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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요약요약요약

본 발명은 조직을 절단하거나 다룸과 동시에 조직의 지혈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을 통해 고주파 전류를 통과시키는, 마주보

는 이동식 부재(18, 19)상의 쌍극성 전극를 가진 내시경검사적 수술 기구를 제공한다. 이동식 부재(18, 19)사에는 전기 절연재가 배

치되어 있어 전극(18, 19)이 0.002 내지 0.050 인치 떨어져 위치하게 하고 전류가 조직을 통해 마주보는 전극(18, 19) 사이로 통과

하도록 한다. 본 발명은 또한 내시경검사적으로 지혈을 시킴과 동시에 조직을 다루고 절단하는 방법 및 지혈을 일으키기 위해 조직에 

전류를 전송하는 일정한 전압 고주파 전원장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또한 제공한다.  

 

 

명세서명세서명세서명세서 

[발명의 명칭]

쌍극성 내시경검사적 전기수술용 기구

본 발명은 지혈용 전기수술 기구 및 특히 내시경검사적 수술 과정중 조직을 다루고 지혈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의 개량된 쌍극성 전기

수술 기구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개복(open)＂ 수술 고정에 있어, 외과의는 체벽을 통해 큰 절개선으로 절제한 후, 그 위에 위치한 조직을 벌려서 분리시켜 관찰가

능하게 하고 손과 기구를 조작하기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체내에서의 작업을 착수한다. 생체구조는 일반적으로 천 패드로 

덮혀짐으로써 수술 부위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고 기구로부터 보호된다. 외과의는 조직을 만지고 다룰 수 있다. 외과의가 조직

을 다루고, 절단하며 절제할 때, 이 외과의는 집적된 혈액을 흡수하거나 흡인하여 출혈 혈관을 찾아내며 이를 조이고 묶음으로써 조

직 절개에 의해 야기되는 출혈현상을 제어한다.  

 

환자의 체조직을 크게 절개하면 합병증의 가능성이 증대되어, 환자의 건강에 대한 수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된다. 이러한 합병증은 

표적 조직 즉, 수술이 요구되는 조직의 치료뿐 아니라, 외과의가 표적 조직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절개할 때 인접 조직에 유발되

는 외상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다. 일단, 내조직 수술에 착수하면, 외과의는 수술 부위 폐쇄까지 시간-소요 작업에 직면하게 된다. 그



외에도, 환자는 장기간의 수술후 간호와 입원이 필요 할 수도 있다.  

 

내시경, 체강 내부의 비디오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체벽내 상처 구멍을 통해 삽입되는 소형 텔레비젼 카메라의 개발로, 외과의들이 

다른 작은 상처 구멍을 통해 삽입되는 특별히 고안된 수술 기구를 사용하여 수술을 시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몇몇 종래의 장

치는 외과의가 내시경을 통해 기구의 조작을 주시하면서 내조직을 수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장치는 미합중국 특허 제

4,994,024 호(Falk)에 기술되어 있다. 상기 종래의 내시경검사 기구는 몇가지 단점, 특히 절개된 조직으로부터 혈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내시경검사적 수술은 체벽을 통해 큰 절개선으로 절단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환자에게 일부 대수술을 실제로 무통으로 시

술하도록 하고 수술후 입원 기간을 단기간 또는 전혀 필요치 않는다. 그러나, 내시경검사적 수술 시술시에, 외과의는 시술될 조직에

로 접근시 손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과의는 횡단절개된 혈관을 조이고 묶어서 출혈을 제어하는 통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

다. 결과적으로, 내시경검사적 수술시, 절단된 조직은 출혈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개복 수술 과정중에, 즉 내부 기관으

로의 접근을 위해 그위에 덮힌 체조직이 절단되고 제거되는 경우 절제된 조직으로부터의 출혈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혈 수술 과정은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로는 조직내에 포함된 혈관을 절단하고 응고시키기 위해 두 전극 사이에 위치한 환자의 조직을 통해 고주

파 또는 무선주파 전류를 통과시키는 전기수술법이 있다. 조직을 통과하는 전류는 전류 밀도와 전류가 통과하는 조직의 저항의 작용

으로 조직에 주울(오옴) 열을 유발시킨다. 이 열은 조직을 탈수시키고 조직 단백질을 변성시켜 출혈 부위를 봉쇄하는 응괴를 형성시

킴으로써, 신체 자체의 콜라겐이 출혈에 대해 조직을 봉쇄하는 절단면상에 반짝거리는 백색층으로서 재형성되도록 한다.  

 

지금까지, 내시경검사적 전기수술법은 주로 단극성 장치에 국한되어 왔다. 사전 공지된 단극성 전기수술용 기구는 외과의 손의 핸들 

단부에 소형 전극과 환자 아래에 환자와 접촉하는 부분에 대형 전극판을 사용한다. 전기 회로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두 전극중 하나만

이 외과의에 의해 조작되며 시술될 조직위 또는 그 근방에 배치된다. 다른 전극은 환자 아래에 위치한 대형 평판이다. 전원장치는 외

과의가 잡고 있는 소형 작동 전극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조직으로, 그후, 환자를 통과해 환자 아래의 대형 전극판으로 전호를 이루도

록 하기에 충분한, 전기 수술용 기구의 두 전극사이에 수천 볼트의 고주파 전압 스파이크를 가한다. 환자에게 있어, 전류는 열로 전

환되며; 전류가 가장 집중된 손에쥔 소형 전극 바로 아래의 조직이 가장 뜨겁다. 겸자형 모델 A5261번 및 전극 모델 A5266번과 같은 

장치(미합중국, 캘리포오니아, 밀피타스에 소재하는 Olympus Corporation Medical Instrument Division 에서 시판)가 대표적인 단극

성 기구이다.  

 

단극성 전기소작법의 중요한 단점은 전류가 환자를 완전히 통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전압 전류는 소형 전극으로부터 인접한 비-

표적의 생체 구조체로 전호를 이루거나 환자의 신체를 통해 흐를 때 탈선 경로를 지날 수 있으므로, 전극 근방 및 전극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조직에 손상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단극성 장치는 외과의가 전호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 경우인 개복 수술 과정에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개복 수술 과정에 따

른 문제점은 내시경검사적 수술 분야에서 더욱 더 중요해진다. 특히 내시경검사에 단극성 장치를 사용할 때, 이 기구에 의해 발생된 

전호에 대한 외과의의 시야는 내시경에 의해 제공된 제한된 시야에 의해 한정된다. 결과적으로, 탈선 전호--외과의가 그 존재를 의

식할 수 없을 수도 있음--는 심각한 조직 괴사 및 인접 조직체에 대한 의도치 않은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  

 

상기 문제점은 복부내에서 및 복막과 장벽 근방에서 시술된 수술에 특히 위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내시경검사용 단극성 장치에 의

해 발생된 탈선 전호는 복부 조직체상에 사용시 인접 장벽의 천공을 야기시킨다는 실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손상은 통상적으로 과

정중에 외과의에 의해 관찰되지는 않지만, 이후 모든 환자의 25% 가 치사로 결과되는 복막염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개복 수술 과정용 쌍극성 전기수술 장치는 외과의가 가열 및 인접 조직에 대한 원치않는 외상 유발 없이 정확한 국소 부위에 지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쌍극성 장치는 전류 흐름이 전극 사이에 배치된 조직에만 국한되도록 서로 근접 배치

된 두개의 전극을 가진다. 지금까지 이러한 기구는 통상의 투관침(trocar) 튜브 사용을 위해 충분하게 소형인 기구(통상, 직경 5 내지 

10mm)를 제공하면서, 고전압 전극을 전기적으로 단리시키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내시경검사 분야의 사용에 제한성을 가지고 있

었다. 이러한 일종의 장치는 미합중국 특허 제4,655,216호(Tischer)에 기술되어 있다. 상기 특허에 기재된 장치의 복잡한 구조는 필

수적인 전극의 단리를 제공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입증한다. 다른 장치는 올림퍼스 모델 05127 쌍극성 내시경검사용 겸자(미

합중국, 캘리포오니아, 밀리타스에 소재하는 Olympus Corporation Medical Instrument Division 에서 시판)이다.  

