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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같은 결합 조직을 뼈에 고정하는 개선된 뼈 고정 장치 및 방법은 피질골 표면 아래에 전체적으로 위치한 봉합 부

착부를 허용한다. 유리하게도, 결합 조직 및 뼈 고정 장치 사이의 봉합 재료는 결절을 형성할 필요 없이 고정된다. 뼈 

고정 장치에 대한 봉합 부착부는 뼈 고정 장치에서 자동 로킹 쇄기형 블록 주위의 포화 재료의 길이부의 루핑을 포함

함으로써, 결절을 필요로 하고 포화 재료의 매우 작은 부분 상의 응력을 집중시키는 구멍 결합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 종래 기술에 비해 실패율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개선된 본 방법은 종래 기술보다 훨씬 용이하게 수행된다.

대표도

도 9

색인어

뼈 고정 장치, 봉합선, 결합 조직, 루멘, 쇄기형 부재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대체적으로 연질 조직을 뼈에 부착하기 위한 방법들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인대 또는 건과 같은 

결합 조직을 뼈에 부착하기 위한 고정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근육둘레띠를 치료하기 위하여 근육둘

레띠를 위팔 갈래에 재부착하기 위한 관절 촬영 내시경 검사 수술 기술에 관한 특정 출원을 갖는다.

배경기술

관련 뼈로부터 건 및 다른 연결합 조직들이 파열하거나 박리되는 것은 점점 통상적인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타

입의 파열 또는 박리는 근육둘레띠 파열이고, 가시위 건은 팔을 들어올리고 외향으로 회전시키는 통증과 이러한 능력

의 손실을 야기하면서 위팔뼈로부터 박리된다. 어깨가 심한 외상에 노출되면 완전한 박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형

적으로 파열은 특히 고령의 환자에게서 소형의 환부로서 시작된다.

파열된 근육둘레띠를 치료하기 위해, 오늘날에는 커다란 절개를 통해 외과적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접근은 근육둘레

띠 치료의 경우들의 거의 99%에서 현재 실 시된다. '고전적인 개방'으로 알려진 하나와 '소형 개방'으로 알려진 다른 

하나인 근육둘레띠의 치료를 위한 2가지 타입의 개방 수술 접근법이 있다. 고전적인 개방 접근법은 노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봉우리로부터 어깨세모근의 커다란 절개 및 완전 박리를 필요로 한다. 띠는 생조직에 봉합 부착하고 적절한 

가장자리 봉합의 생성을 보장하도록 조직제거된다. 또한, 치유가 원래의 뼈 표면 상에서 향상될 때, 위팔 갈래는 뼈 재

부착 위치점에 대해 계획된 연질 조직에서 박리되거나 또는 패여진다. '뼈통과 터널'로 지칭되는 일련의 작은 직경의 

구멍들은 박리 또는 패임면으로부터 통상적인 2 내지 3 cm의 거리로 더 큰 거친면의 외부면 상의 점까지 측방향으로 

뼈를 통해 '천공'된다. 결과적으로, 띠는 뼈통과 터널을 통해 봉합 단부를 당기고, 2개의 연속 터널들 사이의 뼈를 브

리지로서 사용하여 함께 묶음으로써 뼈에 봉합되고 고정되며, 이 후에 어깨세모근은 봉우리에 외과적으로 재부착되

어야 한다. 이러한 조작으로 인해, 어깨세모근은 수술후 보호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재활을 지연시키고 잔류 쇠약을 

초래하게 된다. 완전 재활은 대략 9 내지 12개월이 걸린다.

현재 증가하는 경향 및 모든 외과 치료 절차의 대부분을 나타내는 소형 개방 기술은 어깨세모근을 박리시키기 보다는

소형의 절개 및 분리를 통한 접근을 얻음으로 인한 고전적인 접근 방법과 상이하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절차는 관절 

촬영 내시경 검사 봉우리 감압술과 관련되어 전형적으로 실시된다. 일단 어깨세모근이 분리되면, 근육둘레띠 파열부

를 노출시키도록 당겨진다. 종전과 같이, 띠는 조직 제거되고 위팔 갈래는 박리되며, 소위 '뼈통과 터널'들은 삽입될 

뼈 또는 봉합 고 정물을 통과해 천공된다. 이후에 위팔 갈래에 근육둘레띠의 봉합이 이루어지고, 분리 어깨세모근이 

외과적으로 치료된다.

상기 설명된 외과 기술들은 근육둘레띠 치료를 위한 현재 표준일지라도, 이들은 커다란 환자의 불편함 및, 적어도 4달

내지 1년 이상까지에 걸치는 장기간의 회복 시간을 수반하게 된다. 커다란 환자의 불편함과 증가된 회복 시간을 일으

키는 것은 커다란 피부 절개와 함께 상기 설명된 어깨세모근의 조작이다.

더 적은 침입 관절 촬영 내시경 검사 기술들은 개방 수술 치료의 단점들을 다루기 위한 노력들로 향상되기 시작하고 

있다. 어깨세모근의 파열을 최소화하는 조그만한 투관침 문을 통해 작업을 하면서, 몇몇의 외과 의사는 다양한 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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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치 및 봉합 구성물들을 사용하면서 근육둘레띠를 재부착할 수 있었다. 근육둘레띠는 신체 내부적으로 봉합되고 

고정 장치는 치료에 적절한 위치에서 뼈내부로 유도된다. 현재의 기술을 이용하는 관절 촬영 내시경 검사을 하는 것은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한 뼈통과 터널들을 통해 실로 봉합하기보다는, 치료는 고정 장치 및 봉합을 이용하면서 뼈에 

대해 아래로 띠를 묶음으로써 달성된다. 더 적은 침입 기술들의 초기 결과들은 환자의 회복 시간 및 불편함의 2가지 

경우에서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면서 고무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근육둘레띠의 전체 관절 촬영 내시경 검사술 치료를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되는 기술 수준은 과도하게 높

다. 신체 내부 봉합술은 다루기 어렵고 시간이 소모되는 일이며, 단지 가장 단순한 봉합 패턴만이 이용될 수 있다. 신

체 외부 매듭 형상은 어느 정도는 덜 어렵지만 매듭의 조임도를 결정하기가 어렵고, 인장도는 후에 조절될 수 없다. 

또한, 뼈에 봉합 고정 위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뼈 고정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고정 장치에 연질 조직을

고정시키는 매듭은 연질 조직의 상부 상에서 매듭 묶음을 벗어난다. 근육둘레띠 치료의 경우에 있어서, 이는 환자가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수술후에 환자에 의해 느껴질 수 있는 어깨 캡슐에서 매듭 묶음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에 따라, 관절 촬영 내시경 검사술적으로 묶여진 매듭들은 달성하기가 어렵고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어

깨의 최적의 부위보다 적게 위치된다. 봉합 인장은 일단 매듭이 고정되면 조치를 취하고 조절하는 것은 또한 불가능

하다. 결과적으로, 수술의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는 모든 근육둘레띠 수술의 1% 미만이 관절 촬영 내시경 

검사술 형으로 이루어지고, 본질적으로 연구적인 사항으로 간주된다.

현재 관절 촬영 내시경 검사술 근육둘레띠 치료 기술들이 갖는 다른 심각한 어려움은 현재 이용가능한 봉합 고정 장

치에 관련된 단점들이다. 실 또는 봉합술로 꿰여지는 봉합 바늘의 눈과 유사한 현재의 이용가능한 뼈 고정 장치에서의

봉합 소형 구멍들은 구경이 작으며, 고정 장치가 고인장 하중하에 놓여질 때 소형 구멍에서 봉합의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

이들은 뼈에 연질 조직의 부착을 위하여 정형외과 의사에 의해 사용하도록 한 다양한 뼈 고정 장치 설계들이다. 설계

들 사이에서의 기본적인 공통성은 이들이 이후에 연질 조직을 통과하고 묶여질 수 있는 봉합을 위한 부착 위치를 생

성하여서, 연질 조직을 고정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부착 위치는 다양한 수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나사들이 이러

한 부착을 위하여 알려져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슨해지는 성질을 포함하고, 이들을 후에 제거하는 제2의 수술

을 필요로 하며, 상대적으로 편평한 부착 형상을 요구하는 다수의 단점들을 갖는다.

다른 해결책은 겉질뼈(뼈의 단단하고 고밀도의 외부층)에서의 밀도와 (더 작은 밀도이고 가벼우며 뼈의 상대적으로 

혈관 내부)해면뼈 사이에서의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겉질뼈가 더 작은 밀도의 해면뼈 상의 일종의 하드 쉘로 

존재하는 겉질뼈와 해면뼈 사이에 명확한 구획이 있다. 고정 장치의 가로세로비는 장축과 단축을 구비하며 대개 봉합

으로 미리 꿰매어지도록 하도록 한다. 이러한 설계들은 고정 장치가 삽입되는 겉질뼈의 구멍을 이용한다. 고정 장치의

장축이 천공된 구멍의 축에 평행하게 하면서, 고정 장치의 단축이 구멍의 직경을 통해 끼워지도록 천공된다. 해면뼈 

내에 배치한 후, 고정 장치는 장축이 구멍의 축에 수직으로 정렬되도록 90°회전된다. 봉합선이 당겨지고, 고정 장치

는 뼈의 겉질층의 내부면에 대해 상향으로 설치된다. 고정 장치의 장축과 구멍 직경의 치수에서의 불일치로 인해, 고

정 장치는 구멍으로부터 가까운쪽으로 후퇴될 수 없어서, 이동에 대한 저항을 제공한다. 이러한 고정 장치는 봉합선을

가압하는 작은 구멍의 설계의 상기 설명된 문제점을 여전히 겪는다.

