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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매듭이 없는 봉합선 고정 장치를 사용하여 뼈에 결합조직을 부착하는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에 따른 뼈에 결합 조직을 부착하는 장치는 길이 방향 축을 가지며 환형 토글 부재와, 토글 부재의 말단에 배

치되는 본체 부재를 포함하여, 토글 부재와 본체 부재 사이에 축 방향 공간이 존재하게 된다. 토글 부재는 축을 가로지

르는 방향으로 작은 프로파일을 갖는 비전개 위치와,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큰 프로파일을 갖는 전개 위치 사이

에서 이동 가능하다. 적절한 뼈 내의 원하는 시술 위치에 설치될 때, 봉합 재료는 토글 부재에 고정되거나 접촉되지 않

고 환형 토글 부재 내의 중심 구멍을 통해 축 방향으로 연장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전체적으로 피질골 표면 아래에 위

치되는 봉합선 부착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관절경 시술의 경우에 특히 힘들고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매듭을 묶을 필

요가 없이 뼈 고정구로의 봉합선의 부착을 가능하게 한다. 뼈 고정구로의 봉합선 부착은 뼈 고정구 내의 봉합선 귀환 

부재 주위에서의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루프 형성을 포함하여, 봉합선 및 부착된 연 조직을 조이고, 뼈 고정구에 대해 

봉합선을 압축한다.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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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뼈에 연 조직(soft tissue)을 부착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뼈에 인대(ligament) 

또는 건(tendon) 등의 결합 조직(connective tissue)을 고정하는 고정구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회전근개(

rotator cuff)를 복원하기 위해 상완골두(humeral head)에 회전근개를 재부착하는 관절경 수술 기술(arthroscopic s

urgical technique)로의 특정 적용 분야를 갖는다.

배경기술

건 및 다른 연, 결합 조직이 관련된 뼈로부터 파열되거나 분리되는 것은 증가하고 있는 흔한 문제점이다. 하나의 이러

한 형태의 파열 또는 분리는 극상근건(supraspinatus tendon)이 상완골(humerus)로부터 분리되어 통증 그리고 팔을

올려 외부 방향으로 회전하는 능력의 손실을 유발시키는 '회전근개(rotator cuff)'이다. 완전한 분리는 어깨가 심한 외

상(gross trauma)을 받으면 일어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파열은 특히 고연령 환자에서 작은 장애(lesion)로서 시작

된다.

파열된 회전근개를 복원하기 위해, 오늘날의 일반적인 코스는 대형 절개를 통해 수술로 복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

근법은 현재 회전근개 복원 환자의 거의 99%에서 이용된다. 회전근개의 복원을 위한 2가지 형태의 절개 수술 접근법

이 있는데, 하나는 '고전 절개법(classic open)'으로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니 절개법(mini-open)'으로서 알려져 

있다. 고전 절개 접근법은 노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대형 절개 그리고 견봉(acromion)으로부터의 삼각근(deltoid mus

cle)의 완전한 분리를 필요로 한다. 회전근개는 생존 가능한 조직(viable tissue)으로의 봉합선 부착을 보증하도록 그

리고 합리적인 모서리 접근을 형성하도록 괴사 조직이 제거된다. 부수적으로, 치유가 원래의 뼈 표면 상에서 향상될 

때, 상완골두는 뼈 재부착 지점으로의 제안된 연 조직에서 마모되거나 노치가 형성된다. '뼈 통과 터널(transosseous 

tunnel)'로서 불리는 일련의 작은 직경의 구멍이 흔히 2 내지 3 ㎝의 거리로 마모되거나 노치가 형성된 표면으로부터 

큰 융기(tuberosity)의 외측면 상의 지점으로 측면 방향으로 뼈를 통해 펀칭된다. 마지막으로, 회전근개는 뼈 통과 터

널을 통해 봉합선 단부를 견인하여 브릿지로서 2개의 연속 터널들 사이의 뼈를 사용하여 이들을 함께 묶음으로써 뼈

에 봉합되어 고정되는데, 그 후 삼각근은 견봉에 수술로 재부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 때문에, 삼각근은 수술 후 보

호를 필요로 하여, 회복을 지연시키며 후유성 취약점(residual weakness)을 초래할 수 있다. 완전한 회복은 대략 9 

내지 12개월이 걸린다.

