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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척추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of inserting spinal implants)

요약

본  발명에  기재된  척추  임플란트들을  삽입하는  장치  및  방법은  우선  척추들간의  공간이  분열되고, 
이어서, 한쪽의 단부에 톱니들을 갖는 중공의 슬리브가 그렇게 분열된 공간에 인접한 척추들속에 박히는 
것이다. 그리고, 천공부재가 중공의 슬리브를 통해 들어가면서 관통부속에 있는 디스크와 골편을 제어하
여 나중에 슬리브를 통해 삽입될 척추 임플란트를 수용할 수 있게 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척추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of inserting spinal implants)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척주사이의 공간내로 삽입되는 본 발명의 긴 디스트랙터(Long Distractor)의 측면도,

제2도는 척주에 대하여 변환가능한 디스트랙터 조립체의 측면도.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척추 융합 수술에 이용되는 장치(apparatus for use in performing surgery for fusing vertebrae)에 있
어서, 두개의 인접한 척추(two adjacent vertebrae)들을 결합시키기 위해 한쪽의 단부에서 다수의 톱니나 
핀(a plurality of teeth or pins)들을 갖는 중공관형 외부 슬리브(a hollow tubular outer sleeve)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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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상기 톱니들은 상기 외부 슬리브의 측면들과 거의 정렬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주 융합 수술에 이용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톱니들의 관통을 방지하기 위한 관통 방지 수단(penetration preventing means)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융합 수술에 이용되는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 방지 수단이 조정이 가능하게 고정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융합 
수술에 이용되는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  방지  수단이  적어도  일부의  상기  톱니들의  사이에  평평한  부분(flat 
portions)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융합 수술에 이용되는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제거가 가능한 중공관형 내부 슬리브(a removable hollow tubular sleev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융합 수술에 이용되는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슬리브가 상기 외부 슬리브의 내경보다 직경이 큰 한쪽의 단부에서 칼라(a 
collar)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융합 수술에 이용되는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슬리브가 삽입후에 디스크 공간으로부터 상기 외부 슬리브의 제거를 제한
(restricting)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융합 수술에 이용되는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거 제한 수단이 래칫 장치(retchetings)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융합 수술에 이용되는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슬리브가  그  상단부에서  외경  증가  부분(an  increased  outer  diameter 
portion)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융합 수술에 이용되는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캡(a cap)을 포함하고, 상기 캡은 상기 외부 슬리브의 상기 외경 증가 부분의 외경보다 
큰 내경을 갖는 한쪽의 단부에 있는 구멍(an opening)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융합 수술에 이용
되는 장치.

청구항 11 

척추  분열기(a  spinal  distractor)에  있어서,  인접한  척추들간의  디스크  공간(a  disc  space  between 
adjacent vertebrae)의 폭과 같은 직경을 갖는 전방 부분(a front portion)과, 상기 전방 부분으로부터 
연장되고 상기 전방 부분보다 큰 직경을 갖는 배럴(a barrel) 및, 상기 배럴의 상기 디스크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상기 전방 부분과 상기 배럴의 제1단부의 이음부에 형성된 숄더(a 
shoulder)를 포함하고, 상기 배럴의 제2단부는 헤드(a head)로 종지(terminating)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척추 분열기.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배럴의 제2단부가 직경 감소 부분(a reduced diameter portion)을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척추 분열기.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배럴의 상기 전방 부분에 대해 제거가 가능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척추 분열기.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전방 부분이 상기 배럴의 제1단부에 있는 나사 부분과 맞물리는 제2나사 부분(a 
second threaded portion)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분열기.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전방 부분이 상기 배럴의 제1단부상의 결합 수단과 맞물리는 결합 수단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분열기.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배럴이 중심 구멍(a central opening) 및 축(a shaft)을 포함하고, 상기 축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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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와 제2단부를 가지며, 상기 축의 제2단부는 상기 전방 단부의 제2나사 부분과 맞물리는 제3나사 부분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분열기.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축의 제2단부가 직경 감소 부분을 갖는 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분열기.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와  분리가  가능하게  맞물리는  수단을  갖는  제거가  가능한  부착  노브(a 
removably attachable knob)를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분열기.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노브가 상기 헤드의 직경 감소 부분과 맞물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분열기.