다른 종래 기술 해결책은 '팝 리벳'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타입의 설계는 분할 샤프트가 삽입되는 겉질뼈에서의 구

멍을 요구한다. 분할 샤프트는 중공이며, 그 내부 내강내로 유도되는 테이퍼 플러그를 구비한다. 테이퍼 플러그는 샤

프트의 상부를 통해 외향 연장되고, 플러그가 내부 내강내로 후퇴될 때 테이퍼부는 분할 샤프트가 외향 발적되고 뼈

내로 장치를 표면상의 고정을 하게 한다.

연질 조직을 뼈에 고정시키는 다른 방법들은 종래 기술에서 공지되어 있지만, 어깨의 캡슐 부위에 봉합선을 결코 남

겨두지 않으려는 의사들의 꺼림으로 인해 어깨 치료 수술들에 대해서는 현재 실현가능하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원인은 스테이플, 못등은 빠질 수 있고 이동시 상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의 결과로서, 부착 

위치는 이상적인 위치보다 적게 종종 작게 위치되어야 한다. 또한, 못 또는 스테이플은 연질 조직의 실질적인 구멍을 

요구하고, 의사가 뼈에 대해 연질 조직을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것을 어렵게 한다.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상기 설명된 봉합을 위한 임의의 고정 장치는 고정 장치에 형성된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봉합

길이를 필요로하고, 이 후 연질 조직을 통해 루프되고 고정을 완성하도록 하방으로 묶여진다. 하지만, 더 많은 기술들

은 연질 조직에 봉합선을 위치시키고, 내시경 촬영하에서 투관침을 통해 수술하는 동안 매듭을 묶을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고정 장치 설계들에 존재하는 소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하나의 접근은 미국 특허

제5,324,308호(피어스)에 개시된다. 이 특허에서, 경사진 정합면들을 구비하는 근위 및 말단 쇄기형 요소를 구현하는

봉합 고정 장치가 개시된다. 말단 쇄기형 요소는 봉합 부분이 꿰매어질 수 있는 그 기부에서 2개의 봉합 꿰맴 구멍들

을 구비한다. 조립체는 뼈의 천공 구멍에 위치될 수 있고, 장력이 봉합선에 가해질 때 말단 쇄기형 블록은 천공 구멍내

의 돌출 부위를 확대시키고 뼈내부로 고정 장치를 고정시키면서 근위 쇄기형 블록에 대해 상향으로 이동하게 한다. 



공개특허 특2003-0042456

- 4 -

이러한 해결책은 봉합을 위한 고정 장치 지점을 생성하는데 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연질 조직을 뼈에 부착하기 위한 

봉합선에 매듭을 묶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어떠한 방법도 될 수 없다.

연질 조직에 봉합선을 위치시키고 내시경 환경하에서 매듭을 묶는 문제점은 공지되어 있고, 봉합 고정의 과정을 단순

화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행해져왔다. 이러한 하나의 접근은 미국 특허 제5,383,905호(골드즈 외)에 개시

된다. 이 특허는 종방향 보어를 구비하는 비드 부재와 비드 부재의 보어 내에 활주가능하게 삽입되도록 구성되는 고정

부재를 포함하는 신체 조직 주위의 봉합 루프를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를 개시한다. 고정 부재는 봉합 루프의 2개의 

단부들을 수용하도록 통로를 형성하는 적어도 2개의 축 압축성부들을 포함한다. 축부들은 통로내에 수용된 봉합 단부

들을 쇄기형 고정하기 위한 비드 부재의 보어 내에 고정 부재를 삽입할 때 반경방향 내향으로 절첩된다.

골드즈(Golds) 등의 특허에서의 해결책은 접근이 제 위치에 봉합선이 맞물리도록 쇄기형 부재를 이용하지만, 봉합선 

레그는 말단 방향으로 인접하여, 단 한 번 비드의 보어를 통해 통과하고, 고정 부재의 종방향 보어 상에 간섭을 생성하

는 쇄기를 절첩함으로써 맞물린다. 또한, 뼈에 대한 봉합선 부착부를 위해 이러한 구조로 만든 제안은 없었다. 이 구조

는 연질 조직의 결찰(ligation) 또는 접근을 위해 이용되는 등, 봉합선 루프를 고정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해결책으로 그린필드(Greenfield)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584,835호에서 기술된 뼈 부착부를 포함한다. 이 특허

에서, 뼈에 연질 조직을 부착하기 위한 두 가지 부품 장치가 도시된다. 뼈 고정부는 뼈 속의 구멍으로 나사결합되고, 

봉합선 을 수용하기 위해 구성된 플러그를 수납하도록 배치된다. 일 실시예에서, 봉합선 플러그는 뼈 고정부에서 리

셉터클로 가압될 때, 플러그에서 아일릿을 통과하는 봉합선이 고정부의 벽 및 플러그부의 몸체 사이의 마찰에 의해 

포획되도록 구성된다.

비록 뼈 봉합선 부착부에서 매듭의 필요성을 제거한 해결책에 몇 가지 이점이 있을지라도, 봉합 시에 장력을 적절하

게 조정할 수 있는 지의 문제점은 존재한다. 사용자는 적절한 장력이 달성될 때까지, 뼈 고정부로 플러그부를 조절하

기 위해서 봉합선을 당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용은 봉합선에서 장력을 증가시켜서, 연질 조직을 개롯(garrot)시키

거나 재료의 장력 길이를 넘게 봉합선 내 장력을 증가시켜 봉합선을 파손시킬 수도 있다.

뼈 부착부를 통합하고 매듭 묶음을 제거하는 개시 내용은 고블(Goble)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702,397호에서 

설명된다. 특히, 일 실시예는 상기 특허의 도23에서 도시되고 내부 공동과 나사결합된 몸체를 갖는 뼈 고정부를 포함

한다. 공동은 나사결합된 몸체의 일 단부에 대해 개방되고, 나사결합된 몸체의 타단부 밖으로 나온 두 개의 루멘과 결

합한다. 공동 내에 축상에 저널된 기어가 배치된다. 봉합선의 길이는 기어의 주위에 하나의 루멘을 통과하여 꿰메어

지고, 다른 루멘을 통과하여 나온 것이다. 볼은 테이퍼된 레이스에 대해 겹쳐지도록 공동 내에 배치되고 제 위치에 표

면상 봉합선이 맞물린다. 특허 개시 내용으로부터 명확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봉합선에서 장력으로 도시된 힘(D)이 

레이스속에서 볼을 맞물리는가 이다. 이 실시예가 뼈에 봉합선을 고정하기 위한 천공을 이용해서 구성된 셀프-로킹 

고정부가 될지라도, 도시된 구조는 복잡하고, 봉합선을 확실히 고정하기 에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요구되는 것은 근육 둘레띠를 치료하기 위하거나 뼈에 다른 연질 조직을 고정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며, 여

기서 봉합선 장력은 조절될 수 있고 가능하게 측정될 수 있으며, 봉합선은 피층의 뼈 표면 아래에 완전히 잔류하고, 외

과 의사가 뼈 고정부에 봉합선을 부착하기 위해 매듭을 묶을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시도와 관련된 절차는 환자에게 

더 유익하며, 시간을 절약하고, 사용하기에 복잡하지 않고, 이 기술 분야의 숙련자가 쉽게 습득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봉합선 부착부가 피층의 뼈 표면으로부터 완전히 아래에 놓여있는 혁신적인 뼈 고정부 및 연결 기술을 제

공함으로써 상술된 문제를 해결한다. 기술의 본 설명에서, 전형적으로 뼈에 부착된 조직을 통과하는 봉합선은 고정부

의 헤드로 통합된 작은 아일릿을 통해 꿰메지고 난 뒤 봉합선에서 매듭을 묶음으로써 고정된다. 내시경 매듭 묶음은 

힘이 들며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매듭을 묶을 필요없이 뼈 고정부에 봉합선을 고정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봉합선 레그는 뼈에 고정된 연질 조직으로 위치된 후, 고정부를 통과하여 꿰메진 뒤 고정부의 말단부

에 위치된 유동 쇄기형 블록을 통과한다. 쇄기형 블록은 중심을 통과하는 중공 루멘이며 다른 표면에 원추형으로 테

이퍼지도록 구성된다. 쇄기형 블록의 말단부는 원뿔의 더 넓은 단부이고, 중공 루멘에 의해 생성된 내직경 및 원뿔 표

면에 의해 생성된 외직경으로부터의 변이는 중공 루멘 을 통해 꿰메진 봉합선을 드레싱하기 위한 매끄러운 반경을 포

함한다. 봉합선은 쇄기형 블록의 외측 주위를 후방으로 지나가서 원추면 상에 놓인다. 그 후에 봉합선은 고정부를 통

하여 후방 대향 방향으로 다시 꿰메어지고, 인접 단부에서 고정부를 빠져나간다. 고정부는 그 후에 뼈에 삽입되어 고

정된다. 고정부의 말단부는 쇄기형 블록 원추면의 테이퍼부에 정합하도록 테이퍼진다. 장력이 고정부 외부에서 후방

으로 지나가는 봉합선의 레그 상에 인가될 때, 상기 봉합선은 쇄기형 블록의 말단부 주위에 있는 중공 중심 루멘을 통

과하여 고정부 외부 후방으로 견인된다. 이러한 장력은 쇄기형 블록을 고정부 본체 내로 견인되는 경로로 가압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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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는 수단이 채용될 수 있다. 그러한 수단은 쇄기형 블록이 고정부 본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선택적으로 

유지시키는 임의의 봉합선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접합점에서 봉합선 레그 상에서 당겨짐으로서, 봉합선 내의 임의의 이완이 제거되고, 연질 조직이 고정부를 

향해 견인된다. 부착될 뼈에 대해 연질 조직이 양호한 방향으로 향할 때, 쇄기형 블록을 유지하는 봉합선이 제거되고 

봉합선 상의 후방 장력은 쇄기형 블록을 봉합선 레그 상의 압축력을 유지하는 고정부 본체 내의 테이퍼부와 정합하도

록 당겨진다.