현재의 성장 경향 그리고 모든 수술 복원 시술의 대다수를 대표하는 미니 절개 기술은 작은 절개부를 통해 접근하며 

삼각근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 열시킴으로써 고전 접근법과 상이하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시술은 일반적

으로 관절경 견봉 감압(arthroscopic acromial decompresssion)과 연관하여 수행된다. 삼각근이 분열되면, 회전근

개 파열부를 노출시키도록 후퇴된다. 전과 같이, 회전근개는 괴사 조직이 제거되며, 상완골두는 마모되고, 소위 '뼈 통

과 터널'은 뼈를 통해 '펀칭'되거나 봉합선 고정구가 삽입된다. 상완골두로의 회전근개의 봉합 다음에, 분열된 삼각근

은 수술로 복원된다.

전술된 수술 기술은 회전근개 복원을 위한 치료의 현재의 표준이지만, 이들은 상당한 환자의 불편 그리고 적어도 4개

월 내지 1년 이상의 긴 회복 시간과 관련된다. 대부분의 환자의 불편 그리고 증가된 회복 시간을 유발시키는 것은 큰 

피부 절개와 함께 삼각근의 전술된 처리이다.

저침습성(less invasive) 관절경 기술이 절개 수술 복원의 결점을 처리하려는 노력으로 개발되기 시작하고 있다. 삼

각근의 파열을 최소화하는 작은 투관침 포탈(trocar portal)을 통해 작업하기 때문에, 일부의 외과의는 다양한 뼈 고

정구 및 봉합선 구성을 사용하여 회전근개를 재부착할 수 있었다. 회전근개는 체내에서(intracorporeally) 봉합되며 

고정구가 복원에 적절한 위치에서 뼈 내로 진입된다. 현재의 기술을 사용하여 관절경으로 형성하기 어렵거나 불가능

한 뼈 통과 터널을 통해 봉합선을 관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원은 고정구 및 봉합선을 사용하여 뼈에 대해 회전근개

를 묶음으로써 완성된다. 저침습성 기술의 초기 결과는 환자 회복 시간 및 불편 모두의 상당한 감소로 고무적이다.

불행하게도, 회전근개의 전체적인 관절경 복원을 용이하게 하는 데 요구되는 기술 수준은 과도하게 높다. 체내 봉합은

번거로우며 시간이 소비되고, 가장 간단한 스티치 패턴(stitch pattern)이 이용될 수 있다. 체외 매듭 묶기(extracorp

oreal knot tying)는 다소 덜 어렵지만, 매듭의 견고함은 판단하기 어려우며, 장력은 나중에 조절될 수 없다. 또한, 뼈 

내에 봉합선 고정 지점을 제공하는 뼈 고정구의 사용 때문에, 고정구에 연 조직을 고정하는 매듭은 부득이하게 연 조

직의 상부 상에 매듭 다발을 남긴다. 회전근개 복원의 경우에, 이는 환자가 어깨 관절을 운동시킬 때 수술 후 환자에 

의해 감지될 수 있는 어깨 캡슐 내에 매듭 다발이 남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관절경을 사용하여 묶여진 매듭

이 달성되기 어려우며, 조절하기 불가능하고, 어깨의 최적이 아닌 영역 내에 위치된다. 봉합선 장력도 매듭이 고정되

면 측정하고 조절하기 불가능하다. 결국, 시술의 기술적 난점 때문에, 현재에는 모든 회전근개 시술의 1% 미만이 관

절경 형태이며, 사실상 연구용인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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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관절경 회전근개 복원 기술이 갖는 또 다른 상당한 난점은 현재에 이용 가능한 봉합선 고정구와 관련된 결점

이다. 바늘의 귀(eye of a needle)와 같이 실 또는 봉합선이 관통되는 오늘날 이용 가능한 뼈 고정구 내의 봉합선 아

일릿(suture eyelet)은 반경이 작으며, 고정구가 고 인장 하중 하에 놓일 때 봉합선이 아일릿에서 파괴될 할 수 있다.

