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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혁

구현서

전체 청구항 수 : 총 28 항

(54) 추간판 내 수핵의 보충 또는 교체

(57) 요약

섬유테(108)의 내부에 존재하는 추간판(106)의 중앙 핵(110) 지역에 위치하는 퇴화된 수핵은 소정량의 생체호환성 물질

이 1) 추간판에 인접한 척추 몸통(vertebral body, 102)을 통해 척추 몸통의 외부 표면으로부터 섬유테의 중앙 핵까지 채

널(116)을 형성하는 단계; 2) 상기 채널을 통해 소정량의 생체호환성(biocompatible) 물질을 상기 섬유테의 중앙 핵으로

유입시키는 단계; 3) 퇴화된 수핵으로 인한 징후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생리학적 압력까지 상기 채널을 통해 상기 생체호환

성 물질을 가압하는 단계; 및 4) 가압에 의한 압력이 유지되는 동안 상기 채널을 밀폐(sealing)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과정

에 따라 중앙 핵 지역으로 유입되는 방법에 의해 보충 또는 교체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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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핵이 내포된 중앙 핵(central core)을 갖는 섬유테를 포함하는 추간판의 수핵을 교체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추간판 내 수

핵의 교체 또는 보충 방법으로서,

상기 추간판에 인접한 척추 몸통(vertebral body)을 통해 상기 척추 몸통의 외부 표면으로부터 상기 섬유테의 중앙 핵까지

채널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채널을 통해 생체호환성(biocompatible) 물질의 소정량을 상기 섬유테의 중앙 핵으로 유입시키는 단계;

상기 채널을 통해 상기 생체호환성 물질을 가압하는 단계; 및

가압에 의한 압력이 유지되는 동안 상기 채널을 밀폐(sealing)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추간판 내 수핵의 교체 또는 보충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압력은 적어도 근사적으로 상기 추간판의 정상 기능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 내 수핵

의 교체 또는 보충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압력은 적어도 근사적으로 정상적인 추간 공간(intervertebral spacing)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 내 수핵의 교체 또는 보충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에 적합한 물질은 정상적인 수핵 압력에 근사한 압력까지 가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 내 수핵의 교체

또는 보충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호환성 물질은 약 4Mpa 보다 크지 않은 압축계수(copressional modulus)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

간판 내 수핵의 교체 또는 보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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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호환성 물질은 하이드로젤(hydroge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 내 수핵의 교체 또는 보충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하이드로젤은 폴리(비닐 알코올)(poly(vinyl alcohol))과 폴리(비닐피롤리돈)(poly(vinylpyrrollidone))의 혼합체인

결합 하이드로젤 및 폴리(비닐 알코올)(poly(vinyl alcohol))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물질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추간판 내 수핵의 교체 또는 보충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호환성 물질은 폴리우레탄 및 실리콘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 내 수핵

의 교체 또는 보충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은 생체호환성 밀폐 물질의 플러그(plug)로 밀폐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 내 수핵의 교체 또는 보충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호환성 밀폐 물질은 골 시멘트(bone cement), 자가이식(autograft), 동종이식(allograft), 이종이식(xenograft)

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 내 수핵의 교체 또는 보충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골 시멘트는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oly (methylmethacrylate)), 인산칼슘(calcium phosphate), 황산칼슘

(calcium sulfate),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및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 내 수핵의 교체 또는 보충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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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은 생체호환성 밀폐 물질의 플러그(plug) 및 기계적 플러그(mechanical plug)로 밀폐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 내 수핵의 교체 또는 보충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기계적 플러그는 골나사(bone screw) 및 갈고리형 플러그(barbed plug)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추간판 내 수핵의 교체 또는 보충 방법.

청구항 1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식물은 골나사 또는 갈고리형 플러그를 상기 채널 내에 삽입함으로써 가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 내 수핵

의 교체 또는 보충 방법.

청구항 1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을 밀폐한 후, 상기 척추 몸통에서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 내 수핵의 교체 또는 보충 방법.

청구항 16.

인간의 추간판의 중앙 핵에 이식되고, 수핵을 교체 또는 보충하며, 인접한 척추골에 형성된 채널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소

정량의 생체호환성 물질; 및

상기 채널에 위치하며, 상기 이식된 소정량의 낮은 모듈러스(low modulus) 물질에 압력을 가하는 플러그(plug)를 포함하

는 추간판을 위한 회복 이식물.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외과수술후 압력(postsurgical pressure)은 적어도 근사적으로 상기 추간판의 정상 기능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정도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을 위한 회복 이식물.

