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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없음

(54) 경피성 보철물

요약

경피성 보철물은 뼈(2)에 이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 1 요소(1), 뼈와 피부 사이에 위치시키기 위한 제 2 요소(4) 및 
세균 유착을 방지하는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갖는 피부 표면 외부에 위치시키기 위한 제 3 요소를 나타낸다. 제 2 요소(
4)는 유착촉진 단백질을 가질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경피성 보철물에 관계되며, 환자에게 경피성 요소가 있는 보철물을 끼워 넣는 방법을 포함한다.

사지 또는 손발가락의 절단은 외상 또는 외과적 적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외상의 실례는 기계사고로 손가락을 잃거
나 교통사고 또는 지뢰폭발로 인해 손발을 잃는 것을 포함한다. 외과적 적출은 심장혈관계 질환, 당뇨병 및 뼈 또는 연
조직의 암성 종양(cancerous tumours)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배경기술

절단술 후에는, 피부 계면을 거쳐 몸에 부착되는 외부 인공 보철술 장치(external endo-prostethic device)를 끼워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스트랩(straps) 또는 클램프를 사용하는 절주(stump)에 고정된 맞춤형 소켓
(custom-made socket)의 제조를 포함한다. 그러한 인공 보철술 장치를 사용할 때 많은 불편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피부는 만족스러운 고 하중 구조체가 아니며, 종종 하중 하에서 손상되어 염증이 생겨 불편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욕창이 발생해 치료하기 힘들어진다.

(2)절주 형상에서 변화는 맞춤형 소켓이 요구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3)절주를 버티기 위한 소켓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땀에 젖으며 불편하다.

(4)조인트가 복잡해지는 곳에서, 외부 보철물은 부착된 보철물로부터 떨어져 위치한 근육군으로 움직여지므로 동작이 
불충분하고 부자연스럽다.

본 발명의 주요 목적은 상기 불편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극복하는 보철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한 관점에 따라 뼈에 이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 1 성분, 섬유모세포의 상피세모의 자극을 위해 표면처리를 
하고 상피세포를 부착하는, 뼈와 피부 사이에 위치하도록 의도된 제 2 성분 및 세균유착을 방지하는 낮은 표면 에너지
를 갖는, 피부와 떨어져 위치하도록 의도된 제 3 성분을 포함하는 경피성 보철물이 제공된다.

    
본 발명으로 제공된 보철물은 따라서 골내 경피성 보철물(intra-osseous transcutaneous prosthesis, ITAP)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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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점들을 갖는다. 예를 들어 제 1 성분은 하중이 뼈를 통해서 전해지는 경골 골격(bony skeleton)의 하중부(loa
d-bearing part)에 직접 부착된다. 이것은 환자가 보철물에 더 많은 힘을 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동작 및 운동
의 지각이 뼈 부착물 때문에 보다 자연스럽다. 더욱이 피부가 뼈에서 보철물의 외부까지 하중을 전하는데 기여하지 않
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 염증 또는 괴로움을 야기하는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 1 성분은 세로 홈(flute) 또는 그루브 또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형상의 표면들을 포함할 수 있는 뼈에서 성분의 회전
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어떤 수단과 형성된다. 이러한 표면들은 존재하는 골수내 강(intramedullary cavity)의 프로필
(profile)을 적합시키기 위해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제 1 성분은 골질 접합(osseous integration)을 고무시키는 표
면 처리되는 것이 선호된다. 적당한 표면 처리는 인산칼슘(calcium phosphate)을 수화시키는 수산화인회석(hydrox
yapatite)을 포함한다. 이 표면은 또한 뼈와 제 1 요소 사이의 접합을 원조하기 위한 작은 개구 또는 피트(pit)와 함께 
형성될 수 있다. 마이크로피트(micro pits)가 표면에 형성될 때, 크기는 20 내지 500 미크론의 순, 선호적으로 20내지 
100 미크론 순이 될 수 있다.
    