다른 실시예에서, 쇄기형 블록은 쇄기의 일측면을 따르는 U자형 채널 및 쇄기의 대향 측면을 따르는 테이퍼면을 갖도

록 구성될 수 있다. U자형 채널은 채널면을 테이퍼면으로 전환시켜 혼합시키는 반경이 큰 면을 지나 테이퍼면과 연통

한다. 쇄기는 실린더 내부로 돌출하는 테이퍼면과 함께 중공 실린더 내부에 위치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쇄기의 테이

퍼와 정합하도록 구성된다. 쇄기는 U자형 채널을 따라 고정부의 말단부로 고정부 본체를 통해 나사 결합될 봉합선의 

두 개의 레그를 허용하도록 구성되어, 봉합선은 반경면 주위로 대향 측면 상의 쇄기의 테이퍼면 상으로 견인된다. 그 

후에 봉합선은 고정부의 인접 단부 외부로 되돌아 지나간다. 상술한 바와 같이, 봉합선 레그는 주위 레그에서의 장력

이 쇄기형 블록을 고정부의 테이퍼진 본체 내로 견인되도록 당겨져서 봉합선을 제 위치에 맞물림시키는 장력이 인가

될 때까지 테이퍼진 쇄기형 블록 주위를 자유롭게 지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봉합선 로킹 시스템에서, 봉합선이 적재된 상태에서 반경이 증가되므로 봉합선 파손율은 종래

의 기술보다 급격히 감소되며, 매듭을 매는 공정이 제거되므로 신규한 공정은 종래의 기술보다 수행하기가 매우 쉽다.

특히, 외부 본체를 포함하는 뼈에 결합 조직을 부착하는 뼈 고정부 장치 및 외부 본체를 축방향으로 통과하여 연장하

는 루멘을 구비한다. 외부 본체의 인접부에서 루멘을 형성하는 내부벽은 외부 본체부에서 인접부로 루멘을 형성하는 

내부벽에 대해 내부로 연장한다. 쇄기형 부재는 루멘 벽부로 내향 연장하는 말단인 루멘의 말단부에 유리하게 배치되

며, 그를 따라 인접 방향 내부로 테이퍼진 외부벽을 갖는다. 쇄기형 부재는 루멘 말단부에서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하

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루멘은 내부에 봉합선을 수용하기 위해, 쇄기형 부재를 통해 축방향으로 연장한다. 바람직하게

는, 쇄기형 부재는 만곡면을 갖는 말단부를 포함하고, 쇄기형 부재의 테이퍼진 인접면은 내부로 연장하는 루멘 내부

벽과 함께 루멘과 연통하는 테이퍼진 말단 루멘을 형성한다.

봉합선은 루멘을 통과하여 쇄기형 부재의 말단 만곡면 주위로 연장하고, 뼈 고정부 장치 외부로 인접하게 연장하는 

자유 단부 및 뼈에 고정될 연질 조직에 부착되는 고정 단부를 포함하여, 자유 단부가 인접하게 지향된 힘에 의한 장력

하에서 위치될 때, 봉합선은 고정 단부에서의 증가된 장력에 의해 봉합선이 축방향 인접 방향으로 쇄기형 부재를 이

동시킬 때까지 쇄기형 부재에 대해 이동하고, 쇄기형 부재의 인접면까지 이어지는 쇄기형 부재의 인접축 이동은 테이

퍼진 말단 루멘의 봉합선 길이를 따라 조이는 내부 루멘벽을 충분히 인접하게 내향 연장시키도록 이동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서, 뼈에 결합 조직을 부착하기 위해, 외부 본체 및 외부 본체를 통해 축방향으로 연장하는 루

멘을 포함하는 뼈 고정부 장치를 구비한다. 외부 본체의 인접부에서 테이퍼진 루멘을 형성하는 내부벽은 외부 본체 

말단부에서 인접부로 루멘을 형성하는 내부벽에 대해 내향으로 연장한다. 쇄기형 부재를 포함하는 봉합선 클램핑 부

재는 루멘에서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서, 뼈를 결합 조직에 부착하기 위해, 외부 본체를 축방향으로 통과하여 연장하는 루멘을 갖는 

외부 본체를 포함하는 뼈 고정부 장치를 구비한다. 외부 본체의 인접부에서 루멘을 형성하는 내부벽은 외부 본체 말

단부에서 인접부로 루멘을 형성하는 내부벽에 대해 내향으로 연장한다. 쇄기형 부재를 포함하는 봉합선 클램핑 부재

는 루멘 말단부에서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다. 봉합선은 루멘을 통과하여, 뼈 고정부 장치 외부로 인접하게 연장하는

자유 단부와 뼈에 고정될 연질 조직에 부착된 고정 단부를 포함하는 쇄기형 부재의 말단면 주위로 연장한다. 자유 단

부가 인접하게 지향된 힘에 의한 장력 하에 위치될 때, 봉합선 은 고정 단부 상의 증가된 장력은 봉합선이 인접 방향

에서 축방향으로 쇄기형 부재를 이동시킬 때까지 쇄기형 부재 주위를 이동하고, 쇄기형 부재의 인접 축방향 이동은 

쇄기형 부재의 인접면이 그 사이의 봉합선 길이를 따라 조이는 내향 연장 내부 루멘에 충분히 인접하게 이동될 때까

지 계속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있어서, 개방된 말단부를 가지는 외부 본체 및 외보 본체를 통해 축 방향으로 연장하는 루멘을

포함하는 결합 조직을 뼈에 부착하기 위한 뼈 고정 장치가 제공된다. 외부 본체의 인접부 내에서 루멘을 한정하는 내

부 벽은 인접부에 대해 멀리 떨어진 외부 본체의 일부분 내에서 루멘을 한정하는 내부벽에 대해 내향으로 연장한다. 

외부면을 가지는 봉합 클램핑 부재는 루멘 말단부 내에 배치되고 그 안에서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한다.

유용하게는, 뼈 고정 장치가 뼈의 일부분 내에 있지 않을 때, 상보 결합 구조가 봉합 클램핑 부재를 루멘 말단부에 보

유하기 위한 상기 루멘 내부면 및 봉합 클램핑 부재 외부면 각각에 배치된다. 양호하게는, 이러한 상보 결합 구조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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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클램핑 부재의 외부면과 루멘 내부면 중 어느 하나에 배치된 핀과, 봉합 클램핑 부재의 외부면과 상기 루멘 내부면

의 다른 하나에서 배치된 핀을 수용하기 위한 리세스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에 있어서, 외부면을 가지는 외부 본체 및 외부 본체를 통해 축방향으로 연장하는 루멘을 포함

하는 결합 조직을 뼈에 부착하기 위한 뼈 고정 장치가 제공된다. 외부 본체의 인접부에서 루멘을 한정하는 내부 벽은 

인접부에 대해 멀리 위치한 외부 본체의 일부분에서 상기 루멘을 한정하는 내부 벽에 대해 내향으로 연장한다. 봉합 

클램핑 부재는 루멘 말단부에 배치되고 그 안에서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다. 또한, 하나 이상의 외향 연장 가능 리브

가 외부 본체를 뼈에 고정시키기 위해 외부 본체의 외부면에 배치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에 있어서, 외향으로 전개 가능한 고정 요소가 위치되는 외부면을 갖는 외부 본체를 포함하는 

말단 쇄기형 고정부를 포함하는 결합 조직을 뼈에 부착하기 위한 뼈 고정 장치가 제공된다. 또한, 인접 드라이버부는 

말단부에서 말단 쇄기형 고정부에 결합되고, 고정 요소를 외향으로 전개하기 위한 작동기를 구비한다. 유용하게는, 인

접 드라이버부와 말단 쇄기형 고정부 사이의 결합은 고정 요소가 전개되면 해제 가능하다.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이는 인접 드라이버부와 말단 쇄기형 고정부 사이의 결합에서 의도된 부전 지점에 의해 이루어지며, 고정 요소가 외

향으로 전개 시에 단지 드라이버부가 환자의 신체로부터 인접하여 제거될 수 있도록 드라이버부를 고정부로부터 분

리시키도록 추가적인 힘이 가해진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에 있어서, 뼈의 일부분에 부착되는 연부 조직의 일부분에 봉합선의 길이부의 제1 단부를 고

정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결합 조직을 뼈에 고정시키기 위한 방법이 개시된다. 봉합선의 길이부의 제2 단부는 뼈 고

정 장치의 외부 본체에서 루멘을 통해 루멘의 말단부에 배치된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봉합 클램핑 부재의 주위에 

꿰매어진다. 외부 본체는 뼈의 일부분에 배치된 블라인드 구멍 내에 배치되며, 봉합선의 길이부의 제2 단부는 봉합선

이 축방향 이동 가능한 봉합 클램핑 부재 주위로 이동하여 봉합선의 길이부의 제1 단부를 뼈 고정 장 치로 끌어당겨서

연부 조직의 일부분을 뼈의 일부분에 맞게 고정시키도록 인접하게 당겨진다. 유용하게는, 봉합선의 길이부의 제1 단

부의 장력이 증가될 때, 연부 조직의 일부분이 뼈의 일부분에 고정됨에 따라 봉합 클램핑 부재는 루멘의 일부분을 한

정하는 내향 연장 벽으로 인접하도록 당겨짐으로서 내향 연장 루멘 벽과 봉합 고정 장치 사이에 봉합선의 길이부의 

일부분을 클램핑시킨다.