청구항 18.

제 1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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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외과수술후 압력은 적어도 근사적으로 정상적인 추간 공간(intervertebral spacing)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을 위한 회복 이식물.

청구항 19.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호환성 물질은 정상적인 수핵 압력에 근사한 압력까지 가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을 위한 회복 이식물.

청구항 20.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호환성 물질은 약 4Mpa 보다 크지 않은 압축계수(copressional modulus)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

간판을 위한 회복 이식물.

청구항 21.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에 적합한 물질은 약 0.30 내지 0.50 범위 내의 포이슨 비(Poisson ratio)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을

위한 회복 이식물.

청구항 22.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호환성 물질은 하이드로젤(hydroge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을 위한 회복 이식물.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하이드로젤은 폴리(비닐 알코올)(poly(vinyl alcohol)) 및 폴리비닐 알코올과 폴리(폴닐피롤리돈)(poly

(vinylpyrrollidone))의 혼합체인 결합 하이드로젤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물질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을 위한 회복 이식물.

청구항 24.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호환성 물질은 폴리우레탄 및 실리콘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을 위한

회복 이식물.

공개특허 10-2007-0056079

- 5 -



청구항 25.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내에 그리고, 상기 이식된 물질과 상기 플러그 사이에 위치하고, 일반적으로 압축이 불가능한 물질의 미리 결정

된 양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을 위한 회복 이식물.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일반적으로 압축이 불가능한 물질은 골 시멘트(bone cement), 자가이식(autograft), 동종이식(allograft), 이종이식

(xenograft)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을 위한 회복 이식물.

청구항 2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플러그는 골나사(bone screw) 및 갈고리형 플러그(barbed plug)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간판을 위한 회복 이식물.

청구항 28.

제 1항의 방법에 의해 이식되는 추간판을 위한 회복 이식물.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골관통접근법(transosseus approach)을 통해 점탄력성이(iscoelatic) 낮은 모듈러스(low-modulus) 이식물을

사용함으로써 추간판(intervertebral disc)의 수핵(nucleus pulposus)을 교체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방법 및 기구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섬유테 장력과 수핵 가압력의 적절한 생리학적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간판 내부에서 점탄력성

이식물을 가압하기 위한 방법 및 기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허리 통증, 특히 하부 요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직장에서 업무효율을 감소시키고, 치료에 소

요되는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통증은 추간판의 병리(pathological) 상태의 결과이고, 상처 혹은 나이

와 관련된 퇴화에 의해 발생한다.

하부 요통에 대한 현재의 치료 방법들은 전통적인 침대 휴식법에서부터 척추 융합술(spinal fusion), 추간판절제술

(discectomy) 등 매우 능동적인 수술절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척추 융합술 즉, 통증이 있는 추간판의 양 측면에 있는

척추골(vertebrae)의 융합 또는 고정술은 고통의 경감과, 융합된 조각의 향상된 안정을 제공하는 절차이다. 추간판절제술

즉, 추간판 일부를 제거하는 외과 수술은 또다른 외과 수술 방법이다.

추간판 전체를 기계적 인공 보철물(prosthesis)로 교체하는 방법이 요통을 경감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제안되었고,

그러한 기계적 인공 보철물 또한 많이 제시되었다.

인간의 추간판은 2개의 주요 구조, 내부의 아교질(gelatinous) 수핵(nucleus pulposus)과, 외부의 힘줄 구조인 섬유테

(annulus fibrosis)로 구성되어 있다. 수핵의 퇴화는 추간판 기능 상실을 유발하고, 고통 및 불구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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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요통을 경감하기 위한 또 다른 외과 수술로 섬유테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핵만을 교체하는 방법이 선택될 수 있다. 수핵

교체의 목적은 고통을 경감하고, 추간판의 건강한 생리학적 기능을 회복시키며, 섬유테의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다.

수핵과 섬유테의 상호 작용에 의해 추간판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수핵 이식물은 추간판의 정상적인 작동을 회복

시켜야 하고, 섬유테를 정상적인 장력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추간판의 높이와 재창조된 건강한 추간판의 압력을 회복시켜

야 한다.

