친화적인 비금속으로 구성된 혼합물 또는 생체친화적인 금속 및 비금속 합성물로 구성될 수 있고, 상기 생체

친화적인 금속으로는 사용 가능한 물질로는 티타늄, 스테인레스 스틸, 지르코늄, 탄탈, 코발트, 크롬, 니켈, 알루미늄, 바나

듐 또는 이들의 혼합물 또는 이들의 합금 등이 있고, 생체친화적인 비금속으로 사용 가능한 물질로는 고분자, 엘라스토머,

수지, 세라믹, 플라스틱, 카본 그래파이트 또는 이들의 혼합물 등이 있으며, 상기 생체친화적인 금속 또는 생체친화적인 비

금속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업계에서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로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상기 생체친화적인 금속 또는 생체친화적인 비금속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업계에서 본 발명에 따른 연결

부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물질이라면 어떠한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여기서, 상기 생체친화적인 금속 및 비금속 합성물은 전술한 생체친화적인 금속과 생체친화적인 비금속을 서로 합성한 것

을 의미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한 쌍의 강체부, 상기 한 쌍의 강체부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구비된 스페이서 및 상기 강체부와

스페이서를 서로 연결시켜 고정하는 연결수단을 포함하는 연결부재는 그 외부에 비금속재질의 피복물질로 피복된 피복부

가 형성될 수 있는 바, 상기 피복부를 형성하는 피복물질은 스페이서 단독 또는 스페이서의 일부분 또는 복수의 스페이서

전체에 피복되어 피복부을 형성할 수 있다.

이때, 상기 피복부를 구성하는 피복물질은 생체친화적인 비금속 예를 들면, 고분자, 엘라스토머, 수지, 세라믹, 플라스틱,

카본 그래파이트 또는 이들의 혼합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하기의

설명은 오로지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하기 설명에 의해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척추 고정장치의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3은 도 2에 따른

연결부재의 다른 양태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의 강체부 및 스페이서의 단면도, 도 5는 본 발

명에 따른 연결부재의 다른 양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의 또 다른 양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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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의 사용양태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의 또 다른 양태를 나타내

는 사시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의 또 다른 양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의 또 다

른 양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의 또 다른 양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의 또 다른 양태를 나타내는 단면도로서 함께 설명한다.

도 1 내지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가 사용되는 척추 고정장치는 크게 척추의 척추경에 삽입

되어 고정되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고정부재(2)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연결부재(4)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상기 고정부재(2)를 한 쌍으로 사용할 경우로 본 발명에 따른 척추 고정장치를 설명하면, 상기 한 쌍의 고정부재(2)

중 임의로 하나의 고정부재를 제 1 고정부재(2')로 하고, 다른 하나를 제 2 고정부재(2")로 할 때, 상기 제 1 고정부재(2')와

제 2 고정부재(2")의 일측에 체결되어 상기 제 1 고정부재(2') 및 제 2 고정부재(2")가 용이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연

결부재(4)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고정부재(2)는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와 체결되어 함께 사용되고, 척추에 삽입되어 고정될 수 있는 장치

라면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당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척추 고정장치의 고정부재(2)라면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한편, 상기 고정부재(2)는 척추에 삽입되어 체결될 수 있도록 그 하단으로 나사산(10, 12)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나사산

(10, 12)의 말단으로 척추에 삽입될 수 있는 모양인 뾰족한 원추형태로 마감된 스크류 형태의 클램프 샤프트(6) 및 상기 클

램프 샤프트(6)의 상단에 연결설치되어 상기 연결부재(4)가 안착되어 체결되는 체결부(8)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는 길이방향에 대하여 양쪽 말단에 강체부(18)를 구비시키고, 상기 각각의 강체부(18) 사이에

하나 이상의 스페이서(20)를 구비시키고, 상기 강체부(18) 및 스페이서(20)를 유연한 연결수단(16)으로 연결하여 로드의

길이방향으로 상기 각각의 강체부(18) 사이에 스페이서(20)가 실질적으로 고정되도록 구성된다.

필요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스페이서(20)는 그 내부에 중공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중공을 관통하여 연결수단(16)이 연결

설치되고, 이러한 연결수단(16)은 유연성을 갖기 위하여 유연한 재질 및/또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 쌍의 강체부(18, 18')를 연결부재(4)의 양측 말단에 각각 구비시킨 후 상기

각각의 강체부(18, 18') 사이에 중공을 갖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페이서(20)를 연결설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때,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를 구성하는 스페이서(20)가 다수개 구비될 경우, 상기 강체부(18) 및 스페이서(20)는 그

길이방향에 대하여 일측 말단에 내부로 오목한 형태의 연결홈(22)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연결홈(22)의 대향되는 타측 말

단으로 다른 강체부(18) 또는 스페이서(20)에 형성되어 있는 연결홈(22)에 삽입되어 맞물리도록 외부로 돌출된 돌출부

(24)가 형성되게 구성할 수도 있다.