뼈로의 연 조직의 부착을 위해 정형 외과의에 의해 사용되는 다양한 뼈 고정구 설계가 존재한다. 이들 설계 사이의 기

본적인 공통점은 연 조직을 통해 통과되어 묶여질 수 있는 봉합선을 위한 뼈 내의 부착 지점을 형성하여, 연 조직을 

고정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착 지점은 상이한 수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나사가 이러한 부착부를 형성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지만, 기존의 설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슨해져 나중에 이들을 제거하는 제2 시술을 요구하는 경향 그

리고 비교적 평탄한 부착부 기하 형상에 대한 요건을 포함하는 다수의 단점을 겪는다.

또 다른 접근법은 피질골(cortical bone)(뼈의 단단하고 고밀도의 외층) 그리고 망상골(cancellous bone)(뼈의 저밀

도의 가볍고 다소 혈관이 많은 내부)의 밀도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피질골과 망상골 사이에는 명백한 경계가 있는데, 

피질골은 저밀도의 망상골에 비해 일종의 경질의 외피를 제공한다. 고정구의 종횡비는 일반적으로 긴 축 및 짧은 축을

갖고 대개 봉합선이 미리 관통되도록 되어 있다. 이들 설계는 고정구가 삽입되는 피질골 내의 구멍을 사용한다. 구멍

은 고정구의 짧은 축이 구멍의 직경을 통해 끼워지도록 천공되며, 고정구의 긴 축은 천공된 구멍의 축에 평행하다. 망

상골 내로의 전개 후, 고정구는 긴 축이 구멍의 축에 수직하게 정렬되도록 90도 회전된다. 봉합선은 견인되며, 고정구

는 뼈의 피질층의 내측면에 대해 장착된다. 고정구의 긴 축의 치수와 구멍 직경의 부정합(mismatch)으로 인해, 고정

구는 구멍으로부터 인접 방향으로 후퇴될 수 없어, 견인에 대한 저항을 제공한다. 이들 고정구는 아직도 봉합선에 응

력을 가하는 아일릿 설계의 전술된 문제점을 겪는다.

또 다른 종래 기술의 접근법은 '팝 리벳(pop rivet)' 접근법을 사용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설계는 분열된 

샤프트가 삽입되는 피질골 내의 구멍을 필요로 한다. 분열된 샤프트는 중공이며, 내강(inner lumen) 내로 안내되는 

테이 퍼형 플러그를 갖는다. 테이퍼형 플러그는 샤프트의 상부를 통해 외부로 연장되며, 플러그가 내강 내로 후퇴될 

때, 테이퍼 형성부는 분열된 샤프트가 외향으로 펼쳐지게 하여, 뼈 내로 장치를 표면 상으로 로킹시킨다.

뼈에 연 조직을 고정하는 다른 방법이 종래 기술에 알려져 있지만, 어깨의 캡슐 영역 내에 봉합선을 제외한 임의의 것

을 남긴다는 의사의 꺼림 때문에, 현재에는 어깨 복원 시술에 가능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스테이

플(staple), 택(tack) 등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 이동 중 손상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의 결과로서, 부착 

지점은 종종 이상적이 아닌 위치에 위치되어야 한다. 또한, 택 또는 스테이플은 연 조직 내에 상당한 구멍을 필요로 하

며, 외과의가 뼈에 대해 연 조직을 정밀하게 위치시키는 것을 어렵게 한다.

전술된 바와 같이, 전술된 봉합선을 위한 고정구 지점 중 임의의 것은 소정 길이의 봉합선이 고정구 내에 형성된 아일

릿을 통과한 다음에 고정을 완성하도록 연 조직을 통해 루프가 형성되어 묶여질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내시경 시

야 하에서 투관침을 통해 작업하면서 연 조직 내에 봉합선을 위치시키고, 매듭을 묶는 데에는 많은 기술이 요구된다.