 

모든 사전 공지된 단극성 및 쌍극성 전기수술용 장치의 또 다른 단점은 장치의 작업 표면상에 응괴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전기수술 

분야에 사용된 종래의 전원장치는 일반적으로, 고전압-저전류 전력 출력을 제공하는데, 이는 통상의 전기수술 조건의 범주에 있어, 

조직의 임피던스와 불충분하게 매치된다. 종래 기구의 전호 특성과 함께 이러한 미스매치는 기구 표면상에 과도한 응괴 형성과 조직 

소각을 야기시킨다.  

 

내시경검사적 수술의 다른 문제점은 수술 부위에서 외과의가 취할 수 있는 동작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내시경검사 과정

의 경우, 비교적 작은 절개선을 통해 기구가 삽입되기 때문에, 외과의에 의한 기구의 작동 범위는 크게 제한된다.  

 

따라서, 내시경검사적 수술 과정에서 지혈적으로 조직을 절단하고 다루기 위한 목적의, 종래 기구의 단점을 해소한 쌍극성 전기수술

용 기구를 제공하는 것이 요망되어 왔다. 이러한 기구는 많은 작업이 내시경검사에 의해 수행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복 수술 과정의 

필요성 및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발명의 개요]

상기한 바로부터, 본 발명의 목적은 개량된 내시경검사적 수술 기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존재는 내시경검사적 수술 분야를 발전시



킬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이용될 수 없었던 기능, 사용의 용이성 및 안정성 향상을 제공하는 기구의 존재는 많은 수술--현재 개복 

과정으로 수행되는--을 내시경검사 과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개복 수술로부터 내시경검사적 수술로의 전환에 

의해 수술에 따른 환자의 위험성이 저하되고 수술로 인한 인접한 조직의 외상이 감소되며 수술후 회복이 빠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쌍극성 전극의 필요한 전기적 단리를 제공하는 단순 구조를 가진 내시경검사적 수술 과정을 위한 쌍극성 

전기수술용 기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쌍극성 장치는 기구의 전극에 바로 인접한 조직으로 전류 흐름을 제한한

다. 따라서 이들 장치는 복막 또는 다른 인접한 조직을 천공시킬 수 있는 탈선 전호의 생성 경향을 상당히 감소시킨다. 이로 인해 내

시경검사 과정의 전반적인 안전성이 향상되어 많은 수술을 내시경검사적으로 시술되도록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장기간 사용시 거의 점착하거나 응괴를 형성치 않는 쌍극성 내시경검사적 기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쌍극성 내시경검사적 기구는 부하-비의존성의 거의 일정한 전압 출력을 제공하는 전원장치와 함께 사용된다. 조직의 소각 

및 응괴 형성을 상당정도 감소시키는 전압 및 전류 범위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일단, 수술 부위에 위치하면 외과의에게 고도의 기구 조작성을 제공하는 쌍극성 전기수술용 기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기구는 수술 부위에 배치되어 있는 동안 기구의 작업 단부를 회전시키는 수단을 포함

한다.  

 

상기한 목적 및 다른 목적은 환자 피부에 투관침 튜브를 통해 삽입하기 위한 가늘고 긴 원통, 가늘고 긴 원통의 원위 단부에 배치된 

작업 단부 및 기구를 작동시키기 위한 핸들 부재를 가진 쌍극성 전기수술용 기구를 제공함으로써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수행된다. 

원통의 근위 단부 근방에 기구의 작업 단부를 회전시키기 위한 수단이 제공된다. 이 기구는 작업 단부에 있는 전극에 에너지를 제공

하는 전원장치에 기구를 연결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쌍극성 기구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식 부재 및 쌍극성 전극을 포함하는 작업 단부를 가진다. 이동

식 부재의 결합면(mating surface) 한쪽 또는 양쪽에 이들 구성 부재의 전기적 단리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절연층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작업 단부는 조직의 지혈을 일으킴과 동시에 연속해서 그 조직을 기계적으로 절단하는 가위-형 절단 기구, 쥐

고서 조직의 지혈을 수행하기 위한 해부기-형 기구 또는 지혈 목적으로 조직을 분리시키는 단면 절개용 해부기를 포함할 수도 있다.  

 

첫번째 구체예에 있어, 작업 단부의 이동식 부재는 마주보는 결합면을 가진 가위 부재를 포함한다. 가위 부재와 결합된 전극은 조직

에 고주파 전류를 조직에 전도하여 조직을 통해 연장되는 혈관을 응혈시키는데, 이 때 가위 부재의 절단날은 조직을 기계적으로 절단

한다. 절연재층이 가위 부재의 적어도 한 결합면상에 배치되어 있어 가위 부재의 전기적 작동부가 기구 작동중 어떠한 지점에서도 서

로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가위 부재 사이에 있는 조직을 통해 전류가 흐르지만, 지혈을 종결하는 단락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배열에 있어서는, 지혈과 절단이 가위 부재 사이에 배치된 조직을 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나 매끄럽고 정확한 수술 절단부를 제

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구체예는 내시경검사적 지혈용 해부기를 포함하며, 이 때 이동식 부재는 쥠과 동시에 조직의 지혈을 일으키는 마주보

는 조오(jaw)를 포함한다. 첫번째 구체예와 마찬가지로, 조오 부재는 마주보는 결합면을 형성하는 생크부(shank portion)를 포함한

다. 절연재층이 적어도 하나의 이들 결합면상에 배치되어, 부재의 전기적 작동부가 기구 작동시 서로 접하지 않도록 한다.  

 

상기 구체예의 이동식 부재는 부재의 첨단부가 가늘고 긴 원통의 길이방향축과 평행하고 이로부터 분리된 면내에 배치되도록 만곡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형태는 기구는 작업 단부에 대한 외과의의 관찰을 용이하게 하여 수술 부위에서 조직을 다루는데 있어 보다 큰 정

확도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출혈에 대해 조직을 봉쇄하기 위해 조직의 콜라겐을 열에 의해 재형성시키면서 조직을 잡거나 동시에 기계적으로 절

단하는데 쌍극성 전기수술용 기구를 내시경검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선택가능한 거의 일정의 전압 부하-비의존성 출

력을 가진 전원장치와 함께 쌍극성 전기수술용 기구 즉, 가늘고 긴 원통, 전극을 포함하는 작업 단부 및 작업 단부를 작동시키기 위한 

기구를 사용하여 가진 기구를 환자의 내조직에 수술을 내시경검사적으로 시술하는 경우, 상기 방법은 다음 단계들을 포함한다 :  

 

(a) 쌍극성 전기수술용 기구의 전극을 전원장치에 연결하는 단계; 

(b) 환자의 조직을 투관침 또는 유사 장치를 사용해서 절제하여 작은 절개선을 생성하는 단계; 

(c) 쌍극성 전기수술용 기구의 가늘고 긴 원통과 작업 단부를 투관침 튜브를 통해 삽입시켜 작업 단부가 내조직에 대해 근위에 배치

되도록 하는 단계; 및 

(d) 작동 수단을 작동시켜 조직을 다룸과 동시에 조직의 지혈을 일으키는 단계. 