전술한 구성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는 필요에 따라,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강체부(18) 일측에 연결수

단(16)을 삽입하여 강체부(18) 및 스페이서(20)를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삽입홈(26)을 더 구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구

성은 연결부재(4)의 길이를 환자마다의 해부학적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술현장에서 조절하여 다르게 구성 할 수

도 있다.

다른 양태로서,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는 상기 연결부재(4)를 구성하는 와이어 형태의 연결수단(16)을 금속클립

(metallic clip) 또는 스토퍼(stopper)를 사용하여 고정할 수도 있는 바, 예를 들면 상기 금속클립 또는 스토퍼를 와이어 형

태의 연결수단(16)이 통과할 수 있도록 연결수단(16) 보다 약간 큰 지름을 가진 내부지름으로 구성된 작은 원통형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금속클립 또는 스토퍼는 당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이때, 상기 연결부재(4)를 구성하는 강체부(18) 및 스페이서(20)를 서로 고정시키는 것은 상기 연결수단(16)을 스토퍼를

통해 원하는 정도까지 팽팽히 당긴 후 상기 스토퍼를 스페이서(20)와 스페이서(20) 사이 또는 스페이서(20) 말단 일측에

밀어 넣어 고정시키거나 미리 스페이서(20)의 숫자를 결정한 다음 연결부재(4)를 제작할 때 와이어 형태의 연결수단(16)

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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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양태로서,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길이가 다른 한 쌍의 강체부(18, 18') 사이에 중공

을 갖는 스페이서(20)를 설치하고, 상기 스페이서(20)의 중공에 유연한 재질 및/또는 구조의 연결수단(16)을 스페이서(20)

및 강체부(18)의 중공에 삽입하여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스페이서(20)는 생체친화적인 금속, 생체친화적인 금속 및 비금속의 혼합물 또는 생체친화적인 금속 및 비금

속 합성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추천하기로는 생체친화적인 금속 및 비금속의 혼합물인 메탈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때, 상기 스페이서(20)는 강성을 갖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금속부(28)를 중심으로 양측에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비금속부

(30)를 설치하여 구성될 수 있다.

또 다른 양태로서,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는 강체부(18)를 중심으로 양측에 스페이서(20)를 형성시킬 수 있다. 이때,

상기 스페이서(20)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금속부(28) 및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비금속부(30)를 순차적으로 반복설치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전술한 모든 양태에 있어서, 메탈 하이브리드 스페이서(20)를 적어도 하나의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성하여 금속으로 구성

된 스페이서(20)의 금속부(28)가 고정장치의 체결부(8) 바람직하게는 스크류나 라미나 후크(lamina hook) 등이 형성되어

있는 고정부재에 체결되어 고정되도록 하고, 엘라스토머 등의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스페이서(20)의 비금속부(30)는 상기

금속부(28)의 반대방향과 인접하고 있는 각각의 강체부(18, 18')의 말단과 중간의 유연한 연결수단(16)에 연결설치되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는 강체부(18)의 일측 말단과 스페이서(20)의 금속부(28)가 척추 고정장치의 체결부(8)

에 고정되어 허리 분절에 부착됨으로써 상기 연결부재(4)가 고정된 허리분절의 하중을 견디면서 동시에 여섯 가지 방향의

움직임 예를 들면, x축(x-axis), y축(y-axis), z축(z-axis), 피치(pitch) 또는 회전 및 편요(偏搖)(roll and yaw) 방향으로

의 움직임을 갖도록 한다.

이때, 상기 연결부재(4)는 스페이서(20)의 종축방향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지만, 상기 스페이서(20)의 양쪽에 위치하는 엘

라스토머 등으로 이루어진 비금속부(30)에 의하여 압축력과 인장력이 연결부재(4)의 양쪽 말단에 위치하는 강체부(18,

18')의 내부에 전달됨으로써 유연성을 갖도록 유연한 재질 및/또는 구조로 이루어진 연결수단(16)이 위치하는 방향에서 상

대적으로 안정된 움직임을 허용하도록 구성된다.