양호한 방법의 추가적인 실시예로서, 양호하게는 외부 본체의 외부면에 배치된 리브를 외향 연장 위치로 전개시킴으

로써 주위의 해면 뼈 내부에서 외부 본체를 블라인드 구멍 내에 고정시키는 단계 및 공정을 완료하기 위해 봉합 제2 

단부의 일부분을 절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있어서, 뼈의 일부분에 부착되는 연부 조직의 일부분에 봉합선의 길이부의 제1 단부를 고정시

키는 단계 및 뼈 고정 장치의 외부 본체에서 루멘을 통해 루멘이 말단부에 배치된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봉합 클램

핑 부재의 주위로 봉합선의 길이부의 제2 단부를 꿰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결합 조직을 뼈에 고정시키기 위한 방법이 

개시된다. 뼈 고정 장치는 뼈의 일부분에 배치된 블라인드 구멍으로 삽입되고, 외부 본체의 외부면에 배치된 전개 가

능한 고정 부재는 뼈 고정 장치를 주위 뼈에 고정시키기 위해 외향으로 연장된다. 이러한 단계에 이어서, 뼈 고정 장치

의 드라이버부가 외부 본체로부터 분리되고 환자의 신체로부터 제거된다. 이어서, 봉합선의 길이부의 제2 단부는 뼈

의 일부분에 적합하도록 연부 조직의 일부분을 고정시키고 봉합 클램핑 부재를 봉합 클램핑 위치로 축방향으로 이동

시킴으로써 봉합선을 외부 본체에 고정시키기 위해 근접하도록 당겨진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있어서, 종방향 축, 말단부 및 인접 단부를 구비한 본체를 포함하는 결합 조직을 뼈에 부착시

키기 위한 뼈 고정 장치가 제공된다. 본체의 말단부 상의 표면은 표면의 말단부로부터 인접부로 종방향 축을 향해 내

향으로 경사진다. 경사면을 향해 그리고 상기 경사면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봉합 고정 부재는 

뼈 고정 장치의 일부분을 형성한다. 봉합 고정 부재는 말단부 및 대향 축방향 표면이며 말단부 및 대향 축방향 표면은

그 주위를 둘러싸는 봉합 재료에 접촉하는 봉합 수용 표면을 모두 포함한다. 근본적으로, 사용에 있어서 이것은 봉합 

재료의 길이부가 모든 말단부와 대향 축방향 표면과 물리적으로 접촉되는 방식으로 봉합 재료의 길이부가 봉합 고정 

부재 주위에서 감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대향 축방향 표면 중 하나는 봉합 고정 부재의 폭(

예를 들면, 종방향으로 횡단하는 봉합 고정 부재의 치수)이 말단부로부터 인접 단부로 테이퍼지도록 기울여진다.

전술된 바와 같이, 기울여진 축 방향 표면 및 내향 경사진 본체 말단부 표면은 함께 테이퍼진 말단 루멘을 형성한다.

여기서, 전술된 발명은 특히 연부 조직을 통해 통과되고 뼈에 고정되는 봉합선을 고정시키는 데 적합한 것을 알 수 있

다. 뼈에 봉합선을 고정시키는 다수 대체 방법이 예상되지만, 뼈 내부에서의 고정부의 생성은 본 발명의 범위 밖이다. 

예를 들면, 몇몇 양호한 방법이 봉합선 고정 장치를 사용하여 결합 조직을 뼈에 부착시키는 장치 및 방법이라는 제목

으로 2000년 7월 14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616,802호에서 설명된다. 인용된 출원은 본 발명과 함께 양도

되며 본 명세서 에서 참고하게 된다. 나사, 몰리(moly) 볼트, 및 팝(pop) 리벳과 같은 다른 종래 기술의 고정구들이 본

발명에서도 사용하기에 적합할 수도 있다.



공개특허 특2003-0042456

- 7 -

본 발명과 그에 추가된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연계된 다음 설명을 기준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봉합 로크부를 가지는 뼈 고정부의 일부분의 일실시예의 단면도이다.

도2는 도1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봉합 로크부를 가지는 뼈 고정부의 제2 실시예의 평면도이다.

도2a는 도2의 선 2A-2A를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도2b는 도2의 선 2B-2B를 따라 취한 도면이다.

도3은 도2의 실시예를 사용하는 양호한 방법 중 제1 단계를 도시한 도2의 것과 유사한 평면도이다.

도3a는 도3의 선 3A-3A를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도3b는 도3의 선 3B-3B를 따라 취한 말단부도이다.

도4는 도2의 실시예를 사용하는 양호한 방법 중 제2 단계를 도시한 도3의 것과 유사한 평면도이다.

도4a는 도4의 선 4A-4A를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도4b는 도4의 선 4B-4B를 따라 취한 말단부도이다.

도5는 도2의 실시예를 사용하는 양호한 방법 중 제3 단계를 도시한 도3 및 도4의 것과 유사한 평면도이다.

도5a는 도5의 선 5A-5A를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도6은 도2의 실시예를 사용하는 양호한 방법 중 제4 단계를 도시한 도3 내지 도5의 것과 유사한 평면도이다.

도6a는 도6의 선 6A-6A를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도6b는 도6의 선 6B-6B를 따라 취한 도면이다.

도6c는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일정 형식의 봉합 재료의 단면도이다.

도6d는 본 발명의 쇄기형 클램프에 의해 클램핑되어 가압된 후의 도6c의 봉합선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7은 도2의 실시예를 사용하는 양호한 방법 중 제5 단계를 도시하는 도3 내지 도6의 것과 유사한 평면도이다.

도8은 찢겨진 근육 둘레띠를 관절경 검사상 회복시키기 위한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봉합 로크부 및 뼈 고정부를 사

용하는 양호한 방법 중 제1 단계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9는 도8에 도시된 기구의 말단부를 도시한 확대된 개략도이다.

도10 내지 도14는 전술된 방법의 일련의 단계를 도시한 도9와 유사한 도면이다.

도15는 전술된 방법의 끝맺음으로 회복된 근육 둘레띠를 도시한 도8과 유사한 개략도이다.

실시예

이제 특히 도면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성되며, 외부측 표면상에 나사부(14)를 포함하는 본체(12)와,

인접 루멘(16)과 연통하는 테이퍼진 말단 루멘(18)을 포함하는 뼈 고정기(10)가 도1에 도시된다. 쇄기형 본체(20)는 

테이퍼진 단부(22) 및 쇄기형 본체(20)를 통과하는 루멘(24)을 포함한다. 루멘은 쇄기형 본체(20)의 말단부에서 연마

된 대반경부(26)로서 종결한다. 고정 레그(30)와 자유 레그(32)를 포함하는 봉합선(28)은 말단 루멘(16) 및 쇄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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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루멘(24)을 통과해 꿰어지고, 연마된 대반경부(26)의 둘레를 지나서, 후방으로 재유도되어 말단 루멘(16)을 통

과한다. 고정 레그(30)는, 실제적으로 뼈에 부착되야 할 연질 조직에 본 기술 분야에서 공지된 통상적인 봉합 기술을 

사용하여 봉합선이 상기 조직을 통과해 지나가게 함으로써 봉합선의 상기 레그가 '고정'되기 때문에, 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유 레그(32)는, 실제적으로 외과의가 수작업으로 상기 봉합선의 상기 레그를 제어하기 때문에, '자유'롭

다고 간주된다.

수술시에, 외과의가 봉합선(28)의 자유 레그(32)를 당기면, 봉합선의 고정 레그(30)는 봉합선(28)의 고정 레그(30)에

고정된 조직이 봉합선 내에 인장력을 생성시킬 때까지 뼈 고정기를 통해 수반된다. 이점에서, 봉합선(28) 내의 인장력

은 테이퍼진 말단 루멘(18)과 쇄기형 본체(20)의 테이퍼진 단부(22) 사이의 봉합선을 끼워 조이면서 쇄기형 본체(20)

를 테이퍼진 말단 루멘(18) 내로 상향 가압하려 한다. 봉합선(28)의 고정 레그(30) 내의 인장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쇄기형 본체(20) 상의 힘이 증가한다. 차례로, 또한, 봉합선 상의 조임력도 증가하며, 자가 잠금 기구를 생성한다. 본

체(12)의 외부 표면상의 나사부(14)는 뼈 고정기를 주변 뼈질 내에 체결하는 기능을 한다.

이제 도2, 도2a 및 도2b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뼈 고정 장치(110)의 제2 변경 실시예가 도시되며, 도1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요소는 번호 '1'이 앞에 붙은 유사한 도면 부호로 지시하였다. 뼈 고정 장치(110)는 주름식 세그먼트(139) 또

는 다른 적절한 수단에 의해 동축 배열식으로 기계적으로 함께 체결된, 말단 쇄기형 고정부(135)와 인접 구동부(137)

를 포함한다. 도1의 실시예에서와 같이, 말단 쇄기형 고정부(135)는 인접 루멘(116), 테이퍼진 말단 루멘(118)과, 테

이퍼진 단부(122) 및 연마된 대반경부(126)를 가지는 쇄기형 본체(120)를 포함하는 본체(112)를 포함한다. 말단 쇄

기형 고정부(135)의 본체(112)의 내부 표면상의 홈(143)에 상보적인 핀(141)이 쇄기형 본체(120)상의 홈(142) 내에 

배치될 수 있다. 핀(141)이 홈(142) 및 홈(143) 내에 배치될 때, 이는 쇄기형 본체(120)를 장치(110)의 말단 루멘(11

8) 내의 적소에 유지하는 리테이너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배열은 분리 가능한 요소들로 형성되었지만 장치가 일체성

을 유지하려 하고, 이로 인해 회복 절차를 수행하는 진료 의사의 이미 복잡해진 작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장치를 통해

꿰어진 봉합선이 없을 때 특히 편리하다.