    
제 2 요소는 뼈와 상피표면 사이에 연장된다. 이 요소는 섬유조직 내입(ingrowth)을 자극하기 위해 표면처리를 한다. 
또 이 요소는 수산화인회석 또는 산화알루미늄 코팅 및 제 2 요소에 상피세포의 유착을 고무시키는 재료로 처리된 코팅
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 요소는 또한 연조직 내입을 고무시키기 위해 다공성으로 코팅될 수 있다. 그러한 생성을 원조
하는 물질은 파이브로넥틴(fibronectin) 또는 라미닌(laminin)과 같은 단백질을 촉진시키는 유착을 포함시킨다. 제 2 
요소에 섬유조직의 유착을 원조하기 위해서, 피하조직(hypodermis)은 보철물을 장치하는 과정동안 외과적 적출되는 
것이 선호적이다. 목적은 피부의 움직임 및 계면에서 상피세포와 하부의 진피를 분리시키고 그에 의해 피부와 보철물 
사이의 감염을 허용하는 전단력을 방지하는 임플랜트(implant)와 피부를 부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 3 요소는 보철물의 외부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세균유착을 방지하는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갖는다. 낮은 표면 에너지
는 비정질 경질탄소(diamond-like carbon), 불화 중합체(fluorinated polymer) 또는 실리콘 폴리머(silicone poly
mer)와 같은 비점착 물질로 보철물의 이러한 부분을 코팅해서 얻을 수 있다.

보철물은 서로 연결된 독립 요소들로 만들어질 수 있고, 또는 둘 이상의 요소들이 완전하게 형성되고 적합한 표면온도
가 주어질 수 있다.

    
외부 요소는 선호적으로 예를 들면 환자가 떨어져서 발생된 것과 같은 이상 하중 하에서 부서지는 연결장치로 이루어진 
안전장치를 포함할 것이다. 이것은 외부 요소가 뼈 또는 피부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골격과 경피 요소를 분리하게 할 것
이다. 골수 내 포스트(post)의 고정을 보호할 추가 특징은 조정 가능한 고정에 토크가 전해지는 것을 제한하는 외부 장
치이다. 전달된 토크는 내부 요소가 뼈와 완전해질 때, 시간을 갖고 전달된 토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조정 가능할 수 있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선호된 실시예에서, 제 2 요소는 제 2 요소의 외부 표면영역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제 1 및 제 3 요
소로부터 외부로 연장되도록 제공될 수 있다. 제 2 요소는 또한 외부 표면 영역을 또한 연장시키고 제 2 요소를 통해 조
직이 성장하게 하는 관통 홀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섬유조직의 성장과 요소의 통합을 유리하게 촉진시킴을 알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다음 첨부 도면들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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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과 도 2는 부분적인 사슴의 뿔과 두개골을 관통한 개략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환자에게 끼워진 경피성 보철물을 도시하는 개략적 부분 단면도;

도 4는 도 3과 비교해 확대된, 본 발명에 따른 보철물의 선호된 실시예의 사시도.

* 부호설명 *

1 : 제 1 요소2 : 뼈

4 : 제 2 요소5 : 제 3 요소

6 : 관통 홀

    실시예

    
도면들을 참조해, 본 발명은 붉은 사슴 뿔 주위의 피부-뼈 중간면의 연구에 의해 부분적으로 자극된다. 이는 유일한 구
조이며 경피성 보철물의 생물학적 모델로 생각될 수 있다. 그 해의 사슴뿔은 발정기동안 묵직하게 채워진다. 조직학 조
사는 상피층이 뿔에 접근할 때, 피부 상피세포의 층이 더 얇아져서, 뼈-피부 중간면에서 상피 피부층이 약 세포 한 개
의 두께임을 지적한다. 진피는 뼈(경부)의 계면에 밀접하게 부착된다. 이 부착물은 진피와 뼈에 부착하고 상이한 피부 
움직임을 방지하는 일련의 " 샤피 섬유" 를 통해 얻어진다. 뿔은 보통은 감염되지 않으며, 골격은 18내지 40 미크론의 
직경으로 측정된 작은 기공과 함께 함입된다. 이것은 진피와 뼈 사이에서 계면이 인장력을 견디는 것을 돕는다. 이러한 
특징들은 첨부된 도면들 중 도 1과 2에 도시된다.
    