또 다른 양태로서,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는 마찰력이 큰 물질을 이용하여 엘라스토머 등으로 이루어진 비금속부(30)

를 피복함으로써 스페이서(20)의 유연한 연결수단(16)의 움직임을 억제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강체부(18, 18')는

중간의 연결수단(16)을 이용하여 스페이서(20) 바람직하게는 메탈 하이브리드로 이루어진 스페이서(20)에 연결설치된다.

여기서, 상기 연결수단(16)은 상기 강체부(18)에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강성을 갖는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특정적으로 와

이어 형태 또는 다수개의 금속사를 꼬여 만든 와이어 형태, 편조선 형태 또는 샤프트 형태 등의 구조로 구성될 수도 있으

며, 그 재질 및 구조는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 길이 및/또는 두께를 변경함에 따라 상기 연결수단(16)의 유연

성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를 구성하는 강체부(18)의 일측 말단은 척추 고정장치의 체결부(8) 등에 체결될 수 있도

록 충분한 길이를 갖도록 형성되며, 상기 메탈 하이브리드 재질을 갖는 스페이서(20)의 금속부(28)가 척추 고정장치의 고

정부재에 체결될 경우, 상기 연결부재(4)의 강체부(18')의 일측 말단은 고정부재(2)의 체결부(8)의 외측으로 연장되도록

설치되며, 이러한 경우 체결부(8)의 외측으로 연장되는 부분의 길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상기 고정부재(2)의 체결부(8)에

연결설치되는 연결부재(4)의 강체부(18)에 대향되는 타측 강체부(18')의 길이를 보다 짧게 구성하게 된다.

또 다른 양태로서, 본 발명에 따른 유연한 재질 및/또는 구조의 연결수단(16)이 연결부재(4)의 중앙 종축방향으로 같은 동

심원이 아닌 형태 즉, 연결수단(16)이 스페이서(20)의 중심점이 아닌 지점을 지나도록 연결설치되는 형태로 구성될 수 있

다. 이와 같이 다른 동심원 구조를 갖는 연결부재(4)는 굽혀지는 방향에 따라 다른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게 되며, 이는 연

결부재(4)가 굽혀지거나 휠 때 예를 들면 환자의 허리가 앞으로 굽혀짐에 따라 보다 큰 강성을 가지게 되고, 상기 연결부재

(4)가 반대로 휠 때 예를 들면 환자의 허리가 뒤로 굽혀짐에 따라 강성이 감소되는 장점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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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연결부재(4)의 일측에 형성되는 엘라스토머 등의 재질로 이루어진 비금속부(30)의 경우 상기 비금속부(30)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피복하는 비금속의 두께나 양에 따라 연결부재(4)의 굽혀지는 방향이나 강성을 조절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비금속부(30)는 연결부재(4)의 스페이서(20)의 움직임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성과 다른 정도의 강성을 주며,

상기 스페이서(20)를 통해서 고정부재(2)에 고정되는 분절의 움직임에 각기 다른 방향성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는 환자의 허리에 고정하기 전에 올바른 위치에 연결되도록 굽히는 방향과 알맞은 강성

을 식별하기 위한 표시 예를 들면 레이저 또는 물리적 표시를 삽입할 수 있다.

전술한 연결부재(4)의 용이한 설명을 위하여 그 작용방법을 설명하면,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개의 연결부재(4)를 환자의 척추에 삽입되어 고정된 고정부재(2)에 각각 연결설치하여 사용된다.

이때, 상기 각각의 연결부재(4)는 환자의 척추에 적용되어 각각 필요한 분절에 위치하게 되며, 각각의 연결부재(4)를 구성

하는 스페이서(20)는 하위의 척추분절(32')에 체결되고 강체부(18)의 일측 말단은 상위의 척추분절(32)에 체결되도록 한

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적용되는 연결부재(4)는 척추의 해부학적 및 원래대로 회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허용하기 위해 고려

된 것으로서, 척추분절(32, 32') 사이에 있는 디스크(34)와 인페리어 패쉿 조인트(Inferior facet joint)(36)가 상위 척추분

절(32) 보다 하위 척추분절(32')에 근접하기 때문에 상기 연결부재(4) 중 메탈 하이브리드 재질로 이루어진 스페이서(20)

를 하위 척추분절(32')에 구비된 고정부재(2)에 연결설치할 때, 상기 연결부재(4)의 유연한 구조부분이 척추가 지니고 있

는 본래의 움직임을 제공하는 축, 예를 들면 척추간 디스크(34)와 패쉿 조인트(36) 등의 위치의 축과 일치하거나 가장 근접

하게 위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기 본래의 척추분절 움직임과 같은 위치에서 제공되는 유연성으로 인해 척추에 자연스러

운 해부학적 움직임을 허용하게 된다.