청구항 20 

척추 융합 수술에 이용되는 장치(apparatus for use in performing surgery for fusing vertebrae)에 있
어서, 세로축을 따라 서로 연결된 한 쌍의 중공형 튜브(a pair of hollow tubes)들을 포함하고, 인접한 
척추들을 결합시키기 위해 한쪽의 단부에 있는 결합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융합 수술에 
이용되는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중공형 튜브들이 발판(a footplate)에 의해 견고하게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척추 융합 수술에 이용되는 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수단이 상기 발판상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융합 수술에 
이용되는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수단이 다수의 가지(a plurality of prongs)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척추 융합 수술에 이용되는 장치.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수단이 돌출부(projections)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융합 수
술에 이용되는 장치.

청구항 25 

디스크 공간(a disc space)속의 척추 분열기(a spinal distractor)를 제거하기 위한 제거 장치에 있어서, 
축(a shaft)과, 상기 축의 한쪽의 단부에 있고 상기 척추 분열기에 대해 부착하는 부착 수단 및 상기 축
의 양단부들의 사이에서 자유롭게 미끄러질 수 있게 부착되어 있는 질량체(a mass)를 포함하며, 상기 축
의 다른 쪽의 단부는 직경 증가 부분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분열기를 제거하는 제거 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수단은 척추 분열기의 헤드의 직경 감소 부분과 맞물리는 슬롯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분열기를 제거하는 제거 장치.

청구항 27 

척추 수술에 이용되는 천공 부재(a drilling member for us in a spinal surgical procedure)에 있어서, 
하부(a lower portion)와 직경이 축소된 중심 부분(a narrowed diameter central portion) 및 상기 하부
와 직경이 동일한 상부(an upper portion)를 갖는 드릴날(a drill bit)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수술에 이용되는 천공 부재.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천공 부재의 관통을 제한하기 위해 예정된 위치에서의 상기 드릴날의 상부상에 있
는 직경 증가 칼라를 포함하는 정지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수술에 이용되는 천공 부재.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정지 수단이 조정이 가능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수술에 이
용되는 천공 부재.

청구항 30 

척추 수술에 이용되는 장치(apparatus for use in performing spinal surgery)에 있어서, 한쪽의 단부에 
드릴  톱니(drill  teeth)가  있고  상기  드릴  톱니의  너머로  연장된  원주형  돌출부(a  cylindrical 
projection)을 갖는 중공 관형 부재(a hollow tubular membe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수술
에 이용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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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관형 부재의 다른 쪽의 단부에 있는 숄더(ashoulder)를  포함하는 정지 수단(a 
stooping means)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수술에 이용되는 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정지 수단이 조정이 가능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수술에 이
용되는 장치.

청구항 33 

척추 수술에 이용되는 척추 분열기와 천공 부재의 조립체(a combined distractor and drill for use in 
performing spinal surgery)에 있어서, 톱니를 갖는 중공형 드릴날(a hollow drill bit) 및 한쪽의 단부
로부터 연장된 니플(a nipple)을 포함하고, 상기 니플은 그 말단부가 척추 분열기로 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수술에 이용되는 척추 분열기와 천공 부재의 조립체.

청구항 34 

척추 수술에 이용되는 장치(apparatus  for  use  in  spinal  surgery)에  있어서,  핸들(a  handle)과  축(a 
shaft)을 포함하고, 상기 축은 한쪽의 단부가 상기 핸들에 대해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축에 대해 일정한 
각도를 이루는 절단날(cutting blade)을 가지며, 상기 축은 상기 핸들의 중심축에 대해 중심이 벗어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수술에 이용되는 장치.