따라서, 수핵과 섬유테 간의 상승 상호작용을 실질적으로 재생산하고, 이로 인해 추간판의 정상적인 기계적 특성과 작동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핵 교체 장치 및 이식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추간판 섬유테의 중앙 핵(central core)에 포함된

퇴화된 수핵은 1) 추간판에 인접한 척추 몸통(vertebral body)을 통해 척추 몸통의 외부 표면으로부터 섬유테의 중앙 핵까

지 채널을 형성하는 단계; 2) 상기 채널을 통해 생체호환성(biocompatible) 물질의 소정량을 상기 섬유테의 중앙 핵으로

유입시키는 단계; 3) 퇴화된 수핵으로 인한 징후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생리학적 압력까지 상기 채널을 통해 상기 생체호환

성 물질을 가압하는 단계; 및 4) 가압에 의한 압력이 유지되는 동안 상기 채널을 밀폐(sealing)하는 단계; 에 의해 교체 혹

은 보충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본 발명은 퇴화된 수핵을 교체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본 발명은 생체호환성 물질을 추간판 섬유테의 중앙 핵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

다.

또한, 본 발명은 하이드로젤(hydrogel) 또는 비교적 모듈러스가 낮은(low-modulus) 다른 물질을 추간판 섬유테의 중앙

핵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가압된 이식물을 추간판 섬유테의 중앙 핵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섬유테에 가해질 손상을 방지하면서 이식물을 이식하기 위해 수핵으로의 외과적 접근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위(superior) 또는 아래(inferior)의 척추 몸통(vertebral bodies)을 통해 수핵으로 접근하는 골관통접근

법(transosseus approach) 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척추 몸체 내의 채널을 닫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 방법은 중앙 핵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섬유테의 중앙 핵으로 수핵 교체를 가압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자연적인 추간판의 수핵을 위한 교체 또는 보충을 제공하는데, 교체 또는 보충된 수핵은 추간판이 정상적

으로 재작동하도록 섬유테와 상승적으로 작동하도록 디자인된다.

또한, 본 발명은 정상적인 인간의 추간판의 기계적 성질을 적어도 근사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교체 또는 보충된 수핵의

수술 후 형상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추간판의 퇴화된 수핵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식물을 제공한다.

추가적인 본 발명의 측면들은 후술하는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명확해질 것이다.

실시예

본 발명에 의하면, 추간판의 수핵을 보충 또는 교체하는 이식물은 인접하는 척추골(vertebra)을 통한 골관통접근법

(transosseus approach)에 의해 이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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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방법은 1) 추간판에 인접한 척추 몸통(vertebral body)을 통해 척추 몸통의 외부 표면으로부터 섬

유테의 중앙 핵까지 채널을 형성하는 단계; 2) 상기 채널을 통해 소정량의 생체호환성(biocompatible) 물질을 상기 섬유테

의 중앙 핵으로 유입시키는 단계; 3) 퇴화된 수핵으로 인한 징후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생리학적 압력까지 상기 채널을 통

해 상기 생체호환성 물질을 가압하는 단계; 및 4) 가압에 의한 압력이 유지되는 동안 상기 채널을 밀폐(sealing)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비교적 부드럽고, 모듈러스가 낮은(즉, 비속박 압축계수(compression modulus)가 낮은)

이식물이 인접한 척추골을 통한 골관통접근법에 의해 삽입되고 가압된다. 본 발명은 그러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통해 아래

에서 설명될 것이다. 숙련된 동종업자는 수핵을 위한 적절한 인공 삽입물(prosthesis)을 삽입하기 위해 본 발명의 골관통

접근법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인접한 즉, 이식물이 삽입될 추간판의 바로 위(superior) 또는 아래(inferior) 척추골

을 통해 채널이 형성된다. 추간 채널은 척추와 같은 골구조를 천공하기 위한 전통적인 외과 수술 기술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채널이 천공된 후, 필요한 경우 자연 수핵의 부분 또는 전부를 제거함으로써 수술 부위가 준비된다. 이러한 제거는 전통적

인 외과 수술 기술에 의해 수행된다. 그 후, 생체호환성 물질, 바람직하게는 비교적 모듈러스(modulus)가 낮은 물질의 소

정량이 필요한 추간판의 높이와, 적어도 자연 추간판의 기능에 근접하는데 요구되는 추간판 압력을 제공하고, 추간판의 중

앙 핵을 채우기에 충분하도록 추간 채널을 통해 삽입된다.