한편, 전술한 위치 이외의 척추부분에서 유연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기 메탈 하이브리드 재질로 이루어진 스페이서

(20)와 연결수단(16)을 강성을 갖는 강체부(18)를 중심으로 양측에 연결설치하여 연결부재(4)를 구성하고, 상기 강체부

(18) 양측에 연결설치된 메탈 하이브리드 재질로 이루어진 스페이서(20)의 금속부(28)에 각각에 척추 고정장치가 체결되

도록 구성된다.

이때, 상기 연결부재(4)의 스페이서(20)는 연결부재(4)에서 보다 길게 연장되도록 구성되어 환자들의 척추분절(32, 32')간

의 길이에 따라 조절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또 다른 양태로서,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는 셋 이상의 척추간 분절에 고정되어 상기 척추간 분절에 움직임을 허용하

도록 구성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연결부재(4)이 일예로서, 중공을 갖는 강체부(18)를 중심으로 양측에 비금속으로 이루어

진 비금속부(30), 금속으로 이루어진 금속부(28) 및 비금속부(30)를 순차적으로 연결설치 한 후 전술한 구성을 반복적으로

연결설치하거나, 한 쌍의 강체부(18) 사이에 구비되는 스페이서(20) 및 상기 스페이서(20)와 강체부(18)을 연결시켜 실질

적으로 고정하는 연결수단(16)으로 구성된 연결부재(4)를 복수로 연결설치하여 하나의 연결부재(4)를 구성할 수 있다.

다수의 척추분절에 적용되는 연결부재(4)의 또 다른 양태로서, 척추 고정장치를 이용한 척추수술의 시술자들은 필요에 따

라 메탈 하이브리드 재질의 스페이서(20) 중 어느 하나가 강체부(18)로 대체되거나 여러 가지 조합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

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스페이서(20)를 가진 한 분절의 연결부재(4)를 반복하여 설치하거나 스페이서(20)의 강체부를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하여 각 분절에 필요한 정도의 강성을 갖도록 하여 각각의 상·하 척추분절(32, 32')에

필요한 움직임을 조절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일례로서, 첫 번째 척추분절에 적용되는 연결부재(4)는 두 번째 척추 분절에 적용되는 연결부재(4) 보다 비교적 덜

유연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조합을 통해 각기 다른 정도의 유연성을 갖는 다분절용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

부재(4)를 제조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로 도시된 도 6 내지 도 8에 따른 연결부재(4)는 유연성을 갖기 위하여 유연한 재질 및/

또는 구조로 구성된 연결수단(16)을 생체친화적인 금속, 바람직하게는 강체부(18)를 구성하는 생체친화적인 금속과 동일

유사한 재질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는데, 추천하기로는 상기 강체부(18)에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비교적 단단한 재질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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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있고, 특정적으로 와이어 형태 또는 다수개의 금속사를 꼬여 만든 와이어 형태, 편조선 형태의 구조 또는 샤프트 형

태 등으로 구성될 수 있고, 그 재질 및 구조는 전술한 내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구조, 길이 및/또는 두께를 변경에

따라 연결수단(16)의 유연성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메탈 하이브리드 재질의 스페이서(20)는 생체친화적인 금속, 바람직하게는 연결부재(4)의 양끝 말단에 위치하

는 강체부(18)와 동일한 재질 및 생체친화적인 비금속 예를 들면,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 바람직하게는 폴리카보네이트

우레탄 등의 비금속으로 구성될 수 있고, 상기 메탈 하이브리드로 이루어진 스페이서(20)는 강체부(18)의 직경과 동일한

직경으로 구성되고, 그 스페이서(20)를 구성하는 엘라스토머 등을 포함하는 비금속부(30)는 상기 강체부(18)의 직경보다

작거나 클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는 상기 연결부재(4)의 외부표면을 비금속 등으로 피복하여 유연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바, 상기 비금속 등의 피복물질의 종류와 치수에 따라 연결부재(4)의 유연성을 조절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메탈 하이브리드 재질을 포함하는 스페이서(20)의 비금속 또는 엘라스토머 등으로 이루어진 비금속

부(30)는 강체부(18)와 금속재질로 이루어진 금속부(28) 또는 유연한 재질 및/또는 구조의 연결수단(16)에 고정되도록 구

성될 수 있다.