 

상기 방법은 전극 전역에 걸쳐 전압이 10 내지 120 볼트(RMS) 범위이고 주파수가 100 kHz 내지 2 MHz 범위가 되도록 전원장치를 

설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이 방법은 추가로 단위원 근방에 파고율(crest factor)--피크 전압 대 루트-평균-제곱(RMS) 전압

의 비율-을 가진 교류 전압 파형을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기한 목적 및 다른 목적과 잇점은 첨부한 도면과 함께 이하의 상세한 설명을 고려하면 명백해질 것이며, 도면에서 유사 

참고 번호는 유사 부재를 지칭한다 :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기구의 예시적인 구체예를 나타내는 입면 투시도이고; 

제2도는 제1도의 선 2--2 선을 따라 절단된 기구의 입면 단면 측면도(가늘고 긴 원통의 중간부는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한 생략됨)이

며; 

제3도는 제1도의 선 3--3 을 따라 절단된 기구의 작업 단부를 나타내는 분해 투시도이고; 

제4도는 기구의 작업 단부의 대안 구체예를 나타내는 제3도와 유사한 분해 투시도이며; 

제5a도 및 제5b도는 각각 제2도에 제시된 기구의 작업 단부를 나타내는 개방된 확대 단면도 및 폐쇄된 확대 단면도이고; 

제6a도, 제6b도 및 제6c도는 각각 제5a도의 선 6--6 를 따라 절단된, 제5a도에 제시된 기구의 작업 단부의 대안 구체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며;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른 가위-형 작업 단부의 대안 구체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고; 

제8a도 및 제8b도는 각각 본 발명에 따른 작업 단부의 해부기 구체예를 나타내는, 제5a도 및 제5b도와 유사한 단면도이며;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해부기 구체예의 대안 구체예를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1도 및 제2도에는 내시경검사적 수술 과정을 시술하기 위한 쌍극성 전기수술용 기구가 기술되어 있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

성된 기구가 그 작업 단부(11)에 각종 절단 및 그라스핑(grasping) 부재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제1도 및 제2도의 예시 구체예는 환

자의 조직을 절단함과 동시에 환자 조직의 지혈을 일으키기 위한 가위-형 전단 부재를 포함한다.  

 

기구(10)은 피봇(14)에서의 상대적인 이동을 위해 연결된 핸들 부재(12) 및 (13)를 포함한 작동 수단, 관형의 가늘고 긴 원통(15) 및 

작업 단부(11)를 포함한다. 가늘고 긴 원통(15)에 배치된 드라이브 막대(16)는 작업 단부(11)의 이동식 부재(18) 및 (19)에 연결되어 

그 사이에 전기 전위를 제공하는 전기단자(17)를 가진다.  

 

핸들 부재(12)는 길이방향의 보어(21)을 가진 본체부(20) 및 하나 이상의 손가락을 위한 구멍 경계부를 포함하는 피스톨-형 형태를 

가진다. 핸들부재(12)는 경량의 경성재, 예를 들면 주조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가늘고 긴 원통(15)는 본체부(20)내에 끼워

져 있는 근위 단부와 작업 단부(11)의 일부를 형성하는 원위부를 가진 튜브를 포함한다. 가늘고 긴 원통(15)의 근위 단부는 본체부

(20)의 보어(21)내에 끼워져 있어, 가늘고 긴 원통(15)이 그 길이방향 축 주위를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가늘고 긴 원통은 경성 

구조재, 예를 들면 스테인레스 스틸 합금(예, SS 304)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외면상에 테플론과 같은 접착재 피복층을 포함할 수

도 있다.  

 

마디형 회전 손잡이(22)는 본체부(20)의 보어(21)를 가로지르는 슬롯(23)을 통해 돌출되도록 본체부(21)내에 배치된 가늘고 긴 원통

(15)의 일부상에 박혀있다. 마디형 손잡이(22)를 회전시킴에 따라 가늘고 긴 원통(15)이 그 길이방향 축 주위를 회전하므로써 또한 

작업 단부(11)를 회전시킨다.  

 

본체 부재(20)는 보어(21)과 통해 있는 보어(24)를 가지고 있고, 보어(24)내에 배치된 셋 스크류(25)는 원통의 길이방향 축에 거의 

수직으로, 가늘고 긴 원통(15)와 맞물져 있다. 셋 스크류(25)는 가늘고 긴 원통(15)와 맞물리도록 한 단부에 잠금 손잡이(26)과 다른 

단부에 돌기(27)를 가진다. 잠금 손잡이(26)를 회전시킴으로써 가늘고 긴 원통(15)상에 하중을 가하여 마디형 회전 손잡이(22)를 회

전시키기 위한 한계 토크(torque)를 설정할 수 있다. 대안 방법으로, 잠금 손잡이(26)를 회전시켜 셋 스크류(25)의 돌기(27)가 주어

진 각 배향으로 더이상의 회전에 대해, 가늘고 긴 원통(15)을 효과적으로 잠그도록 할 수 있다.  

 

핸들 부재(13)는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 구멍을 한정하는 하부 및 길이방향 보어(29)를 가진 상부(28)를 가진다. 길이방향 보어(29)

는 핸들 부재(12) 및 (13)이 피봇(14)에서 상대적으로 이동하여 결합할 때 핸들 부재(12)의 본체부(20)내에 길이방향 보어(21)와 일

렬 배열된다. 핸들 부재(13)는 핸들 부재(12)와 유사한 재료(예, 주조 알루미늄 합금)를 포함한다.  

 

드라이브 막대(16)은 가늘고 긴 원통(15)내에 배치된 근위 단부(30) 및 작업 단부(11)와 맞물리는 원위 단부(31)를 가진다. 드라이브 

막대(16)의 근위 단부는 그 단부면(32)으로부터 돌출된 전기 단자(17) 및 반원형 그루우브(33)을 한정하는, 단부면(31)에 인접한 부

분을 가진다. 드라이브 막대(16)는 전기 단자(17)가 전원장치에 연결되어 있을 때 핸들 부재(12) 및 (13)에 비해 높은 전기 전위를 가

지기 때문에, 드라이브 막대(16)는 이 드라이브 막대(16)의 외면상에 배치된 전기 절연재 피복층에 의해 핸들 부재(13)와 가늘고 긴 

원통(15)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된다.  

 

드라이브 막대(16)의 그루우브(33)는 절연 핀(35) 사이의 절연 디스크(34) 내에 위치한다. 절연 디스크(34)는 핸들 부재(33)의 상부

(28)에 원형 구경(36)내에 위치한다. 절연 디스크(34)는 고 강도 플라스틱, 예컨대 울템(Ultem, 미합중국, 인디애나, 포트 웨인에 소

재하는 제네럴 일렉트릭 컴패니에서 시판하는, 폴리에테르마이드로부터 제조한 플라스틱의 상표명) 또는 세라믹재를 포함할 수도 있

다. 길이방향 보어(37)은 드라이브 막대(16)의 근위부(30)를 수용하기 위해, 상부(28)의 길이방향 보어(29)와 배열되어 절연 디스크

(34)를 통해 연장된다. 절연 디스크(34)는 절연 핀(35)을 수용하는 보어쌍인, 보어(37)를 수직 교차하는 한 쌍의 보어를 포함한다. 

절연 디스크(34)는 핸들 부재(13)가 피봇(14) 주위를 핸들 부재(12) 기준으로 회전할 때, 원형구경(36)에서 각 운동을 할 수 있다.  

 

세라믹 또는 양극산화처리된 알루미늄과 같은 단단한 전기 절연재를 포함할 수도 있는 절연 핀(35)은 드라이브 막대(16)내에 그루우

브(33)와 맞물려 드라이브 막대(16)가 그 길이방향 축 주위를 회전할 수는 있으나, 절연 핀(35)에 대하여 역방향으로 이동할 수 없도

록 한다. 따라서, 드라이브 막대(16)는 절연핀(35)에서 길이방향 축 주위를 회전하기 위해 그리고 구경(36)내에 절연 디스크(34)의 

각 운동에 의해 핸들 부재(12)에 대하여 역방향 이동을 위해 핸들 부재(13)에 박혀 있다.  

 



제3도에는 작업 단부(11)의 가위-형 구체예가 도시되어 있다. 가늘고 긴 원통(15)의 원위 단부는 원위 단부면(39)으로부터 인접한 

위치로 연장된 정면으로 마주보는 U-자형 슬롯(38)을 가진다. 가늘고 긴 원통(15)의 원위 단부내의 구경(40)은 절연 피봇 핀(41)을 

수용하도록 원통의 직경을 가로질러 배열되어 있다.  