수핵의 교체 또는 보충에 적당하고, 생체호환성 물질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2005년 5월 23일 브레실로빅 등(Vresilovic et

al.)에 의해 출원된 미국특허출원번호 제11/134,309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단단하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수화된

(hydrated) 하이드로젤(hydrogel)이다. 위 문헌의 전체 개시 내용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 인용한다. 본 발명의 방법에 사

용하기 위한 생체호환성 물질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는 제거되거나 퇴화된 수핵으로 인한 공동(cavity)을 채우기 위해 비

교적 유체 상태로 주입될 수 있고, 체온에서 단단한 젤(gel)로 전이될 수 있는 써모젤링 중합체(thermogelling polymer)이

다. 상기 써모젤링 중합체는 2004년 4월 30일 로만 등(Lawman et al.)에 의해 출원된 미국특허출원번호 제10/837,082호

에 개시된 바와 같고, 위 문헌의 전체 개시 내용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 인용한다. 이러한 두가지 물질은 자연 수핵을 교

체 또는 보충하고, 추간판 내에서 실질적으로 생리학적 압력 상태를 창출하는 인공 삽입물(prosthesis)을 제공하기 위해

본 발명의 방법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생체호환성 물질은 환자의 해부학적 자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간판의

수핵 영역에 있는 빈 공간을 실질적으로 채움으로써 수핵을 교체 또는 보충할 수 있고, 여기서 기술되는 바와 같은 밀폐 수

단(sealing member)을 사용하여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정확하게 가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유입되고 가압될 수 있는 생체호환성 물질의 다른 실시예들은 조직 구성의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

는 물질들을 포함하고, 또한, 수핵, 섬유테 또는 척추 종판(vertebral endplate)과 같은 추간판 구조들의 재생성을 촉진시

킬 수 있는 세포들, 성장 요소들 및 다른 생물학적 물질들을 병합할 수 있는 물질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 물질

(constructs materials)로 사용될 수 있는 몇몇의 전통적인 물질들은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이식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체(fluid)일 수 있고, 섬유테에 가해지는 손상을 피하면서, 그리고 수반되는 만출(expulsion)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이식될 수 있다. 리우 등(Liu et al.)에 의해 Spine 2001, Vol.26의 p.134에, 핸다 등(Handa et al.)에 의해 Spine 1997,

Vol.22의 p.1085에, 그루쿠버 등(Grukber et al.)에 의해 Spine 2003, Vol.28(2)의 p.186에 기재된 시험관 내 연구들이

압력에 대한 추간판 세포 기능의 민감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본 발명의 방법은 수반되는 만출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그

리고 세포의 성장과 기능의 초기화 및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이식 후의 압력 조절을 준비하면서 생물학적이고 기능적인 인

공 삽입물(prostheses)의 전달을 위한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삽입된 물질은 밀폐부재(sealing member)를 골관통 채널(transvertebral channel) 내부로 삽입킴으로써 가압되거나, 적

어도 가압상태로 유지된다. 상기 밀폐부재는 상기 채널을 밀폐하여 상기 물질의 누수를 방지한다. 따라서, 상기 밀폐부재

는 이식 기구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식의 마지막에 삽입될 수 있고, 또는 상기 골관통 채널을 통해 그

최종 밀폐 위치까지 전진되어 자기 자신이 이식된 물질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밀폐부재

는 중앙 핵에 이식되는 물질에 적절한 압력을 가하기 위해 상기 채널로 삽입되는 기계적 플러그에 선행하는 골 시멘트

(bone cement) 플러그를 포함한다. 상기 기계적 플러그는 전통적인 외과 수술용 골나사(bone screw)일 수 있다. 선택적

으로 상기 골관통 채널은 필수적인 층판내 압력(intradiscal pressure)을 제공하기 위해 채널 내부로 강제 삽입되는 갈고

리형 플러그(barbed plug) 또는 쐐기에 선행하는 골 시멘트 플러그 또는 다른 생체호환성 물질에 의해 밀폐될 수 있다. 상

기 골 시멘트 또는 다른 생체호환성 물질의 다른 선택으로, 이식물을 가압하기 위해,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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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갈고리형 플러그 등으로 밀폐된 채널을 가압하기 위해 물질 덩어리(a bolus of material)가 채널 내부로 강제 삽입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로, 상기 밀폐 부재는 골 플러그 그리고/또는 골전도 생체 적합 물질(osteoconductive biomaterial)