청구항 35 

척추 수술에 이용되는 임플란트 설치 장치(an implant loading device for use in spinal surgery)에 있
어서, 한쪽의 단부에 있는 절단용 톱니(cutting teeth)들과 다른 쪽의 단부에 있는 어댑터(an adapter)를 
갖는 제1의 중공 관형 부재를 갖는 골편 수집기(a bone harvesten)와; 임플란트 홀더(an implant holde
r)와 맞물리게 한쪽의 단부에 있는 결합 수단 및 골편 수집기를 수용하게 다른 쪽의 단부에 있는 어댑터
를 갖는 제2의 중공 관형 부재 및; 상기 제1의 중공 관형 부재속에 삽입되어 그러한 제1의 중공 관형 부
재를 통해 연장되는 플런저 수단(plunger means)을 포함하는 척추 수술에 이용되는 임플란트 설치 장치.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골편 수집기가 천공 부재와 맞물리는 천공 부재 부착 수단에 대해 분리가 가능하
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수술에 이용되는 임플란트 설치 장치.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골편 수집기의 내경이 상기 임플란트의 직경과 거의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수술에 이용되는 임플란트 설치 장치.

청구항 38 

환자의 신체속에 임플란트(an implant)를 삽입하거나 제거하는 임플란트의 삽입 및 제거를 위한 장치(an 
implant remova1/insertion device for inserting or removing an implant in the body of a patient)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가 거의 원주형이며 그 원주상에서 나사를 갖고 중심 나사 부분을 가지며; 상기 임
플란트의 삽입 및 제거용 장치는 상기 임플란트의 중심 나사 부분과 일치하는 외경과 나사를 갖는 제1의 
관형 부재 및 상기 임플란트의 일부와 맞물리는 결합 수단을 포함하고, 그럼으로써, 상기 결합 수단은 상
기 임플란트에 대해 고정되며; 상기 결합 수단은 상기 제1관형 부재에 대해 회전이 가능하게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의 삽입 및 제거용 장치.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조정이 가능하게 고정될 수 있는 정지 수단을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의 삽입 및 제거용 장치.

청구항 40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가 숄더(a shoulder)를 갖고, 상기 결합 수단은 상기 숄더에 대해 고정되
는 대응 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의 삽입 및 제거용 장치.

청구항 41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수단은 상기 결합 수단을 회전시키기 위해 상기 결합 수단으로부터 수직 방
향으로 연장되는 핸들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의 삽입 및 제거용 장치.

청구항 42 

두개의 인접한 척추들간에 척추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방법(a  method  for  inserting  a  spinal  implant 
between two adjacent vertebrae)에 있어서, 두개의 인접한 척추들을 결합시키기 위한 결합 수단을 갖는 
중공 관형 부재(a hollow tubular member)를 척추속에 삽입하는 단계와, 디스크 및 상기 두개의 인접한 
척추의 일부를 천공하기 위해 천공 부재(a drill)를 상기 관형 부재속으로 통과시키는 단계와; 상기 천공 
부재를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관형 부재를 통해 척추속에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단계 및; 상기 관형 부재
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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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가 원주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44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 삽입 단계가 하나 이상의 부분 원주형 임플란트(one or move partially 
cylindrical implants)를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45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가 상기 천공 부재에 의해 형성된 구멍의 직경과 일치하는 직경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46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천공 부재가 상기 천공 깊이를 제한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47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천공 깊이 제한 수단이 조정이 가능하게 고정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48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관형 부재가 제거가 가능한 중공형 내부 슬리브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49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중공관형 부재가 척추속으로의 관통깊이를 제한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 깊이 제한 수단이 조정이 가능하게 고정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51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가 뼈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52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가 뼈의 내부성장(bone ingrowth)을 촉진시키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53 

제42항에 있어서, 디스크 및 인접한 척추드르이 일부속의 구멍이 나사를 갖게 태핑(tapping)된 것을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54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관형 부재가 제거가 가능한 관형 내부슬리브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
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구멍은 중공형 내부슬리브를 통해 천공되고, 상기 내부슬리브는 상기 구멍을 태핑
하기 전에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56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관형 부재가 제거가 가능한 내부 슬리브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
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구멍이 중공형 내부슬리브를 통해 천공되고, 상기 중공형 내부슬리브는 상기 구멍
을 태핑하기 전에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58 