이러한 양태로서, 도 6 내지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엘라스토머로 이루어진 또는 엘라스토머가 충진 및/또는 피복되어

이루어진 비금속부(30)는 금속부(28)를 강체부(18)가 위치하는 방향으로 고정하여 유지됨으로써 외부의 힘에 의해 엘라

스토머를 포함하는 비금속부(30)가 어느 방향으로 굽혀지거나 압축될 때 상대적인 움직임을 허용하도록 유지할 수도 있

다.

또 다른 양태로서, 스페이서(20)의 금속부(28)가 고정부재(2)에 체결되어 상기 금속부(28)의 움직임에 의한 스페이서(20)

의 비금속부(30) 압축력이 상당히 제한되면서 다양한 방향의 움직임을 통해 연결부재(4)의 유연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구

성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양태로서,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는 도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탈 하이브리드 재질을 포함하는 스페이서

(20)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될 수 있는 바, 이는 스페이서(20)의 금속부(28)와 엘라스토머 등으로 이루어진

비금속부(30)로 구성되어 상기 엘라스토머 등의 재질로 이루어진 비금속부(30)의 외측에 추가로 생체에서 녹을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된 멜팅부(40)를 구비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인체에 녹을 수 있는 재질로 이루어진 멜팅부(38)는 금속재질로 이루어진 스페이서(20)의 금속부(28)의 말단

일측에 인접한 강체부(18)에 형성되어 인체 내에서 녹아 부드러워질 때까지 상기 금속부(28)의 움직임을 일정하게 제한하

도록 한다.

전술한 멜팅부(38)로 사용가능한 물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인체내에서 녹을 수 있는 물질이라면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무

방하지만, 바람직하게는 폴리락틱산, 폴리글리콜릭산, 폴리글락틱산, 폴리디옥산온, 폴리글리코네이트, 칼슘설페이트, 칼

슘포스페이트 또는 이의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어떠한 물질이라도 인체 내에서 녹을 수 있

는 물질은 본 발명의 멜팅부(38)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유연한 연결수단(16)은 다양한 레벨의 역동적 고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엘라스토머 등의 비금속 양과 멜팅부(38)를 구성하는 인체에 녹을 수 있는 물질의 양을 조절하여 구성함으로써 연

결수단(16)의 최초 유연성을 조절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기 멜팅부(38)를 구성하는 물질이 인체 내로 녹아 들어감으

로써 초기에 연결부재(4)가 갖는 유연성과 다른 유연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3분절 이상의 고정이 필

요한 다분절 척추고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인체에 녹을 수 있는 물질이 메탈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는 스페이서(20)를 전부 또는 일부를 둘러싸는 형태로

피복되거나 스페이서(20)와 연결수단(16)에 형성되어 있는 틈만을 메우는 등의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연결부재(4)의 최초

유연성과 멜팅부(38)를 구성하는 물질이 인체에 녹은 후의 연결부재(4) 유연성의 차이를 조절할 수 있다.

이는 엘라스토머 등으로 구성된 스페이서(20)의 비금속부(30) 전부가 인체 내에서 녹을 수 있는 물질로 대체되어 유연성

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이처럼 다양한 조합구성을 통하여 원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연결부재(4)에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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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의 또 다른 양태로서,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공을 갖는 한 쌍의 강체부(18) 사이에 중공

을 갖는 스페이서(20)를 구비시키고, 상기 강체부(18) 및 스페이서(20)의 중공에 와이어 형태의 연결수단(4)을 삽입하여

서로 고정시킨 것으로서, 상기 스페이서(20)의 외부에 엘라스토머 등의 비금속을 피복하여 피복층(40)을 형성시켜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스페이서(20)가 각각의 강체부(18) 사이의 공간을 모두 점유하여 스페이서(20)가 각각의 강체부(18) 사이에

고정되는 것으로서, 강체부(18)와 스페이서(20)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스페이서(20)가 와이어 형태의 연결수

단(16)에 의해 움직이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된다. 즉, 각각의 스페이서(20)는 스페이서(20) 끼리 그리고 강체부(18)와 서

로 인접하여 중간에 있는 와이어 형태의 연결수단(16)에서 미끄러질 공간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필요에 따라, 상기 피복부(40)는 상기 스페이서(20) 단독으로 또는 상기 스페이서(20) 전체를 피복하여 형성될 수 있고, 전

술한 피복부(40)와 스페이서(20)의 조합으로 인하여 각 스페이서(20) 마다 다른 물질을 피복하여 서로 다른 물질로 피복된

스페이서(20)를 구성할 수도 있다.