또는 유도성 생체 적합 물질(inductive biomaterial)로 구성된 나사 또는 쐐기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당해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통적인 골나사는 나사의 회전수에 따라 축방향으로 정확한 거리만큼 이동할 수

있다. 회전수에 따른 전진거리는 나사의 피치(pitch)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나사를 사용함으로써 즉, 이식

된 생체호환성 물질에 대하여 상기 나사의 끝을 정확한 방법으로 전진시킴으로써 공동(cavity) 내부의 압력을 정확하게 조

절할 수 있다. 매 회전마다 요구되는 민감도를 만족시키고, 이식 나사 접촉면의 마모를 최소하하기 위해 나사의 피치, 길

이, 나사산 높이(thread height), 접촉면의 기하학적 형상의 다양한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골관통 채널을 밀폐하는데 사용되는 골 시멘트는 전통적인 생체호환성 골 시멘트일 수 있다. 이러한 골 시멘트는 폴리(메

틸 메타크릴래이트)(poly(methyl methacrylate)), 인산칼슘(calcium phosphate), 황산칼슘(calcium sulfate), 탄산칼슘

(calcium carbonate) 및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등을 포함한다. 선택적으로 자가이식(autograft), 동종이식

(allograft), 이종이식(xenograft)과 같은 자연적인 생체호환성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 방법의 추가적인 실시예는 수핵을 교체하거나 보충하는 생체호환성 물질의 이식 후 수행되는 척추성형

(vertebroplasty) 과정과 결합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앞서 설명한 골관통접근법에 의해 추간판의 수핵 지역에 접근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을 형성하기 위해 수핵이 제거되며, 수핵을 교체 또는 보충하기 위해 생체호환성 물질이 이식되고, 작은

골나사와 같은 비교적 작은 밀폐 부재가 척추 종판(vertebral endplate)의 껍질(shell)을 형성하는 피질 골(cortical bone)

에 고정된다. 그리고, 척추성형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과정으로 나사 뒤의 골에 공동을 형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전통적 척추

성형이 수행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공동은 전통적이고 생체호환성 골 충전재(bone filler)로 채워진다. 이와 같이 척

추성형이 수반되는 수핵 교체 또는 보충 방법은 척추 몸통(vertebral body)의 강도가 약화된 나이든 환자에게 장점을 제공

하기에 바람직하다.

도 1 내지 6은 추간판의 중앙 핵 내부에 가압 이식을 제공하기 위한 본 발명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1 내지 4 및 6은 비

교적 모듈러스가 낮은 물질(low-modulous material)의 추간판 중앙 핵으로의 이식을 도시한, 부분적으로는 단면을 도시

한 측면도들이다. 도 5는 추간판의 중앙 핵 내부 이식물의 이식을 설명하기 위한 평단면도, 부분적으로는 단면도이다.

도 1 및 도 2는 추간(transvertebral) 채널의 형성과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 1은 상부(superior) 척추골

(vertebra, 102)과, 하부(inferior) 척추골(104)과, 추간판(106)을 포함하는 척추 운동 조각(spinal motion segment) 또는

단위(unit)를 부분 단면으로 도시한다. 추간판(106)은 수핵을 포함하는 중앙 핵(110)과 섬유테(108)를 가지고 있다. 본 발

명에 따른 방법과 인공 삽입물(prosthesis)의 적용을 위한 조짐으로써 중앙 핵(110)을 차지하는 자연 수핵은 퇴화, 탈출

(herniation) 등과 같은 병적인 상태에 놓여지거나, 그러한 상태로 인해 완전하게 혹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거될 것이다.

도 1은 제1단계를 도시하는데, 여기서 채널을 위한 통로는 가이드 와이어(guide wire, 112)로 척추골(102) 외부로부터 중

앙 핵(110)까지 천공(drilling)함으로써 형성된다. 도 2는 제2단계를 도시하는데, 여기서 중앙 핵(110)까지 연장된 채널

(116)을 형성하기 위해 가이드 와이어(112) 위로 캐눌러(cannula)가 형성된 드릴 비트(drill bit, 114)가 덧 삽입된다. 따라

서, 채널(116)을 통해 중앙 핵(110)에 도달할 수 있고, 좁은 채널(116)을 통해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수술 절차에 의해 중

앙 핵(110) 내부에 이식물(implant)을 수용하기 위한 수술 부위가 마련된다.