 

드라이브 막대(16)의 근위 단부(31)는 반원형 이등분체(half)(16')을 포함하며, 각 이등분체(16')는 그 원위 단부면(43)으로부터 내향 

연장된 만입면(42)을 가진다. 이등분체(16')의 만입면(42)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 드라이브 막대(16)의 원위 단부내에 슬롯을 생성하

며, 그 내에 작용 단부(11)의 이동식 부재의 생크가 배치되어 있다. 이등분체(16')는 접촉면(44)상에 배치된 절연재층(45)을 가지고 

있어 전류가 접촉면을 통해 통과하지 못한다. 절연재층(45)는 또한 드라이브 막대(16)와 가늘고 긴 원통(15) 사이에 전기적 절연을 

제공하도록 드라이브 막대 이등분체(16')의 외면을 덮고 있다. 만입면(42)의 내면상에는 만입면(42)의 내면이 이동식 부재의 생크과 

전기적으로 접하도록 절연재층이 제공되지 않는다. 절연 드라이브 핀(46)은 이등분체(16')의 단부면(43) 근방의 구경(47)을 통해 연

장된다.  

 

드라이브 막대의 대안 구체예는 제4도에 예시되어 있으며, 이 때 드라이브 막대(16)은 전극 어셈블리(71)를 보유한 드라이브 부재

(70)을 포함한다. 전극 어셈블리(71)은 절연 스트립(73)에 의해 분리된 반원형 전극 이등분체(72)를 포함한다. 절연 스트립(73)은 드

라이브 부재(70)의 원위 단부로부터 이동식 부재의 생크 근방의 위치까지 연장되어 작업 단부(11)의 이동식 부재의 생크를 수용하도

록 드라이브 막대(16)의 단부내에 슬롯을 형성한다. 전극 이등분체(72)의 내면은 절연재층을 포함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전극 이등

분체를 서로로부터 전기적으로 단리하기 위해 절연 스트립(71)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전극 이등분체(72)의 외면은 전극 이등분체를 가늘고 긴 원통(15)으로부터 전기적으로 단리하는 내마모성 전기 절연재(45')로 피복

되어 있다. 절연재(45')는 예를 들면 테플론 또는 폴리이미드를 포함할 수 있다. 절연 드라이브 핀(46)은 전술한 구체예에서와 같이 

전극 이등분체의 원위 단부면(43') 근방에 위치한 구경(47')을 통해 연장된다.  

 

제4도와 관련하여, 전극 이등분체(72)는 절연 핀(74)에 의해 절연 스트립(73)의 한면에 고착된다. 절연 핀(74)은 각각 전극 이등분체

(72)내에 구경(75) 및 절연 스트립(73)내에 구경(76)을 통해 연장된다. 절연 핀은 단단한 전기 절연재, 예를 들면 세라믹 또는 양극산

화처리된 알루미늄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절연 스트립(73)의 근위 단부는 드라이브 부재(70)의 원위 단부내 슬롯(77)내에 삽입된다. 본 구체예에 있어, 드라이브 막대(16)의 

주요부를 포함하는 드라이브 부재(70)는 테플론 또는 나일론과 같은 단단한 전기 절연재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후, 압출에 의해, 전

극 이등분체(72)의 근위 단면으로부터 돌출된 전기 연결기(79)를 수용하도록 두개의 보어(78)을 가진 드라이브 부재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후 보어(78)은 드라이브 막대(16)의 근위 단부로부터 돌출된 전기 단자(17)에 전극 이등분체(72)를 연결시키는 전기 도선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절연 스트립(73)의 근위 단부는 핀(80)에 의해 드라이브 부재(70)의 원위 단부에 고착된다. 핀(80)은 각각 드라이브 부재(70)내에 슬

롯(77)에 인접한, 상기 목적을 위해 제공된 구경(81) 및 절연 스트립(73)내에 구경(82)를 통해 연장된다. 핀(80)은 기구(10)의 전기 

회로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단단한 전기 전도성 물질 또는 절연재를 포함한다. 즉, 핀(80)은 예를 들면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나를 포함할 수 있다.  

 

제1도 내지 제5도에 제시된 예시 구체예에 있어서, 기구(10)의 작업단부(11)는 제1부재(18) 및 제2부재(19)를 포함한다. 제1부재

(18) 및 제2부재(19)는 절연 피봇 핀(41)에 의해 이를 주축으로 연결된 가위 이등분체를 포함한다. 튜브 절연기 이등분체(48)가 가늘

고 긴 원통(15)으로부터 상기 부재들을 전기적으로 절연시키기 위해 부재(18) 및 (19)의 외면에 인접하게 배치된다. 절연 피봇 핀

(41)은 가늘고 긴 원통(15)의 외면과 편평한 단부를 가지며, 제1튜브 절연기 이등분체(48), 부재(18) 및 (19), 및 제2튜브 절연기 이

등분체(48)을 통해 좌우로 연장된다.  

 

절연 피봇 핀은 피이닝(peening)에 의해 변형된 단부를 가진 전기 절연성 금속 핀(예, 양극산화처리된 알루미늄)을 포함할 수 있다. 

대안으로, 절연 피봇 핀(41)은 스크류를 수용하기 위해 한 단부에 실형태의 리세스를 가진 막대형 부재를 포함할 수도 있다. 스크류

는 실형태의 리세스와 맞물리고 조정가능한 압축 하중이 가늘고 긴 원통(15) 및 따라서 부재(18) 및 (19)에 가해지도록 한다.  

 

부재(18) 및 (19)는 각각 전단면(50) 및 (60), 전단날(51) 및 (61), 외면(52) 및 (62), 구경(53) 및 (63), 및 생크부(54) 및 (64)를 포

함한다. 박층의 절연 피복층(49)이 한쪽 또는 양쪽 전단면(50) 및 (60) 및 생크부(54) 및 (64)의 한쪽 또는 양쪽 결합면을 포함하여 

부재(18) 및 (19)의 마주보는 한쪽(제6b도) 또는 양쪽(제6a도) 결합면상에 제공된다.  

 

부재(18) 및 (19)는 쌍극성 전극 기구의 개별적인 전극을 구성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제6a 도 및 제6b 도에 도시된 제1류의 구체예

에 있어, 마주보는 부재(18) 및 (19)는 전기 전도성 물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전극과 전단면 양자로서 제공된다. 제6c 도에 제시된 제

2류의 구체예에서 마주보는 부재들은 전기 절연재로 만들어져 있으며, 외면상에 배치된 전기 전도성 부분을 가진다. 제6a도 내지 제

6c도에서, 부재(18) 및 (19)는 조직(100)과 접촉된 상태로 제시되어 있다.  

 

제1도 내지 제5도에 제시된 작업 단부의 가위-형 구체예에 있어, 부재(18) 및 (19)는 절단날에서의 적절한 와이핑(wiping)을 위하여 

이들 부재가 서로를 향해 배향되도록 하기에 충분한 인장 강도, 적절한 경도 및 우수한 전기 전도성을 제공하는 금속 합금으로 구성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재료에는 스테인레스 스틸(예, 301, 302, 304 및 316), 마르텐사이트성 스테인레스 스틸(예, 

410, 420, 430 및 440) 및 침강 경화 스틸(예, 17-4PH 및 17-7PH 합금)이 포함된다.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면 단조후 기계 처리, 다

이 주조, 금속 사출 성형 및 윤곽선의 전기방전 기계처리(EDM) 컷-아웃을 비롯한 다수의 방법에 의해 부재(18) 및 (19)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부재의 외면(52) 및 (62)는 각 전단면(50) 및 (60)의 경우와 다른 높은 전기 및 열 전도성 물질(예, 은 또는 구리)의 임의 피복층(66)

을 가질 수도 있다. 피복층(66)은 부재(18) 및 (19)가 서로를 기준으로 이동함에 따라, 외면(52) 및 (62)과, 이들 표면과 접촉하고 있

는 조직간의 효과적인 전기적 접촉을 향상시킨다.  