한편, 상기 스페이서(20)는 생체친화적인 금속 또는 금속과 비금속의 혼합물로 제조될 수 있고, 상기 피복부(40)는 생체친

화적인 비금속 또는 이의 혼합물 또는 합성물, 바람직하게는 엘라스토머 등으로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의 또 다른 양태로서,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스페이서(20)에 인접한 다른 스페이서

(20)와 연결부재(4)의 말단을 구성하는 강체부(18) 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와이어 형태의 연결수단(16)을 연결설치한 것으

로서, 피복부(40)가 스페이서(20)와 연결수단(16)의 주변에 형성되어 인접한 스페이서(20)와 강체부(18) 사이의 공간이

모두 피복하도록 구성된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연결부재(4)는 피복부(40)가 피복물질로 둘러싸인 연결수단(16) 및 스페이서(20)의 움직임을 제한

하여 한 쌍의 강체부(18) 사이의 유연한 부분에 추가적인 강성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스페이서(20) 및/또는 연결수단(16)은 생체친화적인 금속, 비금속 또는 금속 및 비금속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기 피복부(40)는 피복에 적합한 생체친화적인 비금속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추천하기로는 엘라스토머가 좋다.

한편, 상기 도 10 및 도 11에 도시된 연결부재(4)는 한 쌍의 강체부(18) 사이에 메탈 하이브리드 스페이서(20)가 각각 또는

전부 함께 피복되어 피복부(40)가 형성될 수 있고, 상기 연결부재(4)의 유연성은 스페이서(20)를 피복한 피복부(40)의 구

성을 변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바, 예를 들면 스페이서(20)를 피복한 피복부(40) 중 스페이서(20)의 금속부(28)와 와

이어 형태의 연결수단(16)과의 이격거리 또는 각각의 스페이서(20)간의 거리 또는 스페이서(20)와 강체부(18) 사이의 거

리를 달리함으로써 연결부재(4)에 유연성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의 유연성은 어떤 생체친화적인 물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상기

스페이서(20)를 스테인레스 스틸, 티타늄, 티타늄합금, 탄탈, 지르코늄, 코발트, 크롬 또는 이들의 합금 등을 사용하거나

UHMWPE, PEEK, 폴리우레탄, 알루미나 또는 지르코니아 등의 세라믹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의 또 다른 양태로서,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 쌍의 강체부(18) 사이에 와이어 형태의 연

결수단(16)을 통해 스페이서(20)가 연결된 것으로서, 적어도 스페이서(20)의 일부가 엘라스토머 등으로 피복되어 있거나,

연결수단(16), 스페이서(20) 및 강체부(18)가 모두 연결되지 않고 이격되어 있으면서 피복부(40)가 형성되어 있도록 구성

된다.

여기서, 상기 도 12에 도시된 연결부재(4)는 척추 고정장치의 고정부재(20)에 각각 체결되는 강체부(18,18') 사이에 스페

이서(20)를 구비하고, 상기 스페이서(20)를 중심으로 양측에 엘라스토머 등의 비금속을 구비시켜 상기 스페이서(20)의 중

공과 강체부(18, 18')에 일정부분의 중공으로 와이어 형태의 연결수단(16)을 설치하되 상기 연결수단(16)의 어느 한 쪽이

강체부(18, 18')되게 하거나 또는 연결되지 않도록 구성된다.

이때, 상기 연결부재(4)를 구성하는 엘라스토머 등의 피복부(40)의 굽힘, 늘어남, 압축 등과 같은 특성이 허리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에 따라서만 제한적으로 움직이도록 구성된 것이며, 이에 따라 척추 고정부재(2)에 연결되는 척추 분절의 정상적

인 움직임을 허용하면서 각 분절에 걸리는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연결부재(4)의 크기와 모양 등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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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스페이서(20)를 구성하는 금속부(28)와 피복부(40)를 함께 구성하여 피복부(40)가 와이어 형태의 연결수단

(16)과 강체부(18) 및 스페이서(20)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분리함으로써 서로간의 마찰을 방지하여 마멸에 의한 파편

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구성을 같은 연결부재(4)는 어떤 형태의 기계적 제한 없이 허리분절이 가지고 있는 모

든 움직임을 어떠한 방면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바, 이는 척추를 앞으로 굽히고, 뒤로 젖히고, 옆으로 돌리

고, 수직적인 탄성을 요구할 때,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엘라스토머 등으로 이루어진 피복부(40)는 유연한 연결수단(16)과 같은 동심원 구조를 가질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동심원이 아닐 수도 있으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와이어가 놓일 수 있다.