현재의 고정구 설계에 존재하는 문제점 중 일부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나의 이러한 접근법이 피어스(Pierce

)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324,308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 특허에서, 경사진 결합면을 갖는 인접 및 말단 웨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봉합선 고정구가 개시되어 있다. 말단 웨지 구성 요소는 소정 길이의 봉합선이 관통될 수 있는 기부

에서 2개의 봉합선 관통 구멍을 갖는다. 조립 체는 뼈 내의 천공된 구멍 내에 위치될 수 있으며, 장력이 봉합선 상에 

위치될 때, 말단 웨지 블록은 인접 웨지 블록에 대해 태워지게 되어, 천공된 구멍 내의 투영된 영역을 확대시키며, 뼈 

내로 고정구를 로킹시킨다. 이러한 접근법은 봉합선을 위한 고정구 지점을 형성하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뼈에 연 조

직을 고정하기 위해 봉합선 내의 매듭을 묶여야 하는 문제점을 처리하지 못한다.

연 조직 내에 봉합선을 위치시키고 내시경 환경에서 매듭을 묶는 문제점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처리

하여 봉합선 고정의 과정을 단순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나의 이러한 접근법이 골즈(Golds)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383,905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 특허는 길이 방향 보어를 갖는 비드 부재와, 비드 부재의 보어 내에 활주식

으로 삽입되도록 된 고정구 부재를 포함하는 신체 조직 주위에 봉합선 루프를 고정하는 장치를 기재하고 있다. 고정구

부재는 봉합선 루프의 2개의 단부를 수용하기 위해 통로를 한정하는 적어도 2개의 축 방향 압축 가능한 섹션을 포함

한다. 축 방향 섹션은 통로 내에 수용된 봉합선 단부를 고정하기 위해 비드 부재의 보어 내에 고정구 부재가 삽입될 때

반경 방향으로 내향으로 붕괴된다.

골즈 등의 특허의 접근법은 소정 위치에 봉합선을 로킹시키기 위해 웨지형 부재를 이용하지만, 봉합선 레그는 인접 

방향으로부터 말단 방향으로 단지 1회만 비드의 보어를 통과하며, 고정구 부재의 길이 방향 보어 상에 방해부를 형성

하는 웨지의 붕괴에 의해 로킹된다. 또한, 뼈로의 봉합선의 부착을 위한 설계에서 어떠한 것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 설

계는 주로 연 조직의 결찰(ligation) 또는 접근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봉합선 루프를 로킹시키는 데 적절하다.

조직 부착을 포함하는 종래 기술의 접근법이 피어스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405,359호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토글 웨지(toggle wedge)는 바브형(barbed) 팁 및 저부의 존재를 특징으로 하는 상부를 포함하는 2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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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포함한다. 봉합 재료는 2개의 토글부의 각각에서 구멍을 통해 연장되며, 저부 토글부의 하부 모서리에서 봉합

선 내에 배치된 매듭에 의해 소정 위치에 유지된다. 인접한 연 조직 내로 봉합선을 고정하기 위해, 2개의 토글부는 예

컨대 도3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로에 대해 회전된다. 이 개시 내용은 2개의 실시예가 건에서 이용되면, 장치가 연 조

직뿐만 아니라 뼈 내에 봉합선을 고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취급하기 

복잡하고 어려우며, 아직도 봉합선 내의 매듭의 묶기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을 갖는다.

뼈 부착을 포함하는 또 다른 접근법이 그린필드(Greenfield)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584,835호에 기재되어 있다. 

이 특허에서, 뼈에 연 조직을 부착하는 2개 부분의 장치가 도시되어 있다. 뼈 고정구 부분은 뼈 내의 구멍 내로 나사 

고정되며, 봉합선을 수용하도록 된 플러그를 수용하도록 배치된다. 일 실시예에서, 봉합선 플러그는 뼈 고정구 부분 

내의 리셉터클 내로 가압될 때 플러그 내의 아일릿을 통과한 봉합선이 고정구 부분의 벽과 플러그 부분의 본체 사이

의 마찰에 의해 포획된다.