도 3은 다음 단계를 도시하는데, 여기서 시스(sheath, 118)가 채널(116) 내부로 삽입되고, 이식물(120)은 시스(118)를 통

하여 중앙 핵(110) 내부로 유입된다.

도 4 내지 도 6은 추간판의 중앙 핵(110) 내부에서의 이식물 가압을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측단면을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모듈러스가 낮은(low-modulus) 물질(120), 예컨대 하이드

로젤(hydrogel)의 첫번째 양(122)이 중앙 핵(110)에 삽입된다. 도 5는 도 4의 척추 단위(spinal unit)의 상부 평단면을 도

시한 것으로, 도 4의 Ｖ-Ｖ에 따른 단면도이다. 골나사(bone screw, 126)는 중앙 핵(110) 내부에 이식물(120)을 완전하

게 삽입하고, 압력을 가하여 모듈러스가 낮은(low-modulus) 물질(120)을 밀폐하기 위해 채널에 삽입된다. 골나사(126)는

완전히 채널(116)을 통과하여 연장하거나, 도시된 바와 같이 채널(116)의 일부까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채널(116)에 잔

류하여 생체호환성(biocompatible) 밀폐 물질(124), 예컨대 골 시멘트질(bone cement) 또는 모듈러스가 낮은 물질의 다

른 덩어리(bolus)를 통해 압력을 전달한다. 생체호환성(biocompatible) 밀폐 물질(124)은 자가이식(autograft), 동종이식

(allograft) 또는 이종이식(xenograft)와 같은 전통적인 생체물질들(biomaterials)을 포함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7-0056079

- 9 -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측단면도로서, 적절한 플러그(plug), 예컨대 갈고리형(barbed) 플러그(128)를

채널(116)에 삽입함으로써 이식물(120)을 중앙 핵(110) 내부에서 가압하고 밀폐하는 다른 방법을 도시한다. 채널(116)을

밀폐하고, 중앙 핵(110) 내부에서 이식물(120)을 가압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플러그, 예컨대 확장 가능한(expandable) 플

러그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방법에 따르면, 어떠한 생체호환성 물질이라도 이식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퇴화된 수핵을 교체하거나

보충하는데 사용되는 생체호환성 물질은 모듈러스가 낮은(low-modulus) 물질, 예컨대 약 10kpa 내지 약 4Mpa, 바람직하

게는 약 50kpa 내지 약 1Mpa,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00kpa 내지 약 200kpa의 범위 내의 압축계수(copressional

modulus)를 가지는 물질이다. 모듈러스가 낮은 (low-modulus) 생체호환성 물질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후술하는 바

와 같이 바람직하게는 비교적 높은 푸아송 비(poisson ratio)를 갖는다. 이러한 비교적 높은 푸아송 비는 약 0.3 내지 약

0.5, 바람직하게는 약 0.4 내지 약 0.5,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45 내지 약 0.5의 범위내에서 형성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모듈러스가 낮은 생체호환성 물질은 비독성이고, 생체에 적합한 화학 조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실리콘 폴리머(sillicone polymers), 폴리우레탄(polyurethanes), 하이드로젤(hydrogel) 물질들이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물질들은 이식 가능한 인공 삽입물(prostheses)에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고, 의료인(practitioner)은 그 알

려진 속성에 기초해 적절한 물질을 선택할 수 있다. 수핵을 교체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섬유테의 중앙 핵으로 이식되는 낮

은 모듈러스(ow-modulus), 높은 푸아송 비의 물질 중, 바람직한 것은 PVA(poly vinyl alcohol)-PVP(poly vinyl

pyrrolidone) 혼성중합체(copolymer)와 같은 하이드로젤(hydrogel) 또는 PVA와 PVP의 혼합체와 같은 중합체 혼합물

(polymer blend)이다. 이러한 연(soft) 하이드로젤은 한쪽 방향에서 가압되면, 일반적으로 가압 방향에 대해 직각 방향으

로 팽창한다. 푸아송(poisson) 효과라고 알려진 이러한 현상은 추간판에 다양한 하중이 가해질 때 주위 섬유테의 내벽을

가압하는 건강한 액체 상태인 수핵의 정상적인 압력에 효과적으로 근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효과를 재현할 수 있다