제55항에 있어서, 상기 중공형 내부슬리브의 내경이 상기 임플란트의 근부의 직경(the root diameter)과 
동일한 직경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59 

제55항에 있어서, 상기 중공형 내부슬리브의 내경이 상기 임플란트의 근부의 직경보다 약간 큰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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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0 

두개의 일정한 척추들간에 척추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방법(a  method  for  inserting  a  spinal  implant 
between two adjacent vertebrae)에 있어서, 척추들간의 디스크공간의 적절한 간격을 제공하기 위해 척추
(the spinal column)의 한쪽 또는 양쪽에서 디스크공간속에 척추분열기(a spinal distractor)를 삽입하는 
단계와; 두개의 인접한 척추들을 결합시키기 위한 결합 수단을 갖는 중공 관형 부재(a hollow tubular 
member)를 상기 척추분열기위에서 척추속에 삽입하는 단계와; 상기 중공관형 부재로부터 상기 척추분열기
를 제거하는 단계와; 디스크 및 상기 두개의 인접한 척추의 일부를 천공하기 위해 천공 부재(a drill)를 
상기 관형 부재속으로 통과시키는 단계와; 상기 천공 부재를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관형 부재를 통해 척
추속에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단계 및; 상기 관형 부재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가 원주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62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 삽입 단계가 하나 이상의 부분 원주형 임플란트(one or move partially 
cylindrical implants)를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63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가 상기 천공 부재에 의해 형성된 구멍의 직경과 일치하는 직경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64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천공 부재가 상기 천공 깊이를 제한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65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천공 깊이 제한 수단이 조정이 가능하게 고정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66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관형 부재가 제거가 가능한 중공형 내부 슬리브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67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중공관형 부재가 척추속으로의 관통깊이를 제한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외 삽입 방법.

청구항 68 

제67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 깊이 제한 수단이 조정이 가능하게 고정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69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가 뼈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70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가 뼈의 내부성장(bone ingrowth)을 촉진시키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7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의 구멍속에 나사를 태핑(tapping)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72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관형 부재가 제거가 가능한 관형 내부슬리브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
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73 

제72항에 있어서, 상기 구멍은 중공형 내부슬리브를 통해 천공되고, 상기 내부슬리브는 상기 구멍을 태핑
하기 전에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74 

제72항에 있어서, 상기 중공형 내부슬리브의 내경이 상기 임플란트의 근부의 직경(he root diameter)과 
동일한 직경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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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5 

제72항에 있어서, 상기 중공형 내부슬리브의 내경이 상기 임플란트의 근부의직경보다 약간 큰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76 

제60항에 있어서, 제1임플란트(a first implant)가 삽입되는 동안에 상기 디스크에는 하나의 척추분열기
(one spinal distractor)가 제자리에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77 

제76항에 있어서, 제자리에 유지되는 상기 척추분열기가 상기 디스크 공간속의 상기 척추임플란트의 전방
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배럴부분(a barrel portion)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
의 삽입 방법.

청구항 78 

두개의 인접한 척추들간에 척추 임플란트은 삽입하는 방법(a  method  for  insertion  a  spinal  implant 
between two adjacent vertebrae)에 있어서, 척추들간의 디스크공간의 적절한 간격을 제공하기 위해 척추
(the spinal column)의 한쪽 또는 양쪽에서 디스크공간속에 척추분열기(a spinal distractor)를 삽입하는 
단계와; 두개의 인접한 척추들을 결합시키기 위한 결합 수단을 갖는 중공 관형 부재(a hollow tubular 
member)를 척추속에 삽입하는 단계와; 디스크 및 상기 두개의 인접한 척추의 일부를 천공하기 위해 트레
핀(a trephine)을 상기 관형 부재속으로 통과시키는 단계와; 상기 트레핀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관형 
부재를 통해 척추속에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단계 및; 상기 관형 부재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79 

제78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가 원주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80 

제78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 삽입 단계가 하나 이상의 부분 원주형 임플란트(one or move partially 
cylindrical implants)를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주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81 