뼈로의 봉합선의 부착에서 매듭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하는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 약간의 장점이 있지만, 봉합선 내의

장력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는 문제점 이 존재한다. 사용자는 적절한 장력이 달성될 때까지 봉합선을 견인한 다음

에 뼈 고정구 부분 내로 플러그 부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봉합선 내의 장력을 증가시키며, 연 조직을

조이거나 재료의 인장 강도를 넘어 봉합선 내의 장력을 증가시켜, 봉합선을 파괴시킬 수 있다. 추가적으로, 소정 위치

에 봉합선을 조이거나 로킹시키는 이러한 고정구 설계에 의해 제공되는 최소 표면적은 하중에 견디는 봉합선의 능력

이 크게 손상되도록 봉합선을 마모시키거나 손상시킬 것이다.

뼈 부착을 포함하며 매듭 묶기를 제거하는 개시 내용이 고블(Goble)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702,397호에 기재

되어 있다. 특히, 일 실시예가 이 특허의 도23에 도시되어 있으며, 내부 공동을 갖는 나사형 본체를 구비한 뼈 고정구

를 포함한다. 공동은 나사형 본체의 일단부에서 개방되며, 나사형 본체의 타단부로 연결되는 2개의 내강을 결합시킨

다. 공동 내에는 축에 저널링된 기어가 배치된다. 소정 길이의 봉합선이 기어 주위에서 하나의 내강을 통해 관통되며, 

다른 내강을 통해 외부로 나간다. 볼이 테이퍼형 레이스에 대해 태워지고 소정 위치에 봉합선을 표면 상으로 로킹시

키도록 공동 내에 배치된다. 특허 개시 내용으로부터 불명확한 것은 봉합선 내의 장력으로서 도시된 힘(D)이 레이스 

내로 볼을 로킹시키는 방법이다. 이 실시예는 뼈 내로 봉합선을 고정하는 블라인드 홀(blind hole)에서 사용되도록 된

자기 로킹 고정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도시된 구성은 복잡하며, 봉합선을 신뢰성 있게 고정하는 데 충분한 것으

로 보이지 않는다.

바트렛(Bartlett)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782,863호는 소정 길이의 봉합선이 관통되는 고정구 보어를 갖는 원추형

봉합선 고정구를 간단하게 포함하는 뼈 부착부를 포함하는 봉합선 고정구를 개시하고 있다. 고정구는 형상 기억 삽입

단부를 갖는 삽입 공구를 사용하여 뼈의 일부 내의 보어 내로 삽입된다. 고정구가 삽입됨에 따라, 원추 형상 때문에, 

보어 내로 끼워지기 위해 회전됨으로써 재배향되어, 삽입 공구의 단부를 굽힐 것이다. 그러나, 뼈 고정구의 인접 모서

리가 망상골 내로 진입되면, 삽입 공구의 형상 기억 삽입 단부는 고유 직선 배향을 다시 취하기 시작하여, 원래 배향으

로 고정구를 재회전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원추형 본체의 코너는 연 망상골 내로 돌출되며, 고정구 본체는 경질의 피

질골을 통해 뼈 보어로부터 인접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방지된다. 다음에, 삽입 공구는 제거된다.

바트렛 특허의 접근법은 혁신적이지만 독특하고 복잡한 삽입 공구의 사용을 포함하여 전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에서 어느 정도의 단점을 갖는다. 또한, 뼈에 봉합선을 고정하기 전 연 조직의 봉합을 허용하지 않고, 봉합 시술의 결

말에서 필요에 따라 뼈에 연 조직을 접근시키기 위해 봉합선의 장력 제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양호한 실

시예에서, 봉합선은 알려진 단점인 고정구에 매듭으로 묶여진다.