본체(112)의 말단부의 표면상의 주름진 면(145)은 도1의 실시예와 관련하여 상기 논의되었고, 이하의 명세서에서 보

다 완전하게 설명될 바와 같이, 쇄기형 본체(120)가 인장력 하에서 인접하게 이동함에 따라서 봉합선이 쇄기형 본체(

120)와 테이퍼진 말단 루멘(118) 내의 뼈 고정기 본체(112)의 내부 표면 사이에 조이게 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중

요한 테이퍼진 말단 루멘(118) 내에서 테이퍼지는 점진적 인 인접부를 생성한다.

또한 뼈 고정부(135)의 본체(112)의 외부 표면상에는 원통형 본체(112)의 전체 원주 둘레에 이격된 구성으로 분포된

복수개의 슬롯(147)이 있다. 다른 양호한 실시예에서의 슬롯은 축(149)에 평행하게 지향되지만, 이 슬롯(147)은 도

구(110)의 길이 방향 축(149)에 대해 예각으로 배치된 바와 같이 도시된다. 이러한 슬롯 및 그 기능은 본 명세서에 이

미 명백하게 참조로서 통합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09/616,802호에서 보다 완전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제 특히 도3 내지 도7을 참조하여, 예시로서 연질 조직을 뼈에 체결하기 위한 도2, 도2a 및 도2b의 뼈 고정 장치(11

0)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설명될 것이다. 최초에, 봉합선(128) 및 특히 봉합선(128)의 고정 레그(130)가 뼈(도시 안

됨)에 체결되야 하는, 건과 같은, 연질 조직(151)의 일부에 적절한 방식으로 봉합된다. 봉합 프로세스는 어떤 공지 수

단에 의해 달성될 수 있고, 어떤 공지의 봉합선 봉합이 채용될 수 있으며, 대상은 외과 수술 부위로 재입수술을 필요로

하는, 회복 절차의 완료 후에 봉합선이 부주의하게 건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체결 봉합을 보장해야 한다. 양

호한 접근법에서는, 수술 후에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특별한 체결 봉합으로서 본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진 '매트리스 

봉합'을 사용하여 봉합선이 연질 조직에 부착된다. 물론,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본 명세서에서 논의된 양호한 회복 

절차는 관절경 절차이며, 초기 접근 절개는 어깨부와 같은 회복 부위에서 이루어지며, 광학 도구와 같은 외과적 도구

에 대해 회복 부위로의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투관침이 접근 절개부 내로 삽입된다. 양호하게는, 봉합 도구가 전술 된 

봉합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투관침 내로 삽입된다. 물론, 본 발명의 장치는, 만약 필요하다면, 봉합이 수작업으로 이루

어지는 개방 외과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일단 봉합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봉합선(128)의 자유 단부(132)가 봉합 도구와함께 환자의 신체로부터 투관침을 통

해 인접하게 제거된다. 봉합선의 자유 단부(132)는 그후 측방향 포트(153)를 통과하고, 그후 뼈 고정 도구(110)의 인

접 루멘(116)을 통해 꿰어진다(도3, 도3a 및 도3b). 이는 테이퍼진 말단 루멘(118) 및 쇄기형 본체(120)의 말단부 표

면(연마된 대반경부)(126)을 통과하고, 그후 인접 후방으로 테이퍼진 말단 루멘(118)을 통과하고 루멘(116)을 통과

하여 구동부(137)의 인접부에 꿰어진다. 본 실시예에서 쇄기형 본체(120)는 도1의 실시예에서처럼 쇄기형 루멘을 포

함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한다. 오히려, 봉합선은 쇄기형 본체의 각 대향 측면(154a, 154b)(도4a)과 마찬가지로 연

마된 대반경부(126)와도 물리적으로 접촉하도록 쇄기형 본체 둘레로 꿰어진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도1의 실시예

에서와 같이 쇄기형 본체는 쇄기형 루멘을 포함하도록 변경될 수 있고, 봉합선은 이를 통해서 꿰어질 수 있다.

일단 꿰어지는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뼈 고정 도구(110)는 투관침(도시 안됨)을 통해 회복 부위로 복귀되고, 말단 쇄

기형 고정부(135)는 연질 조직(151)이 체결되는 뼈 내로 양호하게는 드릴링에 의해 만들어진 블라인드 구멍(도시 안

됨) 내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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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4, 도4a 및 도4b를 참조하여, 일단 말단 쇄기형 고정부(135)가 만족 스럽게 뼈(도시 안됨) 내부에 배치되면, 

구동부는 전술된 이격 슬롯(147) 사이에 놓여진 본체(112)의 부분을 포함하는 복수개의 리브를 반경 방향으로 외향 

전개하도록 작동된다. 이 절차는 이미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통합되었고 함께 계류 중인 미국 특허 출원 제09/616,

802호에 보다 완전하게 설명되었으나, 전개는 말단 쇄기형 고정부를 축방향으로 압축함으로써 이루어져서, 리브(157

)를 반경 방향으로 외향 가압한다.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슬롯(147)이 장치(110)의 길이 방향 축(149)과 각을 이루

며 놓여진 양호한 실시예에서, 반경 방향으로 외향 전개하는 리브(157)에 의해 형성된 결과 '꽃잎 형상(petals)'은 '꽃

잎 형상'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고정기 본체를 생성하기 위해 서로서로 중첩하면서 반원 형상을 취한다. 그 내부에 고

정기 본체가 반경 방향으로 연장된 연질 해면 뼈는 '꽃잎 형상' 사이를 유동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달성된 고정 효과를

축방향 및 반경 방향 양쪽으로 모두 보다 강화한다. 원본 뼈를 파손하지 않고 그 피질 외부 표면을 인접하게 지나가는

뼈로부터 말단 쇄기형 고정부를 추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고정기는 피질성 골 표면 아래에서 반경 방향으

로 전개되야한다.

본 발명의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은 말단 쇄기형 고정부(135)와 인접 구동부(137) 사이의 접합부에 응력 지점(159)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일단 구동부가 쇄기형 고정부를 위치설정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그후에 고정 리브(157)

가 반경 방향으로 연장되도록 쇄기형 고정부를 축방향으로 압축하기 위해 작동되면, 구동부에 대해서 더 이상의 목적

은 없기 때문이다.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쇄기형 고정부(135) 및 구동부(137)는 기계적으로 예컨대, 각각의 2 개의 

부 분(135, 137)의 축방향으로 중첩하는 원통형 본체 사이에 억지 끼움을 생성하는 복수개의 주름식 세그먼트(139)

에 의해 결합된다. 물론, 많은 다른 등가의 결합기 수단이 마찬가지로 채용될 수 있고, 이러한 수단들은 본 기술 분야

에서 일반적인 숙련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 양호한 실시예에서, 응력 지점(159)은 주름식 세그

먼트(139)와 동일 위치에 위치되고, 구동부(137)에 의해 쇄기형 고정부(135)에 리브(157)를 반경 방향으로 변형하고

연장하기 위해 압축력이 가해지면서, 고정부 전개를 완료하는데 요구되는 힘 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도달할 때, 

약점 또는 ' 파단 지점'의 예비 설계된 응력 지점은 파괴될 것이며, 물리적으로 구동부(137)를 고정부(135)로부터 분

리하도록 설계된다. 도5 및 도5a는 구동부(137)가 쇄기형 고정부(135)로부터 분리되고 환자의 신체로부터 투관침(도

시 안됨)을 통하여 인접하게 배출된 후의 장치(110)를 도시한다.

따라서, 쇄기형 고정부(135)는 이제 영구적으로 뼈 속에서 전개되며, 이로 인해 봉합선(128)을 그 내부에 견고하게 

고정하며, 따라서 영구적으로 연질 조직(151)을 뼈에 체결한다.

이제 도6, 도6a 및 도6b를 참조하여, 일단 말단 고정부(135)가 뼈 내부에 체결되면, 진료 의사가 봉합선(128)의 자유 

단부(132)를 인접하게 당길 때, 바람직한 인접부에 편안하게 위치될 때까지 연질 조직(151)을 뼈를 향해 당겨서, 연

질 조직과 뼈 사이의 기밀하고 견고한 연결을 생성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1의 실시예에 대해, 봉합선(128)의 고정 레그(130) 내에 결합된 조직(151)이 봉합선(128) 내에 

장력을 발생할 때까지 봉합선의 고정 레 그(130)는 쇄기형 본체(120) 둘레로 뼈 고정부를 거쳐 나아간다. 이는 연질 

조직(151)이 뼈를 향해 끌려 들어오고 이에 대해 편안하게 위치될 때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봉합선(128) 

내의 장력은 도6a에 도시되어진 바와 같이, 쇄기형 본체(120)가 테이퍼진 원심 루멘(118)으로 인접하여 압박되도록 

하며, 테이퍼진 원심 루멘(118) 내에서 쇄기형 본체(120)의 테이퍼진 단부(122) 상에서 경사진 축선 표면(154a)과 

본체(112) 상에서 내부로 경사진 표면(161, 도4a) 사이에서 봉합선(128)을 집는다. 봉합선(128)의 고정 레그(130) 

내의 장력이 증가됨에 따라, 쇄기형 본체(120)상의 인접 력은 증가된다. 차례로, 봉합선(128) 상의 집는 힘이 증가되

어, 자체 잠금 기구를 생성한다.