    
본 발명의 보철물은 도 3에 도시되며 사슴뿔의 인공 유사물질로 생각될 수 있다. 이 보철물은 뼈(2)의 골수내 관(intr
amedullary canal)으로 삽입되는 제 1 요소(1)를 포함한다. 이 요소(1)는 보철물이 골수내 관으로 삽입되고 회전을 
견딜 때 뼈에 사용되는 세로로 연장되는 절삭 세로홈과 형성된다. 요소(1)의 표면은 인회석 물질 및/또는 미세공 물질
과 같은 골질접합을 원조하는 물질로 코팅될 수 있다. 제 2 요소(4)는 뼈의 단부에서 피부 표면까지 연장된다. 이 요소
는 도시된 바와 같이 원통형일 수 있고, 또는 버섯형으로 펴질 수 있는데 대해 연조직이 부속될 수 있는 표면 영역을 연
장시킨다. 이 요소(4)는 임플랜트에 상피의 부착을 고무시키기 위해 표면 처리된다. 그러한 표면처리는 표면에 미세공 
구조를 제공하고/또는 보철물 요소(4)의 표면으로 섬유가 성장하게 하는 라미닌 또는 파이브로넥틴과 같은 유착 단백
질로 표면을 코팅하는 것을 포함한다.
    

보철물을 장치하기 전에 피하조직은 선호적으로 외과적 적출된다. 또한 표면은 다공성인 제 2 요소에 제공되고 섬유조
직의 내입을 증진시킨다. 표면 코팅에 적합한 물질에는 산화 알루미늄 세라믹 및 인회석이 있다. 이 표면은 선호적으로 
다공성 표면 처리된 후에, 예를 들어 유착촉진 단백질 용액과 보철물을 뿜거나 단백질 농축액에 보철물을 담그고 동결
건조하며, 또는 이식 전에 유착촉진 단백질의 살균 용액(sterile solution)에 담금으로서 유착촉진 단백질로 코팅된다.

절단과 장치하는 과정동안 피하조직의 외과적 적출은 임플랜트에 대한 피부 부착을 자극하는 것을 돕는데 있어서 계면
에서 피부의 전단력이 상피세포를 분리하지 못하게 한다.

    
보철물의 제 3 요소(5)는 피부를 거쳐 연장되고 외부에 비점착 표면이 주어진다. 적당한 물질에는 테프론(polytetraf
luoroethylene), 실리콘화 중합체(siliconised polymers) 및 비정질 경질탄소와 같은 불화 중합체가 있다. 비점착 표
면의 존재는 보철물에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며 감영예방을 돕는다. 이 비점착 표면은 기상화학증착반응(chemic
al vapour deposition, CVD) 기술을 사용하는 제 3 요소(5)의 외부에 적용될 수 있다. CVD의 사용은 비정질 경질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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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표면을 이용하는 선행기술 분야에 널리 공지되어 있다. EP-B-0545 5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이아몬드의 표면
층을 이용할 때,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수소 또는 산소가스 및 탄화수소와 같은 적당한 기체 탄소 화합물의 제공을 필요
로 하며, 이들은 수소를 원자수소로 또는 산소를 원자 산소로, 탄소를 활성 탄소 이온, 원자 또는 CH기(CH radical)로 
분리시키는 가스에 에너지를 적용시키고, 다이아몬드를 형성하기 위해 활성종(active species)을 기질에 증착시킨다. 
분리를 일으키는 에너지는 예를 들면 열 필라멘트(hot filament) 또는 극초단파 원(microwave source)에 의해 기술
분야에 공통적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불화 중합체 또는 실리콘 중합체의 비점착 표면은 단위체(mono
mer) 또는 요소와 접촉한 초기 중합체(prepolymer)를 중합시킴으로서 제 3 요소에 적용될 수 있다.
    