면 어떠한 생체호환성 하이드로젤 또는 모듈러스가 낮은 다른 물질들은 본 발명의 방법에 사용되는데 적합하다. 바람직하

게는 모듈러스가 낮은 생체호환성 물질은 약 4Mpa보다 크지 않은 압축계수(copressional modulus)를 가질 것이고, 앞서

설명한 범위 내의 값을 가질 것이다. 다른 적합한 하이드로젤(hydrogel) 중합체(polymers)는 예컨대, 미국특허 제

6,132465호(레이 등(Ray et al.)), 미국특허 제6,602,291호(레이 등(Ray et al.)), 미국특허 제5,976186호(바오 등(Bao

et al.)), 미국특허 제6,280,475(바오 등(Bao et al.)), 미국특허출원번호 제10/111,782호(마르코롱고 등(Marcolongo et

al.), 유럽특허 제1229873호), 미국특허 제6,264,495호(스토이(Stoy)), 미국특허 제5,919,235호(허슨(husson)), 미국공

개번호 제2003/0199979호(맥구킨(Mcguckin)), 미국특허 제6,620,196호(트리우(Trieu)), PCT 공개번호 제WO03/

084444A1호, 미국공개번호 제2005/0119750호(스투더(Studer)), 프랑스특허번호 제2712486호(브레슬래이브 등

(Breslave et al.))에 개시된 것을 포함한다. 위 문헌의 전체 개시 내용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 인용한다.

하이드로젤 또는 모듈러스가 낮은 다른 물질은 적절한 형태로 섬유테의 중앙 핵에 유입된다. 수핵 교체 또는 수핵 보충을

위한 도구의 바람직한 형상은 5mm 이하의 지름을 갖는 좁은 채널(척추골(vertebra) 근처에 형성된 작은 구멍과 같은 것)

을 통해 삽입될 수 있는 얇은 실린더 형상이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낮은 모듈 물질의 삽입을 위한 도구의 바람직한 형상을

좁은 채널, 바람직하게는 직경이 5mm 이하로 형성된 채널을 통해 삽입될 수 있는 일반적인 구형상 또는 타원형상으로 형

성할 수 있다. 수핵에 유입되고, 거기서 모듈러스가 낮은 물질의 주성분이 되어 치료하는 치료제는 앞서 설명한 미국특허

출원번호 제10/111,782호(마르코롱고 등(Marcolongo et al.)에 개시된 형태의 중합체를 연관시킴으로써 또는 본 발명의

과정에 의해 이식이 가능하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가 후술하는 실험예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상기 실험예는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의도이

지 본 발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실험예

본 실험예는 본 발명의 과정에 의해 척추 운동 조각(spinal motion segment) 내의 수핵 공동(cavity)을 채우는 것을 설명

한다. 발명자들에 의한 많은 연구들은 하이드로젤에 있어서의 푸아송 효과와, 섬유테와의 상호작용 시 발생하는 수핵의 통

상적, 상승적, 물리적 성질을 예측할 시 그것의 유용성을 기술하였다. 적절한 물리적 성질을 얻기 위해 추간판 핵의 부피를

적절하게 채우는 것은 필수적이다.

수핵을 교체하기 위해 본 발명의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유연성(flexibility) 실험이 실시되었다. 척추 운동 조각(segment)

혹은 단위(unit)의 유연성이 수핵의 가상 퇴화, 가상 회복을 상술하기 위해 그 과정의 많은 단계에서 측정되었다. 적당한 견

본으로 L4/L5 척추 운동 조각(L4 허리골와, L5 허리골와, 이들 사이에서 손상되지 않은 섬유테 및 수핵을 가지고 있는 추

간판)을 선택하였다. 선택된 견본은 필수적으로 보통의 수핵을 갖게 하였다. 순수 모멘트를 이용하여 가상의 굴곡-신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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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flexion-extension series)를 수행함으로써 위 견본에 대하여 유연성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상기 유연성 측정은 수

핵 교체 절차를 수행하기 전, 수행하는 동안, 수행한 후의 4단계에 걸쳐 수행되었다. 굴곡과 신장의 정의된 각도의 범위에

요구되는 토크는 결정되어 있다. 위 실험 결과는 도 7에 제시되어 있고, 이는 토크와, 굴곡 및 신장의 회전 각도를 보여준

다.