이러한 자체 잠금 봉합 기구(self-locking suture mechanism)를 상세히 논의하는 것이 유익하다. 본 기구의 중요한 

잇점 중의 하나는 역전성 즉, 봉합선의 결합 단부를 제위치에 영구 잠금하나, 봉합선의 자유 단부에 인장력을 인가함

으로써 봉합선 루프의 계속되는 적응성을 허용하는 특성이다. 이는 의사가 시술 과정중에, 건/연질 조직(151)이 고정

된 뼈에 대해 소정의 위치에 놓여진 것으로 여겨진 이후에 종종 발견되며, 봉합선은 상기 방향으로 건을 유지하기 위

해 제위치에 잠금되며, 결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추가 조정이 필요하거나 요구된다. 봉합선이 제위치에 매듭지워지며 

특정 길이에 고정되는 현존하는 종래 기술의 해결책을 이용하나, 소정의 조정을 없애버리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봉합

선을 절단하거나 건을 재봉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경우에 있어서, 봉합 고정부를 유기하여, 쓸모없는 (그리고 고

가의) 고정부를 제위치에 남겨두고, 건을 재봉합하기 위해 뼈 내에 새로 운 고정부를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반면에, 본 발명에서, (뼈에 건(151)의 접근으로 인해) 결합 단부(130)에서 장력이 발생되는 자유 단부(132)가 충분

히 당겨진 이후에, 전술한 바와 같이, 봉합선(128)은 테이퍼진 원심 루멘 내에 체결되며, 결합 단부(130)만이 고정된 

위치에 정착한다. 이는 시술 완료 이후에 뼈에 대해 건이 이동하지 않음을 보장하며, 또한 바람직하다. 반면에, 자유 

단부(132)는 계속해서 이동될 수 있어, 건(151)을 통해 봉합선 루프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차례로 뼈에 대해 건

(151)의 위치의 '미세 회전' 또는 조정을 허용한다.

이러한 잇점들을 이해하기 위해,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의 기능성을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도

2 내지 도6b를 참조하면, 초기 시술 단계에서, 자유 및 결합 봉합선 레그는 자유 부상식 고정 쇄기부(120) 둘레로 봉

합선(128)을 활주하도록 자유롭게 이동된다. 그러나, 건(151)이 뼈에 인접함에 따라 장력이 결합 레그(130) 내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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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개되면, 쇄기형 본체(120)는 전술한 바와 같이, 테이퍼진 원심 루멘(118) 내에 봉합선(128)의 길이를 체결하기 

위해 인접하여 당겨진다. 이러한 접합점에서 고정 레그에 인장력을 인가함으로써 봉합선(128)의 체결 길이에 대해 보

다 단단하게 쇄기형 본체(120)를 인접하여 당김으로써 체결 효과를 강화시킨다. 도6c 및 도6d는 발명자에 의해 관찰

된 바와 같이, 봉합선(128)의 체결 길이 상에 체결력의 효과를 도시하고 있다. 도6c에 도시되어진 바와 같이, 0.058c

m(0.023inch)의 단면 폭을 갖는 #2 둥근 봉합선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봉합선의 체결 길이에 대해 쇄기형 본체(120)

에 의해 가해진 체결력은 대략 0.028cm(0.011inch)의 폭으로 편평화되고 압축되게 한다.

반면에, 봉합선(128)의 자유 단부(132)가 결합 단부에서 봉합선 루프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조정될 수 있

다. 자유 레그(132)에 인장력을 인가함은, 봉합선이 쇄기형 본체(120)에 의해 일단 체결되면, 쇄기형 본체(120)가 원

심 방향으로 다시 이동하게 하여, 테이퍼진 루멘(118)의 단면 영역을 증가시켜, 봉합선의 체결 길이가 결합된 봉합선 

단부의 위치설정을 조절하기 위해 활주될 수 있다. 이의 응답에 명백한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그 중 한가지 이유는

, 자유 단부(132)가 당겨질 때, 봉합선(128)의 체결된 길이는 부분적으로 테이퍼진 원심 루멘(118)을 형성하는 경사

진 내부 루멘 벽에 대해 누르도록 똑바르게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벽이 제위치에 고정되므로, 상대적인 힘은 쇄기

형 본체(120)의 테이퍼진 정면에 대해 누르며, 적당한 거리를 원심으로 누른다. 또 다른 이유는 봉합선의 자유 단부 

상의 계속된 장력이 감소된 편평한 단면으로부터 원래의 대형의 원형 단면으로 체결된 봉합선 부분의 단면적의 반환

으로 인함이다. 이러한 원형화 효과는 인접한 루멘 벽(및 최종 마찰 계면)과의 봉합선의 표면 접촉을 감소시켜, 봉합

선이 테이퍼진 루멘을 통해 활주됨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증가된 봉합선 직경은 쇄기형 본체(120)를 근소한 거리로 

원심으로 누른다. 최종적인 대형의 테이퍼진 루멘은 소정의 조절이 행해질 때까지 건(151)이 전술한 바와 같이 다시 

체결된 이후에, 봉합선(128)의 자유 활주를 허용한다.

도7를 참조하면, 뼈에 연질 조직(151)을 차례대로 영구 고정하기 위한 최종 단계가 도시되어 있으며, 봉합선이 고정

부(135) 내의 쇄기형 본체(120)의 인접 위 치설정에 의해 제위치에 잠금되며, 자유 단부(132)가 고정부(135)의 인접 

단부 부근에서 절단되며, 절개술이 완료된다. 자유 단부(132)는 전술한 바와 같이, 건이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위치설

정되도록 모든 최종 조정이 행해진 이후에 절단된다.

도8 내지 도15는 도2 내지 도7에 도시되어진 것과 유사한 절차를 도시하나, 관절경으로 환자의 근육 둘레띠(rotator 

cuff)의 회복에 특히 적합하다. 따라서, 전술한 도면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부재는 참조번호'2'에 우선하는 동일한 참

조번호로 표시될 것이다.

따라서, 도8에는 경질의 외부 피질골 층(265) 및 비교적 연질의 해면골(267)을 포함하는 위팔갈래(humeral head, 2

63)로 이루어진 견부(261)가 도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근육 둘레띠가 손상된 경우에서와 같이, 이러한 경우

에 있어서, 가시위근 건(supraspinatus tendon, 251)은 위팔갈개로부터 분리되며, 근육 둘레띠의 회복 시술의 목적은

위팔갈개(263)에 건(251)을 재부착하는 것이다.

대안의 근육 둘레띠 회복 시술은 1999년 12월 30일 출원된 계류중인 '무매듭 봉합 고정 장치를 이용하여 뼈에 연속 

조직을 부착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로 제목붙혀진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09/475,495호에 논의되어 있으며, 본 명세

서에 참고로 합체되어 있다.

근육 둘레띠 회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료의사들은 도8에 도시되어진 바와 같이 투관침(269)이 삽입되는 환자의 

견부(261)를 먼저 절개할 것이다. 투관침은 작업 기구뿐만 아니라 기구를 가시화하도록 시술 장소에 접근을 허용하며

, 관절경으로 완료되어질 절차를 허용한다.

다시, 도3 내지 도7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투관침이 삽입되면, 제1 시술 단계는 본 출원의 영역 밖인 소정의 기술을 

이용하여 건(251)을 봉합하여 결합된 봉합 단부(230)를 생성하는 것이다.(도8 및 도9 참조) 이러한 봉합 단계가 완료

되면, 도3 내지 도7의 실시예에서와 같이, 봉합선(228)의 자유 단부(232,도9)는 (도시되지 않은) 봉합 기구와 함께, 

환자의 본체로부터 투관침을 통해 인접하여 이동된다. 봉합선의 자유 단부(232)는 측면 포트(253)를 통해 뼈 고정 기

구(210)의 인접 루멘(216)을 통해 그리고 나서, 테이퍼진 원심 루멘(218)을 통해 원심으로 쇄기형 본체(220)에 꿰매

어지며, 그리고 나서 쇄기형 본체(216)의 테이퍼진 원심 반경(226)을 통해 구동기 부분(237)의 인접 단부를 통해 인

접하여 반환된다. 꿰매는 공정이 완료되면, 뼈 고정 기구(210)는 투관침(269)을 통해 회복 지점으로 복귀되며, 원심 

쇄기형 고정부(235)는 연질의 조직건(251)이 체결되는 뼈(263) 내에, 바람직하게 드릴링에 의해 행해진 블라인드 구

멍(271)에 위치된다.