 

피복층(66)은 부재(18) 및 (19)의 외면(52) 및 (62)의 열을 피복층의 열전도 표면부 전체에 분산시킴으로써 편재된 열을 감소시킨다. 

피복층(66)은 또한 부재(18) 및 (19)의 주울 열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데, 그 이유는 임의의 편재된 전류 흐름이 전체 피복층

에 걸쳐 재분포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피복층(66)은 적용된다면, 사용중 혈액과 조직의 열 분해와 외면(52) 및 (62)에 대한 혈

액 및 조직의 점착을 감소시킨다.  

 

절연 피복층(49)은 절단날(51) 및 (61)의 한쪽 또는 양쪽의 내면을 덮어 절단날이 서로로부터 전기적으로 단리되도록 한다. 따라서, 

전류는 부재(18) 및 (19)의 외면(52) 및 (62) 사이에 절단날(51) 및 (61) 근방부에 있는 조직(100)을 통해 흐르며, 반면, 부재(18) 및 

(19)는 부재의 절단 또는 개방 운동중에 서로 전기적으로 접촉하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조직의 지혈은 절단점 바로 앞쪽 위치에서 일어나며, 이 때 절단날(51) 및 (61)은 동시에 지혈 목적으로 가열된 조직을 

절단한다. 이러한 배치는 조직을 통해 연장된 혈관의 동시 응혈을 방해하는 단락을 방지하면서 절단날이 서로 접촉하여 조직을 절단

하도록 한다. 층(49)은 부재(18) 및 (19)가 서로 근접할 때, 마주보는 전단면(50) 및 (60) 사이로 직접 전류가 흐르는 것을 상당히 방

해한다. 오히려, 전류는 전극 사이의 최소 저항의 통로를 통해, 즉, 부재의 외면(52) 및 (62) 각각의 부위(67) 및 (68)와 직접 접촉하

고 있는 조직을 통해 흐른다. 이러한 전류 흐름은 제6a도 내지 제6c도에 제시된 유출선(99)에 의해 개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배열은 절단날(51) 및 (62)가 서로 접촉한 곳에서부터 절단점에 대해 원위점까지의 부위로 외면(52) 및 (62)의 부위(67) 

및 (68) 사이에서 전류 흐름을 제한한다. 상기 원위점은 조직이 더이상 전극 표면사이에 전기적 연결을 형성하지 않거나, 부재(18) 

및 (19) 사이의 공간이 충분히 넓어서, 전류 밀도가 조직의 상당한 주울 열을 발생시키기에 지나치게 낮은 지점이다.  

 

따라서, 부재(18) 및 (19)가 점차적으로 서로 근접함에 따라, 절단점은 절연피복 핀(41)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로 절단날(51) 및 (61)

을 따라 이동하며 전류가 조직을 지혈시키기 위해 한 부재에서 다른 부재로 흐르는 부위가 선행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즉, 지혈이 절

단점 바로 앞의 위치에서 일어나며 이때 절단날(51) 및 (61)은 동시에 지혈 목적으로 가열된 조직을 절단한다.  

 

생크부(54) 및 (64)는 또한 그 마주보는 결합면이 서로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작동 범위를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생크부의 마주보는 

결합면 한쪽 또는 양쪽상에 배치된 층(49)은 마찬가지로 그 표면 사이의 전기적 단락을 방해한다. 즉, 층(49)은 전단면(50) 및 (60)을 

전기적으로 단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크부(54) 및 (64)를 전기적으로 단리시킨다. 대안 방법으로, 층(49)은 생크부(54) 및 (64) 한

쪽 또는 양쪽의 내면상에 배치될 필요는 없으나, 생크부(54) 및 (64) 사이의 절연 드라이브 핀상에 배치되어 생크부를 분리하는 전기 

절연 워셔를 포함할 수도 있다.  

 

재차 제3도에서, 부재(18) 및 (19)의 생크부(54) 및 (64)는 비스듬한 슬롯(55) 및 (65)를 포함한다. 생크부(54) 및 (64)의 외면은 만

입면(42)의 이등분체(16')의 내면과 접한다. 만입면(42)의 내면은 절연재(45)에 의해 덮혀 있지 않으므로, 이등분체(16')는 생크부

(54) 및 (64)와 직접 전기적 접촉 상태에 있다.  

 

부재(18) 및 (19) 및 드라이브 막대 이등분체(16')는 효과적인 전기적 접촉을 제공하는 금속재로 구성되어 있어, 각 부재(18) 및 (19) 

및 그 각각의 드라이브 막대 이등분체(16')의 슬라이딩 접촉 저항이 5 오옴 이하 및 바람직하게는 1 오옴 이하가 되도록 한다. 만입면

(42)의 내면 및 생크부(54) 및 (64)의 외면은 슬라이딩 전기 접촉 저항을 감소시키도록 금 도금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각 쌍극성 전극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전기 회로는 드라이브 막대(16)의 근위부(30)상의 전기 단자(17)로부터 드라이브 막대

(16)의 이등분체(16')를 통해 이등분체(16')의 근위부까지 연장된다. 각 부재(18) 및 (19)의 외향 배치된 생크부는 각 드라이브 막대 

이등분체(16')의 만입면의 내면과 슬라이딩 전기 접촉되어 있어, 작업 단부(11)의 조직 접촉부 전역에 걸쳐 전압 전위를 제공한다. 

절연층(45)(또는 제4도의 구체예의 절연 스트립(73))는 이등분체(16')(또는 전극 이등분체(72))를 전기적으로 단리시키며 반면, 부재

(18) 및 (19) 한쪽 또는 양쪽상의 절연재층(49)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부재를 전기적으로 단리시킨다.  

 

절연 드라이브 핀(46)은 생크부(54) 및 (64)의 슬롯(55) 및 (65)를 통해 연장된다. 절연 드라이브 핀(46)의 단부는 드라이브 막대 이

등분체(16')의 구경(47)내에 배치되어 있어 가늘고 긴 원통(15) 내에 드라이브 막대(16)의 왕복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절연 핀

(46)은 예컨대 실리콘 니트라이드, 지르코니아, 알루미나 또는 생크부(54) 및 (64) 사이에 필수 전기 절연성을 제공하면서 부재(18) 

및 (19)의 개방 및 폐쇄시 핀상에 가해진 하중을 견디기 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진 기타 재료로 구성될 수도 있다.  

 

제5a도 및 제5b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슬롯(55) 및 (65)은 핸들 부재가 원위 방향으로 드라이브 막대(16)를 전진시키도록 작동될 

때, 절연 드라이브 핀(46)이 슬롯(55) 및 (65)의 원위 단부로 전진되어 부재(18) 및 (19)를 개방시키도록 배치된다(제5a도). 이러한 

첫번째 위치에서, 작업 단부(11)은 부재(18) 및 (19)가 그위에 임의의 기계적 하중을 부과하지 않고 조직에 인접하게 위치되도록 배

치될 수 있다.  

 

반면, 핸들 부재(12) 및 (13)이 서로를 향해 회전할 때, 드라이브 막대(16)은 근위에서 왕복 운동한다. 이러한 운동은 드라이브 핀

(46)을 슬롯(55) 및 (65)의 근위 단부를 향해 끌어당겨 제5b도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재(18) 및 (19)를 폐쇄시킨다. 부재(18) 및 (19)

가 점진적으로 폐쇄됨에 따라, 절단날(51) 및 (61)의 교차에 의해 한정된 교차점은 절단날을 따라 이동함으로써, 전류가 조직을 통해 

흘러 기계적으로 절단되기 직전에 조직의 지혈을 일으킨다. 따라서, 두번째 위치에서 부재(18)과 (19) 사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조

직에서 지혈이 일어난 후, 기계적으로 절단된다.  