전술한 본원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4)는 모두 골유합 수술 후 척추의 안정 및 교정이 필요한 당해 척추분절이나 인접 척추

분절에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 특징을 변경하

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일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등가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

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연결부재가 유연한 재질 및/또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수술시 골유합을 하지 않고 감압 후 즉시 고정

할 수 있어 종래의 골유합 시술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없으며, 수술이 간편해지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손상된 척추를 일정배열로 정열시킨 후 고정시켜 척추를 고정 및 교정할 수 있도록 척추에 삽입되어 체결되는 나사산이 형

성된 스크류 형태의 클램프 샤프트 및 상기 클램프 샤프트의 상단에 연결설치되어 연결부재가 안착되어 체결되는 체결부

로 구성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고정부재와 상기 고정부재의 체결부에 삽입되어 고정되는 연결부재를 포함하는 척추 고정

장치의 연결부재에 있어서,

연결부재가 길이방향에 대하여 양쪽 말단에 강체부를 각각 구비시키고, 상기 각각의 강체부 사이에 중공을 갖는 하나 이상

의 스페이서를 구비시키고, 길이방향으로 연장된 유연한 연결수단을 상기 스페이서의 중공을 통과시켜 상기 각각의 강체

부에 연설치하여 연결부재의 길이방향으로 상기 각각의 강체부 사이에 스페이서가 실질적으로 고정되도록 구성된 것을 포

함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강체부가 원통형, 봉형, 원기둥형, 중공을 갖는 원통형, 중공을 갖는 봉형, 중공을 갖는 원기둥형 또는 플레이트형의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강체부 중 하나의 강체부의 길이가 다른 강체부의 길이보다 길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

용 연결부재.

등록특허 10-0550263

- 12 -



청구항 4.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강체부가 티타늄, 스테인레스 스틸, 지르코늄, 탄탈, 코발트, 크롬, 니켈, 알루미늄, 바나듐 또는 이들의 혼합물 또는

이들의 합금인 생체친화적인 금속; 고분자, 엘라스토머, 수지, 세라믹, 플라스틱, 카본 그래파이트 또는 이들의 혼합물인

생체친화적인 비금속; 또는 상기 생체친화적인 금속 및 비금속의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가 중공을 갖는 원통형, 중공을 갖는 봉형, 중공을 갖는 원기둥형 또는 링형의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6.

제 1항 또는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가 티타늄, 스테인레스 스틸, 지르코늄, 탄탈, 코발트, 크롬, 니켈, 알루미늄, 바나듐 또는 이들의 혼합물 또는

이들의 합금인 생체친화적인 금속; 고분자, 엘라스토머, 수지, 세라믹, 플라스틱, 카본 그래파이트 또는 이들의 혼합물인

생체친화적인 비금속; 또는 상기 생체친화적인 금속 및 비금속의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7.

제 1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중공을 갖는 스페이서의 외주면과 중공내부 또는 다수의 스페이서 전체를 하나로 하여 그 외주면과 중공내부에 피복

물질이 피복되어 피복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피복부를 형성하는 피복물질이 고분자, 엘라스토머, 수지, 세라믹, 플라스틱, 카본 그래파이트 또는 이들의 혼합물 등

의 생체친화적인 비금속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가 그 일측이 생체친화적인 금속으로 이루어진 금속부가 형성되어 있고, 길이방향에 대하여 상기 금속부를

중심으로 양측에 생체친화적인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비금속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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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부가 티타늄, 스테인레스 스틸, 지르코늄, 탄탈, 코발트, 크롬, 니켈, 알루미늄, 바나듐 또는 이들의 혼합물 또는

이들의 합금인 생체친화적인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기 비금속부가 고분자, 엘라스토머, 수지, 세라믹, 플라스틱, 카본

그래파이트 또는 이들의 혼합물인 생체친화적인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부를 중심으로 양측에 형성된 생체친화적인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비금속부의 재질이 서로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12.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의 비금속부 또는 상기 비금속부에 연결설치되는 스페이서의 금속부 일측 말단에 인체에 녹을 수 있는 재질

이 피복되어 멜팅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멜팅부를 구성하는 인체에 녹을 수 있는 재질이 폴리락틱산, 폴리글리콜릭산, 폴리글락틱산, 폴리디옥산온, 폴리글리

코네이트, 칼슘설페이트, 칼슘포스페이트 또는 이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1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유연한 연결수단이 와이어 형태, 금속사를 포갠 와이어 형태, 편조선 형태의 구조 또는 샤프트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15.