제78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가 상기 트레핀에 의해 형성된 구멍의 직경과 일치하는 직경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82 

제78항에 있어서, 상기 트레핀이 상기 천공 깊이를 제한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
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83 

제82항에 있어서, 상기 천공 깊이 제한 수단이 조정이 가능하게 고정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84 

제78항에 있어서, 상기 깊이 제한 수단이 상기 프레핀내의 숄더(a shoulde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85 

제78항에 있어서, 상기 관형 부재가 제거 가능한 중공형 내부 슬리브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
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86 

제78항에 있어서, 상기 중공관형 부재가 척추속으로의 관통 깊이를 제한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87 

제86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 깊이 제한 수단이 조정이 가능하게 고정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88 

제78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가 뼈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89 

제78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가 뼈의 내부성장(bone ingrowth)을 촉진시키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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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0 

제78항에 있어서, 상기 구멍속에 태핑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원주형 임플란트가 나사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91 

제78항에 있어서, 상기 제1임플란트(a first implant)가 삽입되는 동안에 상기 디스크에는 하나의 척추분
열기(one spinal distractor)가 제자리에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92 

제91항에 있어서, 제자리에 유지되는 상기 척추분열기가 상기 디스크 공간속의 상기 척추 임플란트의 전
방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배럴부분(a barrel portion)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
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93 

제78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핀의 내부로부터 상기 프레핀에 의해 절단된 모든 잔류하는 골편들을 제거하
는 단계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94 

제93항에 있어서, 상기 잔류하는 골편들이 핸들(a handle)과 축(a shaft)을 포함하는 장치에 의해 트레핀
으로부터 제거되고, 상기 축은 한쪽의 단부에서 상기 핸들에 대해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축에 대해 일정
한 각도를 이루는 절단날(a cutting blade)을 갖고, 상기 축은 상기 핸들의 중심축에 대해 중심이 벗어나
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95 

핸들(a handle)과 코일(a coil)을 포함하는 코르크스크류(a corkscrew)에 있어서, 상기 코일은 한쪽의 단
부에서 상기 핸들에 대해 연결되어 있고 다른 쪽의 단부에서는 상기 코일에 대해 일정한 각도를 이룬 절
단용 팁(a cuttiong tip)을 가지며, 상기 절단용 팁은 상기 코일의 직경과 거의 동일한 직경으로 연장되
고 상기 코일의 중심축에 대해 중심이 벗어나 있으며, 그러므로써, 상기 코르크스크류의 회전에 의해 상
기 코일의 직경과 거의 같은 직경의 경로가 반경방향으로 절단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
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96 

제95항에 있어서, 상기 코일을 부분적으로 덮고 있고 상기 절단용 팁에 의해 절단된 골편(a bone piece)
을 수용하고 있는 중공관형 부재(a hollow tubular member)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97 

제96항에 있어서, 상기 절단용 팁이 자동정합적(self aligning)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임플란트의 
삽입 방법.

청구항 98 

척추수술에 이용되는 충격장치(an impaction device for use in spinal surgery)에 있어서, 두개의 척추
들간의 디스크 공간속에 삽입된 척추분열기(a  spiral  distractor)와;  톱니를 갖는 전방단부(a  toothed 
front end) 및 주위방향으로 확대된 관형 후방단부(a circumferentially enlarged tubular back end)를 
가지며, 상기 후방단부는 융기된 크라운부분(a raised crown portion)을 갖는, 중공관형 외부 슬리브(a 
hollow tubular outer sleeve) 및; 한쪽의 단부상에는 폐쇄된 후면(a closed rear surface)을 갖고 다른 
쪽의 단부에서는 원형의 전방구멍(a circular front opening)을 갖는 구동캡(a driver cap)을 포함하고, 
상기 구동캡은, 상기 외부슬리브의 관형의 후방단부와 맞물리는 상기 원형의 전방 구멍내의 제1의 대형 
오목부(a  first  large  recess)  및  상기  크라운과  맞물리기  위한  제2의  소형  오목부(a  second  small 
recess)를 형성하며, 그러므로써, 상기 구동캡이 상기 소형 오목부의 표면에 도달되기까지 상기 크라운이 
상기 구동캡의 상기 전방구멍내에 돌출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수술에 이용되는 충격 장치.