 

전기 절연재층(49)는 스틸 또는 통상의 가위-형 장치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기타 전기 전도성 물질보다 큰 또는 상당히 큰 경도를 

가질 수도 있다. 예컨대, 부재(18) 및 (19)는 마르텐사이트성 스테인레스 스틸(예, AISI 420)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절연층(49)은 예

를 들면 알루미나 또는 지르코니아와 같은 세라믹재, 또는 유리, 니트라이드, 보라이드 또는 합성 다이아몬드와 같은 무기성 전기 절

연재를 포함할 수도 있다. 선택된 재료에 따라, 층(49)은 통상의 기술, 예를 들면 플라스마 또는 화염-분무 증착법에 의해 부재(18)

의 전단면(52)상에 침착될 수도 있다. 적용된 피복층은 상기 부재에 대한 비-전도성 절단날을 형성하며, 스틸 기판 및 마주보는 부재

(19)의 스틸 보다 큰 경도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층(49)이 부재(19)의 절단날(61) 또는 전단면(60)에 대해 마찰할 때, 스틸 전단면

(60) 및 절단날(61)은 더욱 단단한 절연층(49)에 의해 기계적으로 분쇄되고 연마된다. 따라서 절단날(51) 및 (61)은 자체적으로 예리

해지고 지속적인 사용중에 날카로운 채로 남아 있게 된다. 절연층(49)은 0.050mm(0.002 인치) 내지 1.270mm(약 0.050 인치), 더

욱 바람직하게는 0.076 내지 0.178 mm(0.003 내지 0.007 인치) 범위의 두께를 가진다. 본 발명자들은, 0.025 mm(0.001 인치) 이

하의 두께의 절연층(49)이 전극의 단락을 방해하는데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0.050 mm(0.002 인치)이상, 1.270 mm(0.050 인

치) 이하의 절연층 두께가 적절한 지혈을 일으킨다. 그러나, 조직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부위에서 마주보는 전극의 근위 전류 전도부 

사이의 최소 거리가 클수록, 조직을 통한 전류 경로는 더욱 길어지고, 적절한 지혈을 얻기 위해 목적하는 대로 편재된 강력한 열을 얻

는 것이 더욱 어려워짐이 관측되었다. 1.270 mm(0.050 인치) 이상의 절연층 두께는 기술된 세라믹 절연재에 대해 대부분의 실제적

인 적용 분야에는 지나치게 두꺼운 것으로 보인다.  

 

제6c도에서는,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제2류의 구체예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체예가 기술되어 있으며, 유사 부재는 100이 증가된 

숫자로 나타내었다. 제5a도의 기구와 외견상 유사한 본 구체예에서, 마주보는 부재(118) 및 (119)는 전기 절연재, 예를 들면 지르코

늄 옥사이드 또는 알루미늄 옥사이드-기본의 세라믹과 같은 세라믹재로 만들어져 있다. 부재(118) 및 (199)의 외면(152) 및 (162), 

즉 전단면(150) 및 (160) 및 절단날(151) 및 (161) 이외의 부분은 높은 전기 및 열 전도성을 갖는 물질, 예를 들면 구리, 은 또는 니켈

을 포함하는 피복층(166)을 가진다. 이에 의해 피복층(166)은 부재(118) 및 (119)의 외면 (152) 및 (162)상의 피복층(166) 사이에 

조직을 통해 고주파 전류의 전도를 위한 마주보는 전극을 제공한다. 본 구체예에서, 피복층(166)은 전단부재(118) 및 (119)의 외면 

대부분을 덮으므로, 절단날(151) 및 (161)에 가장 근접한 전류 보유 영역은 0.050 내지 1.270 mm(0.002 내지 0.050 인치) 및 더욱 

바람직하게는 0.076 내지 0.178 mm(0.003 내지 0.007 인치)보다 근접하지 않다. 제6c도의 구체예의 배치와 관련하여, 부재(118) 

및 (119)는 전극 사이에 목적하는 절연재를 제공한다.  

 

제7도는 제5a도 및 제5b도의 작업 단부의 대안적인 구체예를 나타내며, 이때 유사한 번호는 유사한 부재를 나타낸다. 제7도의 구체

예는 대체로 절단날(51) 및 (61)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며, 부재(19)가 가늘고 긴 원통(15)의 길이방향 축에 대해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5a도 및 제5b도와 상이하다. 따라서, 드라이브 핀(46)의 왕복 운동은 개방 및 폐쇄 위치사이에서 부재(18)를 이동시킨다. 

곡선형의 절단날(51) 및 (61)은 절단 작업중에 절단될 조직이 부재(18)과 (19) 사이로부터 빠져나가지 않도록하므로, 조직 절단시 정

확성을 제공한다.  

 

제8a도 및 제8b도에는, 본 발명의 작업 단부(11)의 대안 구체예가 기술되어 있으며, 이 때 유사한 프라임된 번호는 유사한 부재를 나

타낸다. 조오형 부재(18') 및 (19')는 각각 생크부(54') 및 (64')를 가진다. 생크부(54') 및 (64')는 각각 비스듬한 슬롯(55') 및 (65')를 

가진다. 절연된 드라이브 핀(46')은 슬롯(55') 및 (65')를 통해 연장되며, 만곡면(42')의 구경(47')내에 확보된 단부를 가진다. 부재

(18') 및 (19')는 각각 그라스핑면(50') 및 (60'), 톱니(51') 및 (61') 및 외면(52') 및 (62')를 가진다. 톱니(51') 및 (61')은 부재(18') 

및 (19') 사이에 포획된 조직을 잡도록 그라스핑면(50') 및 (60')상에 마주보는 관계로 배치되어 있다. 대만으로 그라스핑면은 조직을 

잡기 위한 피라미드형 톱니 형태로 포함할 수도 있다.  

 

제5a도 및 제5b도의 구체예의 경우에서와 같이, 제8a도 및 제8b도의 장치의 부재(18') 및 (19')은 쌍극성 장치의 전극을 포함한다. 

박층의 절연재(49')가 생크부(54') 및 (64')의 결합면 한쪽 또는 양쪽상에 배치되어 부재(18') 및 (19')가 개방 및 폐쇄 위치 사이에서 

이동할 때 이들 사이의 전기적 단락을 방해할 수도 있다. 대안으로, 층(49')은 생크부(54') 및 (64')를 절연적으로 단리시키기 위해 생

크부 사이에 절연 드라이브 핀(46)상에 배치된 절연 워셔를 포함할 수도 있다.  

 

절연재층(49')이 또한 각 부재의 톱니(51') 및 (61')의 마주보는 면을 덮을 수도 있다. 대안으로, 톱니(51') 및 (61')은 부재가 근접한 

위치일 때, 부재간의 직접 단락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톱니(51') 및 (61')간의 갭이 존재하도록 하는 칫수일 수 있다.  

 

기구의 핸들 부재의 작동은 부재가 조직체 주변에 배치될 수 있는 첫번째 위치로부터 부재가 조직을 잡는 두번째 위치까지 부재(18') 

및 (19')가 이동하도록 드라이브 핀(46')을 전진시킨다. 따라서, 부재(18') 및 (19')는 통상의 집게와 유사하게 그라스퍼-형 운동 범

주를 통해 이동한다. 두번째 위치에서 부재(18') 및 (19') 사이에 포획된 조직을 지혈시키기 위해 전류가 그 사이에 흐른다.  

 

부재(18') 및 (19')의 외면(52') 및 (62')는 단면 절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끄럽고 둥근 단면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기구는 부재(18') 및 (19')를 함께 폐쇄시켜, 다층 조직체 내에 만들어진 절개선내로 삽입될 수 있다. 이러한 첫번째 위치에서, 조직

은 부재(18') 및 (19')의 외면에 거의 기계적 하중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다만 이들 부재의 외면과 접하고 있다.  

 

그후, 전극에 에너지가 공급되고 조오-형 부재(18') 및 (19')는 점차적으로 개방되어 조직의 층을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조직의 지혈

을 일으킬 수 있다. 부재(18') 및 (19')가 이러한 두번째 위치로 이동될 때, 부재의 외면은 조직과 맞물리고 절단 없이 조직 경계선을 

따라 조직층을 분리한다.  