도10을 참조하면, 원심 쇄기형 고정부(235)가 피질층(265) 아래의 뼈(263) 내에 만족스럽게 위치되면, 구동기 부분(

237)은 구멍(271)의 직경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직경을 갖는 복수개의 '판화(petal)'로 이루어지는 '플라워(flower)'를

이루도록 복수개의 리브(257)를 반경 방향으로 외부로 전개하도록 작동되어, 구멍(271)으로부터 고정부(235)의 '철

회'를 방지한다. 다수의 상이한 작동 기구가 이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도시된 실시예는 고정부(235)를 축방향으로 압

축하기 위해 의사에 의해 압착되어 '플라워' 고정부를 전개하는, 트리거(275)를 포함하는 핸들 부분(273, 도8)을 도시

한다. 이러한 절차는 도3 내지 도7의 실시예에서 사용되어 진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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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 내지 도7의 실시예에서와 같이, 압박 지점(259)은 원심의 쇄기형상의 고정부(235)와 인접 구동기 부분(237) 사

이의 접합점 내에 제공된다. 도11을 참조하면, 종래의 실시예에서와 같이, 쇄기형의 고정부가 고정부 리브를 완전히 

반경방향으로 연장하도록 완전히 압축되면, 트리거(275)는 쇄기형 고정부(235)의 칼럼 상에서 연속하는 축방향 압축

력을 인가하기 위해 시간 주기동안 계속해서 압축된다. 계속되는 힘의 인가는 칼럼이 지정된 손상 지점 즉, 압박 지점

(259)에서 손상되게 하며, 구동기 부분(237)이 고정부(235)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된다. 도11에 도시되어진 바와 같

이, 구동기 부분(237)이 고정부(235)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면, 환자의 몸에서 벗어나 투관침(269)을 통해 인접하

여 회수된다. 도11에서, 구동기 부분(237)은 부부적으로 회수되어 도시되어 있으며, 도12에서 완전히 회수되어 도시

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 봉합선 채널(277)은 도시되어진 바와 같이 구동기 부분(237) 둘레에 동축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쇄기형 고정부(235)는 뼈(263)에 영구히 전개되어 있으며, 봉합선(228)을 단단히 고정하며, 그로 인해 뼈(26

3)에 연질 조직(251)을 영구 고정한다.

도12 및 도13을 참조하여, 말단 고정부(235)가 뼈(263) 내에 고정되면, 바람직한 선단에 아늑하게 위치될 때까지 뼈(

263)쪽으로 건(251)을 당겨서 건과 뼈 사이에 단단하고 안전한 결합을 생성하도록 의사가 봉합선(228)의 자유 단부(

232)를 선단으로 잡아당길 때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실시예에 대해서, 봉합선의 고정 레그(230)는 봉합선(2

28)의 고정 레그(230)에 묶인 건(251)이 봉합선(228)의 장력을 생성할 때까지 쇄기형 본체(220) 주위로 뼈 고정부를

통과한다. 이 때, 도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봉합선(228)의 장력은 쇄기형 본체(220)가 테이퍼진 말단 루멘(218)이 

쇄기형 본체(220)의 테이퍼진 단부(222)와 테이퍼진 말단 루멘(218) 사이의 봉합선(228)을 죌 때까지 선단으로 압박

하기 쉽다. 봉합선(228)의 고정 레그(230)의 장력이 증가함에 따라, 쇄기형 본체(220) 선단의 힘이 증가한다. 차례로,

봉합선(228)의 조임력 또한 증가하고, 자체-잠금(self-locking) 기구를 생성한다.

도13을 참조하면, 봉합선(228)이 뼈 고정부(235) 내의 위치에 잠겨지면, 봉합선 통로(227)는 투관침(269)을 통해 선

단 회수된다. 다음에, 도14 및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유 레그(232)의 초과 봉합선 재료는 절단되고 투관침이 제거

되고, 절차를 완료하도록 절개부가 폐쇄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가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본원에 사용된 모든 용어는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고, 다수의 변경, 변화 및 대용은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로부터 벗어남 없이 해당 

기술 분야의 종사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특히, 근육둘레띠의 관절경검사 회복에 적응될 때, 특히 관절경검사 절차

에 사용되는 뼈에 연질 조직을 부착하거나 재부착하는데 바람직한 임의의 신체 부위의 회복에 이러한 절차가 적용 가

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결합 조직을 뼈에 부착하기 위한 뼈 고정 장치이며,

외부 본체와,

상기 외부 본체를 통해 축방향으로 연장하는 루멘과,

상기 루멘의 말단부에 배치된 쇄기형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외부 본체의 인접부에서 상기 루멘을 한정하는 내부벽은 상기 인접부에 대해 멀리 위치한 상기 외부 본체의 일

부분에서 상기 루멘을 한정하는 내부벽에 대해 내향 연장하고,

상기 쇄기형 부재는 인접 방향으로 내향 테이퍼진 외부벽을 갖고,

상기 쇄기형 부재는 상기 루멘 말단부에서 축방향 이동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본체는 외부면을 갖고, 뼈 내의 외부 본체에 고정시키기 위해 외향 연장하는 돌출부를 갖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돌출부는 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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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돌출부는 복수개의 외향 연장 가능한 리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봉합선을 수용하기 위해 상기 쇄기형 부재를 통해 축방향으로 연장하는 루멘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쇄기형 부재는 만곡 표면을 갖는 말단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쇄기형 부재의 테이퍼진 인접 표면과 상기 내향 연장하는 루멘 내부벽은 함께 상기 루멘과 연

통하는 테이퍼진 말단 루멘을 한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루멘을 통해 상기 쇄기형 부재의 말단 만곡 표면 주위로 연장하는 봉합선을 더 포함하고, 상기 

봉합선은 상기 뼈 고정 장치로부터 인접하여 연장하는 자유 단부와 상기 뼈에 고정되는 연질 조직에 부착되는 고정 

단부를 포함하고, 상기 자유 단부가 인접 배향된 힘에 의한 장력으로 배치될 때, 상기 고정 단부 상의 증가된 장력이 

상기 봉합선으로 하여금 상기 쇄기형 부재를 인접 방향으로 축 방향으로 이동시키게 할 때까지 봉합선은 상기 쇄기형

부재 주위로 이동하고, 상기 테이퍼 말단 루멘에서 상기 봉합선의 길이부를 집기 위해 쇄기형 부재의 인접 표면이 내

향 연장 내부 루멘 벽으로 충분히 인접하여 이동될 때까지 상기 쇄기형 부재의 인접 축방향 이동이 계속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9.
결합 조직을 뼈에 부착하기 위한 뼈 고정 장치이며,

외부 본체와,

상기 외부 본체를 통해 축방향으로 연장하는 루멘과,

상기 루멘 내에서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쇄기형 부재로 구성된 봉합 클램핑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외부 본체의 인접부에서 상기 루멘을 한정하는 내부벽은 상기 인접부에 대해 멀리 위치한 상기 외부 본체의 일

부분에서 상기 루멘을 한정하는 내부벽에 대해 내향 연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그 안에 봉합선을 수용하기 위해 상기 쇄기형 부재를 통해 축방향으로 연장하는 루멘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쇄기형 부재는 만곡된 표면을 갖는 말단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루멘을 통해 상기 쇄기형 부재의 말단 만곡 표면 주위로 연장하는 봉합선을 더 포함하고, 상기 

봉합선은 상기 뼈 고정 장치로부터 인접하여 연장하는 자유 단부와 상기 뼈에 고정되는 연질 조직에 부착되는 고정 

단부를 포함하고, 상기 자유 단부가 인접 배향된 힘에 의한 장력으로 배치될 때, 상기 고정 단부 상의 증가된 장력이 

상기 봉합선으로 하여금 상기 쇄기형 부재를 인접 방향으로 축 방향으로 이동시키게 할 때까지 봉합선은 상기 쇄기형

부재 주위로 이동하고, 그 사이에서 상기 봉합선의 길이부를 집기 위해 쇄기형 부재의 인접 표면이 내향 연장 내부 루

멘 벽으로 충분히 인접하여 이동될 때까지 상기 쇄기형 부재의 인접 축방향 이동이 계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13.
결합 조직을 뼈에 부착하기 위한 뼈 고정 장치이며,

외부 본체와,

상기 외부 본체를 통해 축방향으로 연장하는 루멘과,



공개특허 특2003-0042456

- 13 -

상기 루멘 말단부 내에서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쇄기형 부재를 포함하는 봉합 클램핑 부재와,

상기 루멘을 통해 상기 쇄기형 부재의 말단 표면 주위로 연장하는 봉합선을 포함하고,

상기 외부 본체의 인접부에서 상기 루멘을 한정하는 내부벽은 상기 인접부에 대해 멀리 위치한 상기 외부 본체의 일

부분에서 상기 루멘을 한정하는 내부벽에 대해 내향 연장하고,

상기 봉합선은 상기 뼈 고정 장치로부터 인접하여 연장하는 자유 단부와 상기 뼈에 고정되는 연질 조직에 부착되는 

고정 단부를 포함하고, 상기 자유 단부가 인접 배향된 힘에 의한 장력으로 배치될 때, 상기 고정 단부 상의 증가된 장

력이 상기 봉합선으로 하여금 상기 쇄기형 부재를 인접 방향으로 축 방향으로 이동시키게 할 때까지 봉합선은 상기 

쇄기형 부재 주위로 이동하고, 그 사이에서 상기 봉합선의 길이부를 집기 위해 쇄기형 부재의 인접 표면이 내향 연장 

내부 루멘 벽으로 충분히 인접하여 이동될 때까지 상기 쇄기형 부재의 인접 축방향 이동이 계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쇄기형 부재 말단 표면은 만곡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본체는 외부면을 갖고, 상기 외부면은 뼈에 외부 본체를 고정시키도록 배치된 외향 연장 

가능한 리브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그 안에 봉합선을 수용하기 위해 상기 쇄기형 부재를 통해 축방향으로 연장하는 루멘을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17.
결합 조직을 뼈에 부착하기 위한 뼈 고정 장치이며,

개방 말단부를 갖는 외부 본체와,

상기 외부 본체를 통해 축방향으로 연장하는 루멘과,

외부면을 갖는 봉합 클램핑 부재와,

뼈 고정 장치가 뼈의 일부분 내에 있지 않을 때, 상기 봉합 클램핑 부재를 상기 루멘 말단부에 보유하기 위한 상기 루

멘 내부면 및 상기 봉합 클램핑 부재 외부면 각각에 배치된 상보 결합 구조를 포함하고,

상기 외부 본체의 인접부에서 상기 루멘을 한정하는 내부벽은 상기 인접부에 대해 멀리 위치한 상기 외부 본체의 일

부분에서 상기 루멘을 한정하는 내부벽에 대해 내향 연장하고,

상기 봉합 클램핑 부재는 상기 루멘 말단부에 배치되고 그 안에서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