청구항 99 

제98항에 있어서, 상기 톱니들의 관통을 방지하기 위한 관통 방지 수단(penetration preventing means)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수술에 이용되는 충격 장치.

청구항 100 

제99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 방지 수단이 조정이 가능하게 고정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수술
에 이용되는 충격 장치.

청구항 101 

제99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  방지  수단이  적어도  일부의  상기  톱니들의  사이에  평평한  부분(flat 
portions)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수술에 이용되는 충격 장치.

청구항 102 

한쪽의 단부상에는 폐쇄된 후면(a closed rear surface)을 갖고 다른 쪽의 단부에서는 원형의 전방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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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ircular front opening)을 갖는 구동캡(a driver cap)을 포함하고, 상기 구동캡은, 상기 외부 슬리브
의 관형의 후방단부와 맞물리는 상기 원형의 전방 구멍내의 제1의 대형 오목부(a first large recess) 및 
상기 크라운과 맞물리기 위한 제2의 소형 오목부(a second small recess)를 형성하며, 그러므로써, 상기 
구동캡이 상기 소형 오목부의 표면에 도달되기까지 상기 크라운이 상기 구동캡의 상기 전방 구멍내에 돌
출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동캡.

청구항 103 

두개의 인접한 척추들에 대해 중공관형 슬리브를 고정하는 방법(a method for securing a hollow tubular 
sleeve  to  two  adnacent  vertebrae)에 있어서, 척추들과 맞대어지는 평평한 숄더부분(a  flat  shoulder 
portion)을 갖는 척추분열기(a spinal distractor)를 척추들의 한쪽에서 디스크 공간속에 삽입하는 단계
와; 두 개의 인접한 척추들을 결합시키는 결합수단이 한쪽의 단부에 있으며 융기된 크라운부분(a raised 
crown portion)을 갖춘 주위방향으로 확대된 관형 후방단부를 갖는 상기 중공관형 슬리브를 상기 척추분
열기가 중심 맞추용 포스트(as a centering post)로서 및 정렬봉(as an alignment rod)으로서 작용하게 
하면서 배치하는 단계와; 한쪽의 단부에 있는 폐쇄된 후면(a closed rear sufrace)과 다른 쪽의 단부에 
있는 원형의 전방구멍(a circular front opening)을 갖고 상기 외부슬리브의 관형의 후방단부와 맞물리는 
상기  원형  구멍속의  제1의  대형  오목부  및  그러한  제1의  대형  오목부와의  사이에  내부의  숄더(an 
internal shoulder)를 이루도록 상기 크라운 부분과 맞물리는 제2의 소형 오목부를 형성하고 있는 구동캡
(a driver cap)을 상기 관형의 후방단부에 대해 결합시키는 단계와; 상기 크라운 부분이 상기 제2의 소형 
오목부에 정착되기까지 상기 내부의 숄더를 거쳐서 상기 외부슬리브에 대해 힘이 전달되도록 충격수단(an 
impacting means)에 의해 상기 구동 캡에 대해 충격력(n impaction)을 가하는 단계와; 상기 후방단부로부
터 상기 구동 캡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외부슬리브를 제자리 둔 채로 상기 척추분열기를 당김수단(a 
distractor pulling means)에 의해 뽑아내어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공관형 슬
리브의 고정방법.

청구항 104 

제103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슬리브가 상기 톱니들의 관통을 방지하기 위한 관통 방지 수단(penetration 
preventing means)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공관형 슬리브의 고정방법.

청구항 105 

제104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 방지 수단의 조정이 가능하게 고정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공관형 
슬리브의 고정방법.

청구항 106 

제104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  방지  수단이  적어도  일부의  상기  톱니들의  사이에  평평한  부분(flat 
portions)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공관형 슬리브의 고정방법.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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