 

제9도는 부재(18') 및 (19')의 첨단부가 가늘고 긴 원통(15')의 길이방향 축에 평행인 면에 위치하도록 만곡된, 제8도의 작업 단부의 

대안 구체예를 나타낸다. 내시경은 통상 수술 기구에 인접한 수술 부위로 삽입되기 때문에, 내시경과 수술 기구 사이에 형성된 예각

으로 인한 시차는 수술 부위에 대한 외과의의 시야를 제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외과의는 수술 기구의 작업 단부에 대해 제한된 시야

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제9도의 구체예는 기구의 작업 단부에 대한 외과의의 시야를 확장시킴으로써 상기한 문제점을 해소한다. 곡선형 작업 단부

를 제공하여 그 첨단부가 가늘고 긴 원통(15')의 길이방향 축에 평행인 면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수술 과정의 정확성을 증진시킨

다. 물론, 본 발명의 작업 단부(11)의 전술한 구체예가 유사하게 외과의의 시야를 확장시키기 위해 곡선형의 첨단부를 제공할 수 있

다는 것이 당해 기술 분야의 전문가에게 명백해질 것이다. 기구의 작업 단부가 표준 투관침 튜브를 용이하게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는, 부재(18') 및 (19')의 첨단부가 가늘고 긴 원통(15)의 직경 이상이 되면 안된다.  

 

전술한 내시경검사용 쌍극성 기구외에, 본 발명은 선택가능한 출력 수준에서 거의 일정한 전압을 제공하는 전원장치와 함께 상기한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때 전압 출력은 부하 임피던스와 무관하다. 이러한 장치는 예를 들면 미합중국 특허 제4,092,986

호 및 제4,969,885호에 기재되어 있다.  

 

가위의 작업면상에 응괴 형성을 감소하기 위해, 본 발명자들은 부하 임피던스와 무관한 거의 일정한 전압 출력, 낮은 전원 임피던스 

및 단위원근방의 파고율--피크 전압 대 RMS 전압의 비율--을 가진 교류 전압 파형을 제공하는 전원장치를 개발하였다. 본 발명은 

실험용 전원장치에 의해 동력 제공되었을 때, 조직의 전호형성 또는 소각 및 응괴 형성 없이 매우 만족할 만한 지혈을 제공하는 것으

로 관측되었다.  

 

본 발명은 사이에 절연재층이 끼워진 전극을 포함하는 이동식 부재를 가진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이 때 장치는 작동시 

조직을 다룸과 동시에 조직의 지혈을 일으킨다. 본 발명자들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장치를 부하-비의존성의 거의 일정한 

전압 출력을 가진 전원장치와 함께 사용할 때 점착이나 응괴 축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우수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100 kHz 내지 2 MHz 범위의 주파수 및 10 내지 120볼트(RMS) 범위의 전압(쌍극성 전극 전역에 걸쳐)은 광범위한 조건하에서 매우 

만족할 만한 성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환자의 내조직에 각종 내시경검사적 수술 과정을 수행하는데 이용하기 적합한 본 발명의 방법은 :

(a) 가늘고 긴 원통, 작동 수단, 및 첫번째 위치와 두번째 위치 사이를 이동하는 제1부재와 제2부재를 포함한 작업 단부를 가진 기구

를 제공하는 단계(상기 제1부재와 제2부재는 첫번째 위치와 두번째 위치 사이를 이동할때 서로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마주보는 결합

면을 가지며 또한 각각은 이들과 결합된 전극을 가짐); 

(b) 마주보는 결합면이 서로를 가로질러 이동할 때, 전극이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제1전극과 제2전극 사이에 전기 절연재를 제공하

는 단계; 

(c) 상기 전극을 전원장치에 연결하는 단계; 

(d) 환자의 조직을 투관침 또는 유사 장치로 절제하여 환자의 체강내로 작은 구멍을 생성하는 단계; 

(e) 작업 단부가 내조직에 인접하게 배치되도록 투관침 튜브를 통해 기구의 작업 단부와 가늘고 긴 원통을 삽입하는 단계; 

(f) 부하 임피던스와 무관한 거의 일정한 전압 수준 출력을 선택하고, 전원장치 전역에서 이를 유지하는 단계; 

(g) 전극을 조직과 전기적 접촉 상태로 배치하는 단계; 및

(h) 첫번째 위치와 두번째 위치 사이를 제1부재와 제2부재가 이동하도록 작동 수단을 작동시켜 조직을 다룸과 동시에 전류를 통과시

켜 조직의 지혈을 일으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물론, 간단히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전술한 단계(a)와 (b)가 합해질 수 있다는 것은 당해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10 내지 90 볼트(RMS) 범위로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 수술 과정중의 조직의 임피던스에 따라 많은 경우에서 바람직하다. 물론, 당

해 기술 분야의 전문가는 전술한 전압이 전원장치의 출력 단자보다는 쌍극성 기구의 전극 전역에 걸쳐 부과된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인식할 것인데, 그 이유는 허용오차가 전기수술용 기구를 전원장치에 연결하는 케이블에서 나타나는 선로 손실에 대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부하 임피던스와 무관한 선택성의 거의 일정한 전압 수준 출력을 가진 전원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효과적인 지혈을 일으키기에 충분

한 출력이 제공된다. 종래의 전기수술용 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보다 낮은 전압 출력 수준을 사용하면, 조직과 접촉 상태가 

아닐 때(즉, 개방-회로 상태) 전극에 전송된 전력은 감소되며, 전극을 조직과 접촉 상태로 할 때 전호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다.  

 

부하 임피던스와 무관한 일정한 전압 수준 출력을 사용하면, 조직 저항이 건조중에 증가함에 따라 조직을 통과하는 과도한 전류 흐름

이 억제된다. 결과적으로, 조직내에서 수득된 지혈의 심도는 더욱 정확히 조절될 수 있고 편재된 전극의 과열을 더욱 잘 회피할 수 있

다. 전극의 편재된 열의 감소는 또한 효율적인 지혈을 방해하고 기구의 조종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응괴의 형성을 억제한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각종 구체예는 설명을 목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은 서로에 대하여 이동가능한 

마주보는 두 부재를 가진 유형의 내시경검사적 수술 기구로 실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기구 및 방법은 내부 조직, 혈관 또는 기관을 

수술하는데 사용하기 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은 전술한 핸들 부재보다는, 드라이브 막대(16)을 왕복 운동시키는 스프링-편산된 당김쇠를 가진 피스톨형 그립을 

포함하는 작동 수단을 사용하여 실행할 수도 있다. 당해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은 전술한 바 이외의 구체예에 의해서도 본 발명을 실

시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첨부하는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57)(57)(57)(57)청구의 범위청구의 범위청구의 범위청구의 범위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1111

제1표면(50,50')과 제1말단부(51,51')를 지닌 제1부재(18,18'); 제2표면(60,60')과 제2말단부(61,61')를 지닌 제2부재(19,19'); 및 

제1표면(50,50')과 제2표면(60,60')을 서로 대향시키고 상기 제1부재(18,18')가 제2부재(19,19')에 대해 가위식 작동으로 상대적으

로 선회할때, 제1말단부(51,51')가 제2말단부(61,61')에 접촉하도록 제1부재(18,18') 및 제2부재(19,19')를 함께 선회식으로 결합시

키는 연결 수단(41,41')으로 구성되며, 이 연결 수단(41,41')이 제1부재(18,18')와 제2부재(19,19')를 이 연결 수단(41,41')에서 전

기적으로 절연시키는 전기 절연 물질로 구성되어, 조직에 전류를 통과시켜 조직을 지혈시키므로써 조직에 대해 전기수술을 시술하는 

장치로서, 상기 제1말단부(51,51')와 제2말단부(61,61')가 서로 접촉할 때 제1부재(18,18')와 제2부재(19,19')가 각각의 길이를 따