보철물의 잔존 요소를 차단하는 동안 제 3 요소에 저 에너지 표면처리를 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철물의 제 2 요소는 
제 3 요소에 저 에너지 표면을 적용시킨 후에 점착촉진 단백질로 처리될 수 있고, 점착촉진 단백질을 적용하는 동안 제 
3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3 요소는 의지(artificial limb) 또는 인공 손발가락(artificial digit)에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손가락 또는 부
분 손가락 대체의 경우에, 제 1 요소는 경피성 부분을 만드는 제 2 요소 및 극심한 절주를 지나 연장된 제 3 요소로 남
아있는 뼈에 이식될 수 있다. 인공 손발가락 또는 인공 부분 손발가락은 그 후 제 3 요소에 부착될 수 있다.

보철물은 제 1 요소가 뼈에 이식되고, 경피성 부분이 부착되기 전에 통합되도록 하는 1단계 절차 또는 2단계 절차로 이
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선호된 실시예가 도 4에 도시되는데 있어서, 제 2 요소(4)는 플레이트 형상에서 제 1 및 제 3 요소에 
수직인 외부 방향으로 연장된다. 이 특징은 섬유조직이 성장하는 제 2 요소(4)의 통합을 유리하게 촉진시키는 넓은 영
역을 갖는 제 2 요소(4)를 제공한다. 도 4에 또한 도시된 바와 같이, 관통 홀(6)이 제 2 요소(4)의 플레이트형 연장부
에 제공될 수 있는데 이는 외부 표면을 늘리고 또한 통합을 촉진시키는 제 2 요소를 통해 조직이 성장하게 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비록 상기 설명이 일련의 요소들에 관계되지만, 각각의 요소는 단일 조각의 물질로 제조된 필수 요소의 일부인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고부하가 제 3 요소 또는 그에 부착된 부재에 적용되는 경우에 연결장치가 이식된 뼈를 부상으
로부터 보호하도록 연결시키기 위해 제 3 및 제 2 요소 사이에 또는 제 2 및 제 1 요소 사이에 느슨한 연결 장치가 제공
되는 것이 선호된다.

본 발명은 잃게 된 손발가락 또는 사지의 대체를 위한 보철물의 조건을 특히 참조해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은 또한 예를 
들면 치아 임플랜트와 같이, 피부를 지나 연장되는 다른 보철물에도 적절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경피성 보철물에 있어서, 이 보철물이 뼈로 이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 1 요소, 섬유 모세포 증식과 상피세포의 흡착을 
자극하기 위해 표면 처리되는, 뼈와 피부 사이에 위치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 2 요소 및 세균 유착을 방지하는 낮은 표
면 에너지를 갖는 피부 표면 외부에 위치시키기 위한 제 3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피성 보철물.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요소들이 일체성형으로 만들어지고 상이한 표면 처리를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철물.

청구항 3.

제 1항 또는 2항에 있어서, 제 1 요소는 뼈의 성장 및 골질 접합을 자극하는 표면 처리를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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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선행 청구항들 중 어떠한 한 항에 있어서, 제 2 요소가 미세공 표면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철물.

청구항 5.

선행 청구항들 줄 어떠한 한 항에 있어서, 제 2 요소의 표면이 파이브로넥틴 또는 라미닌 코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철물.

청구항 6.

선행 청구항들 줄 어떠한 한 항에 있어서, 제 2 요소가 제 1 및 제 3 요소로부터 외부로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철물.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제 2 요소가 관통 홀들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철물.

청구항 8.

선행 청구항들 중 어떠한 한 항에 있어서, 제 3 요소가 플루오르 또는 실리콘 중합체를 함유한 코팅을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보철물.

청구항 9.

선행 청구항들 중 어떠한 한 항에 있어서, 제 3 요소가 비정질 경질 탄소를 함유한 코팅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
철물.

청구항 10.

선행 청구항들 중 어떠한 한 항에 있어서, 제 3 요소는 보철물에 비정상적인 고부하가 적용되는 경우에 외부 요소를 분
리시키는 단단하지 못하거나 탈착 가능한 연결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철물.

청구항 11.

선행 청구항들 중 어떠한 한 항에 있어서, 제 3 요소가 의지 또는 인공 손발가락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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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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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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