정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상보 결합 구조는 상기 봉합 클램핑 부재의 외부면과 상기 루멘 내부면 중 어느 하나에 배치된

핀과, 상기 봉합 클램핑 부재의 외부면과 상기 루멘 내부면의 다른 하나에 배치된 핀을 수용하기 위한 리세스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19.
결합 조직을 뼈에 부착하기 위한 뼈 고정 장치이며,

외부면을 갖는 외부 본체와,

상기 외부 본체를 통해 축방향으로 연장하는 루멘과,

상기 루멘 말단부에 배치되고 내부에서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봉합 클램핑 부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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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외부 본체를 주위 뼈에 고정시키기 위해 상기 외부 본체의 외부면에 배 치된 하나 이상의 외향 연장 가능한 리브

를 포함하고,

상기 외부 본체의 인접부에서 루멘을 한정하는 내부 벽이 상기 인접부에 대해 멀리 위치한 상기 외부 본체의 일부분

에서 상기 루멘을 한정하는 내부 벽에 대해 내향으로 연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외향 연장 가능한 리브는 복수의 외향 연장 가능한 리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봉합 클램핑 부재는 인접 방향을 따라 내향으로 테이퍼진 외부벽을 구비한 쇄기형 부재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루멘을 통해 상기 봉합 클램핑 부재의 말단 표면 주위로 연장하는 봉합선을 더 포함하고, 상기

봉합선은 상기 뼈 고정 장치로부터 인접하여 연장하는 자유 단부와 상기 뼈에 고정되는 연질 조직에 부착된 고정 단

부를 포함하고, 상기 자유 단부가 인접 배향된 힘에 의한 장력으로 배치될 때, 상기 고정 단부의 증가된 장력이 상기 

봉합선이 상기 봉합 클램핑 부재를 인접 방향으로 축방향으로 이동시킬 때까지 봉합선은 상기 봉합 클램핑 부재 주위

를 이동하고, 상기 봉합 클램핑 부재 인접 표면과 내향 연장 내부 루멘 벽 사이에 배치된 테이퍼 말단 루멘에서 상기 

봉합선의 길이부를 집기 위해 봉합 클램핑 부재의 인접 표면이 내향 연장 내부 루멘 벽으로 충분히 인접하여 이동될 

때까지 상기 봉합 클램핑 부 재의 인접 축방향 이동이 계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본체는 말단 고정부를 포함하고, 상기 장치는 상기 말단 고정부의 인접 단부에 연결된 인

접 드라이버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인접 드라이버부는 하나 이상의 외향 연장 가능한 리브를 외향으로 연장시키는 작동기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말단 고정부와 상기 인접 드라이버부 사이의 결합 조인트는 의도된 부전 지점을 포함하여, 상

기 적어도 하나의 외향 연장 가능한 리브가 그 연장된 위치로의 전개 시에 단지 드라이버부가 환자의 신체로부터 인

접하여 제거될 수 있도록 드라이버부를 고정부로부터 분리시키도록 추가적인 힘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26.
결합 조직을 뼈에 부착하기 위한 뼈 고정 장치이며,

외향으로 전개 가능한 고정 요소가 위치되는 외부면을 갖는 외부 본체를 포함하는 말단 쇄기형 고정부와,

말단부에서 상기 말단 쇄기형 고정부에 결합되고, 상기 고정 요소를 외향으로 전개하기 위한 작동기를 구비한 인접 

드라이버부를 포함하고,

상기 인접 드라이버부와 상기 말단 쇄기형 고정부 사이의 결합은 고정 요소가 전개되면 해제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인접 드라이버부와 말단 쇄기형 고정부 사이의 결합에서 의도된 부전 지점을 포함하여, 상기 

고정 요소가 외향으로 전개 시에 단지 드라이버부가 환자의 신체로부터 인접하여 제거될 수 있도록 드라이버부를 고

정부로부터 분리시키도록 추가적인 힘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말단 쇄기형 고정부는 상기 외부 본체를 통해 축방향으로 연장된 루멘을 더 포함하고, 상기 외

부 본체의 인접부에서 상기 루멘을 한정하는 내부 벽은 상기 인접부에서 멀리 위치한 상기 외부 본체의 일부분에서 

상기 루멘을 한정하는 내부 벽에 대해 내향으로 연장하고, 봉합 클램핑 부재가 상기 루멘 말단부에 배치되고 그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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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루멘을 통해 상기 봉합 클램핑 부재의 말단 표면 주위의로 연장하는 봉합선을 더 포함하고, 상

기 봉합선은 상기 뼈 고정 장치로부터 인접하여 연장하는 자유 단부와 상기 뼈에 고정되는 연질 조직에 부착된 고정 

단부를 포함하고, 상기 자유 단부가 인접 배향된 힘에 의한 장력으로 배치될 때, 상기 고정 단부의 증가된 장력이 상기

봉합선이 상기 봉합 클램핑 부재를 인접 방향으로 축방향으로 이동시킬 때까지 봉합선은 상기 봉합 클램핑 부재 주위

를 이동하고, 상기 봉합 클램핑 부재 인접 표면과 내향 연장 내부 루멘 벽 사이에 배치된 테이퍼 말단 루멘에서 상기 

봉합선의 길이부를 집기 위해 봉합 클램핑 부재의 인접 표면이 내향 연장 내부 루멘 벽으로 충분히 인접하여 이동될 

때까지 상기 봉합 클램핑 부재의 인접 축방향 이동이 계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30.
결합 조직을 뼈에 고정시키기 위한 방법이며,

뼈의 일부분에 부착되는 연질 조직의 일부분에 봉합선의 길이부의 제1 단부를 고정시키는 단계와,

뼈 고정 장치의 외부 본체에서 루멘을 통해 상기 루멘의 말단부에 배치된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봉합 클램핑 부재

의 주위로 봉합선의 길이부의 제2 단부를 꿰매는 단계와,

뼈의 상기 일부분에 배치된 블라인드 구멍에 상기 외부 본체를 배치하는 단계와,

봉합선이 축방향 이동 가능한 봉합 클램핑 부재 주위로 이동하고 봉합선의 길이부의 제1 단부를 뼈 고정 장치로 끌어

당겨서 연질 조직의 일부분이 뼈의 일부분에 맞게 고정되도록 봉합선의 길이부의 제2 단부를 인접하도록 당기는 단

계를 포함하고,

봉합선의 길이부의 제1 단부의 장력이 증가될 때, 연질 조직의 일부분이 뼈 의 일부분에 고정됨에 따라 봉합 클램핑 

부재는 상기 루멘의 일부분을 한정하는 내향 연장 벽으로 인접하도록 당겨짐으로서 내향 연장 루멘 벽과 봉합 고정 

장치 사이에서 봉합선의 길이부의 일부분을 클램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본체를 상기 블라인드 구멍에 고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단계는 상기 외부 본체의 외부면에 배치된 리브를 외향 연장 위치로 전개시킴으로써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30항에 있어서, 공정을 완료하기 위해 봉합 제2 단부의 일부분을 절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결합 조직을 뼈에 고정시키기 위한 방법이며,

뼈의 일부분에 부착되는 연질 조직의 일부분에 봉합선의 길이부의 제1 단부를 고정시키는 단계와,

뼈 고정 장치의 외부 본체에서 루멘을 통해 상기 루멘이 말단부에 배치된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봉합 클램핑 부재

의 주위로 봉합선의 길이부의 제2 단부를 꿰매는 단계와,

상기 뼈의 일부분에 배치된 블라인드 구멍으로 상기 뼈 고정 장치를 삽입하 는 단계와,

상기 뼈 고정 장치를 주위 뼈에 고정시키기 위해 상기 외부 본체의 외부면에 배치된 전개 가능한 고정 부재를 외향으

로 연장시키는 단계와,

상기 외부 본체로부터 상기 뼈 고정 장치의 드라이버부를 분리시키고 상기 드라이버부를 환자의 신체로부터 제거하

는 단계와,

뼈의 일부분에 적합하게 연질 조직의 일부분을 고정시키고 봉합 클램핑 부재를 봉합 클램핑 위치로 축방향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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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써 상기 봉합선을 상기 외부 본체에 고정시키기 위해 상기 봉합선의 길이부의 제2 단부를 인접하도록 당기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결합 조직을 뼈에 부착시키기 위한 뼈 고정 장치이며,

종방향 축, 말단부 및 인접 단부를 구비한 본체와,

상기 본체의 말단부에 있고 표면의 말단부로부터 인접부로 상기 축을 향해 내향으로 경사진 표면과,

상기 경사면을 향해 그리고 상기 경사면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고, 말단부 표면과 대향 축방향 

표면을 구비한 봉합 고정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말단부 및 대향 축방향 표면은 그 주위를 둘러싸는 봉합 재료에 접촉하는 봉합 수용 표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봉합 고정 부재 주위를 둘러싸는 봉합 재료의 길이부를 더 포함하고, 봉합 재료의 상기 길이부

는 각각의 말단부와 대향 축방향 표면과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대향 축방향 표면 중 하나는 상기 봉합 고정 부재의 폭이 말단부로부터 인접 단부로 테이퍼지

도록 경사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경사진 축방향 표면과 상기 내향으로 경사진 본체의 말단부 표면은 함께 테이퍼진 말단부 루

멘을 한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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