라 서로 전기 절연되도록 제1부재(18,18')의 전체 길이를 따라 실질적으로 용착된 전기 절연 물질의 제1층(49,49') 및 전기 전도 물

질의 복합물로 제1부재(18, 18')가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2222

제1항에 있어서, 제1부재(18,18') 및 제2부재(19,19')가 가늘고 긴 홈(55,65,55',65')을 함유하는 축부(54,64,54',64')를 갖고 있고; 

세장형 원통(15,15')이 근말단 및 원말단을 가지며, 이 세장형 원통(15,15')의 원말단 상에 제1부재(18,18') 및 제2부재(19,19')가 

배치되고; 상기 가늘고 긴 홈(55,65, 55',65')내에서 왕복 운동하여 제1부재(18,18')와 제2부재(19,19')를 구동시키는 드라이브 핀

(46,46')을 구비하고 있고' 이 드라이브 핀(46,46')을 구동시키는 제1핸들 부재(12) 및 제2핸들 부재(13)를 구비하고 있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3333

제2항에 있어서, 세장형 원통(15,15')이 종축을 갖고 있고, 제1부재(18,18') 및 제2부재(19,19')가 제1첨단부 및 제2첨단부를 가지

며, 이 제1첨단부 및 제2첨단부가 세장형 원통(15,15')의 종축과 이격된 평행한 면내에 위치하도록 제1부재(18,18') 및 제2부재

(19,19')가 만곡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4444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1부재(18)가 제1전극(67)을 나타내는 부를 함유하는 제1전단 부재로 이루어지고, 제1표

면(5)이 제1전단 표면으로 이루어지며 제1말단부(51)는 제1절단 말단부로 구성되고; 제2부재(19)는 제2전극(68)을 나타내는 부를 

함유하는 제2전단 부재로 이루어지고, 제2표면(60)은 제2전단 표면으로 이루어지며 제2말단부(61)는 제2절단 말단부로 구성되며; 

연결 수단은 제1전단표면(50)이 제2전단 표면(60)에 대해 가위식 절단 작용의 일정 작동 범위내에서 상대적으로 이동하도록 제1전

단 부재(18) 및 제2전단 부재(19)를 연결하며, 상기 가위식 절단 작용으로 일정 작동 범위내에서 제1절단 말단부와 제2절단 말단부

를 따라 이동하는 절단점이 규정되며; 상기 전기 절연 물질의 제1층(49)이 제1전극(67)과 제2전극(68)을 전기적으로 절연시켜, 이 

제1전극(67)과 제2전극(68)이 일정 작동 범위내에서 서로 접촉하지 않고 절단점과 원거리에 위치한 제1전극(67)과 제2전극(68)사이

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5555

제4항에 있어서, 제1절단 말단부(51) 및 제2절단 말단부(61)중 하나상의 말단부가 만곡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6666

제4항에 있어서, 전기 절연 물질의 제1층(49)이 실질적으로 제1절단말단부(51)와 제1전단 표면(50) 전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7777

제6항에 있어서, 전기 절연 물질의 제1층(49)이 제2절단 말단부(61) 및 제2전단 표면(60)의 경도보다 큰 경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8888

제4항에 있어서, 전기 절연 물질의 제1층(49)이 0.050 내지 1.270mm(0.002 내지 0.050인치) 범위내의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9999

제8항에 있어서, 전기 절연 물질의 제1층(49)이 0.076 내지 0.178mm(0.003 내지 0.007인치) 범위내의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10101010

제4항에 있어서, 제2전단 부재(19)가 전기 절연 물질의 제2층(49)과 전기 전도 물질의 복합물로 구성되고; 제1층(49) 및 제2층(49)

이 제1절단 말단부(51) 및 제2절단 말단부(61)가 서로 접촉할 때 제1전극(67)과 제2전극(68)을 전기 절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11111111

제10항에 있어서, 전기 절연 물질의 제2층(49)이 제2전단 표면(60) 및 제2절단 말단부(61)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12121212



제10항에 있어서, 제1층(49)이 제1두께를 가지고, 제2층(49)이 제2두께를 가지며, 제1두께와 제2두께의 합이 0.050 내지 

1.270mm(0 내지 0.050인치)의 범위내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13131313

제4항에 있어서, 제1전극이 제1전단 부재(118)상에 용착된 전기 전도 물질의 제1층(166)을 함유하고 제2전극이 제2전단 부재(119)

상에 용착된 전기 전도 물질의 제2층(166)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14141414

제13항에 있어서, 제1절단 말단부(151)가 제2절단 말단부(161)에 접할때, 제1전극과 제2전극이 0.050 내지 1.270mm(0.002 내지 

0.050 범위내의 간격으로 이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15151515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1부재(18')가 제1전극을 나타내는 부를 함유하는 제1그라스핑(grasping) 부재로 이루어

지고, 제1표면(50')이 제1그라스핑 표면으로 이루어지며; 제2부재(19')가 제2전극을 나타내는 부를 함유하는 제2그라스핑 부재로 이

루어지고, 제2표면(60')은 제2그라스핑 표면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1그라스핑 표면(50')이 제2그라스핑 표면(60')에 대해 가위식 

작용의 일정 작동 범위내에서 상대적으로 이동하여 그 사이에 위치한 조직을 잡을 수 있도록 연결 수단이 제1그라스핑 부재(18') 및 

제2그라스핑 부재(19')를 연결하고; 전기 절연 물질의 제1층(49')이 제1전극과 제2전극을 전기 절연시켜, 제1전극과 제2전극이 일정 

작동 범위내에서 서로 접촉하지 않고 전류가 제1전극과 제2전극사이에서 흘러 제1그라스핑 표면(50')과 제2그라스핑 표면(60')사이

에 위치한 조직을 통해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16161616

제15항에 있어서, 전기 절연 물질의 제1층(49')이 제1그라스핑 표면(50') 및 제1말단부(51')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17171717

제15항에 있어서, 제1그라스핑 표면(50')과 제2그라스핑 표면(60')의 일부가 조직을 잡기 위한 피라미드형 배열 또는 톱니로 형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18181818

제15항에 있어서, 전기 절연 물질의 제1층(49')이 0.050 내지 1.270mm(0.002 내지 0.050 인치) 범위의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19191919

제15항에 있어서, 제2그라스핑 부재(19')가 전기 절연 물질의 제2층(49')과 전기 전도 물질의 복합물로 구성되고; 제1층(49') 및 제2

층(49')이 제1말단부(51')와 제2말단부(61')가 서로 접촉할 때 제1전극과 제2전극을 전기 절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20202020

제19항에 있어서, 전기 절연 물질의 제2층(49')이 제2그라스핑 표면(60') 및 제2말단부(61')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21212121

제15항에 있어서, 조직층들이 지혈되면서 분리되고, 제1그라스핑 부재(18') 및 제2그라스핑 부재(19')가 함께 합쳐진 상태로 조직에 

삽입되고 드라이브 핀(46')이 구동될 때 제1그라스핑 부재(18')및 제2그라스핑 부재(19')가 열려져, 조직 층을 분리시키고, 이와 동

시에 제1전극과 제2전극 사이에서 조직 층을 통해 전류를 통과시켜 지혈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수술을 시술하기 위한 기

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22222222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고주파 교번-전류 파형을 제공하며, 부하 임피던스와는 무관하게 선택가능하고 실질적으

로 일정한 전압의 출력량을 산출하는 전력 공급 수단, 및 이 전력 공급 수단을 제1부재(18, 18') 및 제2부재(19, 19')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수단을 함께 구비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23232323

제22항에 있어서, 전력 공급 수단의 실질적으로 일정한 전압 출력량이 제1 전극과 제2전극을 따라 10 내지 120 볼트(RMS) 범위의 

전압을 제공하도록 선택될 수 있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24242424

제22항에 있어서, 전력 공급 수단이 1에 가까운 파고율을 갖는 전압 파형을 제공하는 기구. 

 

청구항청구항청구항청구항25252525



제22항에 있어서, 전력 공급 수단이 100kHz 내지 2MHz 범위내에서 선택되는 고주파수를 갖는 교번-전류 전압 파형을 제공하는 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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