제 1항 또는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수단이 티타늄, 스테인레스 스틸, 지르코늄, 탄탈, 코발트, 크롬, 니켈, 알루미늄, 바나듐 또는 이들의 혼합물 또는

이들의 합금인 생체친화적인 금속; 고분자, 엘라스토머, 수지, 세라믹, 플라스틱, 카본 그래파이트 또는 이들의 혼합물인

생체친화적인 비금속; 또는 상기 생체친화적인 금속 및 비금속의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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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강체부 및 스페이서가 그 길이방향에 대하여 일측 말단에 내부로 오목한 형태의 연결홈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연결

홈의 대향되는 타측 말단으로 다른 강체부 또는 스페이서에 형성된 연결홈이 삽입되어 맞물리도록 돌출된 돌출부가 형성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1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강체부의 일측에 연결수단을 삽입하여 강체부 및 스페이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삽입홈이 형성되어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1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가 중공을 갖는 섹션부와 상기 섹션부와 연결설치된 중공을 갖는 비금속 섹션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가 중공을 갖는 원통형, 중공을 갖는 봉형, 중공을 갖는 원기둥형 또는 링형 등의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20.

제 18항 또는 제 19항에 있어서,

섹션부가 생체친화적인 티타늄, 스테인레스 스틸, 지르코늄, 탄탈, 코발트, 크롬, 니켈, 알루미늄, 바나듐 또는 이들의 혼합

물 또는 이들의 합금인 생체친화적인 금속; 고분자, 엘라스토머, 수지, 세라믹, 플라스틱, 카본 그래파이트 또는 이들의 혼

합물인 생체친화적인 비금속; 또는 상기 생체친화적인 금속 및 비금속의 혼합물이고, 비금속 섹션부가 고분자, 엘라스토

머, 수지, 세라믹, 플라스틱, 카본 그래파이트 또는 이들의 혼합물인 생체친화적인 비금속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

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21.

제 18항 또는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섹션부가 생체친화적인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금속 섹션부가 상기 섹션부의 표면을 피복한 형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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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피복한 비금속 섹션부의 피복물질이 엘라스토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23.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섹션부가 생체친화적인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금속 섹션부가 생체친화적인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기

금속으로 이루어진 섹션부가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비금속 섹션부의 일측을 덮고 있는 형태를 포함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비금속 섹션부가 엘라스토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25.

제 18항 또는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섹션부, 비금속 섹션부 또는 섹션부와 비금속 섹션부 전체에 인체에 녹을 수 있는 재질이 피복되어 멜팅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멜팅부를 구성하는 인체에 녹을 수 있는 재질이 폴리락틱산, 폴리글리콜릭산, 폴리글락틱산, 폴리디옥산온, 폴리글리

코네이트, 칼슘설페이트, 칼슘포스페이트 또는 이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27.

제 18항 또는 제 19항에 있어서,

섹션부가 생체친화적인 티타늄, 스테인레스 스틸, 지르코늄, 탄탈, 코발트, 크롬, 니켈, 알루미늄, 바나듐 또는 이들의 혼합

물 또는 이들의 합금인 생체친화적인 금속; 고분자, 엘라스토머, 수지, 세라믹, 플라스틱, 카본 그래파이트 또는 이들의 혼

합물인 생체친화적인 비금속; 상기 생체친화적인 금속 및 비금속의 혼합물이고, 비금속 섹션부가 고분자, 엘라스토머, 수

지, 세라믹, 플라스틱, 카본 그래파이트 또는 이들의 혼합물인 생체친화적인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기 섹션부, 비금

속 섹션부 또는 섹션부 및 비금속 섹션부에 인체에 녹을 수 있는 물질을 더 포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28.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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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페이서가 그 내부 중심에 강성을 갖는 중공의 강체부를 구비하고, 상기 강체부를 중심으로 양측에 생체친화적인 비

금속으로 이루어진 비금속부, 생체친화적인 금속으로 이루어진 금속부 및 생체친화적인 비금속을 순차적으로 연결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29.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강체부를 중심으로 양측에 연결설치되는 한 쌍의 비금속부의 두께가 각각 서로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

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30.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강체부를 중심으로 양측에 연결설치되는 한 쌍의 비금속부 재질이 각각 서로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

용 연결부재.

청구항 31.

제 28항 내지 3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강체부를 중심으로 양측에 연결설치되는 한 쌍의 비금속부 각각 또는 비금속부 전체의 표면에 인체에 녹을 수 있는

재질이 피복된 멜팅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청구항 3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 이상의 고정부재 중 적어도 하나의 고정부재는 스페이서에 연결설치되고, 나머지 고정부재는 강체부에 연결설

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고정장치용 연결부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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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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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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