네개의 굴곡-신장 시리즈들 중 첫번째 것은 손상되지 않은 건강한 추간판에 대하여 행해졌고, 곡선1이 그 결과를 나타낸

다. 그때 수핵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과정에 의해 제거되는데, 상기 전통적인 과정에서는 골의 플러그(plug)를 제거함으

로써 인접한 척추골(vertebrea) 중 하나에 축공(axial aperture)을 형성하기 위한 적당한 크기의 원형절제기(trephine)가

사용된다. 수핵은 이와 같이 형성된 축공을 통해 제거되고, 그 후, 상기 골의 플러그는 척추골 구조의 상당한 복원을 위해

소정의 위치에 재삽입되고, 고정된다(cemented). 이러한 과정은 2005년 6월에 발행된 바이오메티칼 엔지니어링

(Biomedical Engineering)이라는 잡지의 Vol27 p536~p540 에 조시 등(Joshi et al.)에 의해 기술된 방법과 매우 유사하

다. 위 문헌의 전체 개시 내용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 인용한다. 그리고, 동일한 모멘트가 가해져 위 견본에 테스트가 수

행되었다. 따라서, 두번째 것은 심하게 손상된 수핵을 가상한 것이고, 그 실험결과는 곡선2에 도시된 바와 같다. 그 후, 견

본 척추 모션 단위(unit)의 상부 척추골를 통해 접근 채널이 뚫리고, 하이드로젤 이식물이 두 단계에 걸쳐 상기 견본에 이식

되었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상기 채널에 삽입된 시스(sheath)를 통해 삽입되는 얇은 줄(thin string, 약 3mm의 직경)처럼

준비된 하이드로젤 이식물이 상기 견본에 이식되었으며, 상기 하이드로젤 이식물은 수핵의 제거로 인해 형성된 공간을 부

분적으로 채울 수 있을 양만큼 이식되었다. 상기 하이드로젤은 미국공개특허번호 제2004/0220296호(마크코롱코 등

(Marcoongo et al.))에 개시된 바와 같이 준비되었다. 부분적으로 회복된 척추 운동 조각은 약간 퇴화된 수핵 또는 가압 없

이 교체된 수핵을 가상한 것이다. 이렇게 회복된 척추 운동 조각이 시험되었을 때, 운동의 범위에 걸쳐 정상적인 생물학적

수치에 근접한 운동이 곡선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에 따른 골나사(bone screw)가 삽입됨

으로써 상기 견본이 하이드로젤로 완전히 채워지고, 중앙 핵이 완전하게 채워져 가압되었을 때, 곡선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추간판 구조가 거의 완벽하게 회복되었음이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몇몇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통해 본 발명이 기술되었으나, 본 발며의 본질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변화 또는 수정

이 상기 실시예들에 가해질 수 있음이 인식되어야 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모듈러스(low-modulus)가 낮은 이식물을 사용하여 추간판(intervertebral disc)의 수핵(nucleus pulposus)을

교체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방법 및 기구에 관한 것으로, 주로, 외과 등의 의료업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골관통접근법의 첫번째 단계 즉, 가이드 와이어(guide wire)로 접근 통로를 천공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인간 척추의 기능성 척추 운동 단위(unit) 즉, 상부 및 하부 척추골을 가지고 있는 추간판의 측단면도이다.

도 2는 골관통접근법의 두번째 단계 즉, 캐눌러(cannula)가 꽂힌 드릴 비트(drill bit)로 접근통로를 추가 천공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기능성 척추 운동 단위의 단면도이다.

도 3은 골관통접근법의 세번째 단계 즉, 삽입 시스(insertion sheath)을 통해 이식물을 이식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기

능성 척추 운동 단위의 단면도이다.

도 4는 골관통접근법의 세번째 및 네번째 단계 즉, 골 플러그(bone plug), 골나사(bone screw)로 채널을 다시 막고, 모듈

러스(modulus)가 낮은 소재의 이식물을 가압하는 단계의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기능성 척추 운동 단위의 단면도이

다.

도 5는 본 발명의 골관통접근법의 세번째 및 네번째 단계를 다시 설명하기 위한 기능성 척추 운동 단위의 횡단면도이다.

도 6은 골관통접근법의 세번째 및 네번째 단계 즉, 골 플러그(bone plug), 골나사(bone screw)로 채널을 다시 막고, 모듈

러스(modulus)가 낮은 소재의 이식물을 가압하는 단계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기능성 척추 운동 단위의 단면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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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절차에 의해 인공 삽입물(prosthesis)과 함께 이식된 척추 운동 조각(segment)에 가해진 굴곡-신

장(flexion-extension) 실험의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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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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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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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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