또 다른 종래 기술의 접근법이 페들릭(Pedlick)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961,538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 특허에

서, 소정 길이의 봉합선을 수용하는 오프셋 봉합선 개구를 갖는 고정구 본체를 포함하는 뼈 부분 내의 보어 내에 소정

길이의 봉합선을 고정하며, 삽입될 때 장치의 회전으로 불균형을 형성하는, 웨지형 봉합선 고정구 시스템이 기재되어

있다. 샤프트 부분은 뼈 보어 내로 웨지형 고정구 본체를 삽입하는 데 이용된다. 고정구 본체가 망상골 내에 있으면, 

피질골층 아래에서, 샤프트는 고정구 본체가 회전되게 하도록 인접 방향으로 견인되어, 망상골과 고정구 본체의 코너

를 결합시킨다. 다음에, 샤프트는 고정구 본체로부터 분리되어, 뼈 내의 소정 위치에 고정구 본체를 남긴다.

페들릭 등의 접근법은 봉합선이 뼈 내에 고정된 후 원하는 연 조직에 부착된다는 점에서 종래 기술이다. 결국, 수술 

시술을 완료할 때 뼈에 연 조직을 최적으로 접근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봉합선에 장력을 제공할 기회가 없다. 추가

적으로, 이 접근법은 봉합선이 뼈 고정 본체와 직접 결합되므로 복잡하며 가요성이 제한된다. 삽입 공구가 고정구 본

체로부터 이탈되기 전 망상골과 견고하게 결합될 정도로 뼈 고정 본체가 충분히 회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 봉합선을 적절하게 고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보누티(Bonutti)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6,056,773호는 페들릭 등에 의해 개시된 것과 다소 유사한 봉합선 고정 시

스템을 개시하고 있다. 인접 방향으로부터 고정구 본체 상에서 말단 방향으로 가압되는 푸셔 부재(pusher member)

를 사용하여 뼈 보어 내로 삽입 가능한 원통형 봉합선 고정구 본체가 제공된다. 고정구 본체가 뼈 보어 내로 진행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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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피질골 표면 아래에서, 고정구 본체의 내강을 통해 연장되는 봉합선은 고정구 본체가 푸셔 부재에 대해 회전되

게 하도록 고정구 본체 상에 인접 방향 인장력을 가하여, 망상골 내에 고정구 본체를 고정한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은

페들릭 등의 시스템과 유사한 단점을 가지며, 봉합선이 뼈 고정 본체와 직접 결합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뼈 및 봉합선 고정구 모두가 완전히 피질골 표면 아래에 위치되 며, 외과의가 뼈 고정구에 봉합선을 부착하

도록 매듭을 묶을 필요가 없고, 봉합선 장력이 조절될 수 있으며 가능하면 측정될 수 있는, 회전근개를 복원하거나 뼈

에 다른 연 조직을 고정하는 신규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신규한 접근법과 관련된 시술은 기존의 시술보다 환자에게 

양호하여야 하며, 시간을 절약하여야 하고, 사용하기 복잡하지 말아야 하며, 당업계의 통상 기술을 갖는 의사에게 용

이하게 훈련되어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체적으로 피질골 표면 아래에 놓이며 나아가 관절경 시술의 경우에 특히 힘들고 기술적으로 요구하는 매

듭을 묶을 필요가 없이 뼈 고정구로의 봉합선의 부착을 허용하는 봉합선 부착을 허용하는 혁신적인 뼈 고정구 및 결

합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전술된 문제점을 해결한다.

특히, 본 발명의 일 태양에서, 길이 방향 축을 가지며 토글 부재와, 토글 부재의 말단에 배치되는 바람직하게는 튜브

형의 본체 부채를 포함하는, 뼈에 결합 조직을 부착하는 뼈 고정구 장치가 제공된다. 축 방향 공간은 토글 부재와 본체

부재 사이에 존재한다. 결합부는 축 방향 공간 내에 배치되며, 본체 부재에 토글 부재를 결합시킨다.

작동될 때, 본 발명의 뼈 고정구 장치를 전개하고자 할 때, 토글 부재는 본체 부재 그리고 뼈 고정 장치가 배치되는 구

멍의 가로 방향 치수 또는 폭보다 넓지 않은 길이 방향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의 작은 프로파일을 갖는 비전개 위

치와, 구멍의 폭보다 실질적으로 큰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큰 프로파일을 갖는 전개 위치 사이에서 피벗 또는 회

전 방식으로 이동 가능하여, 토글 부재의 외부 모서리는 피질골 아래에 놓인 망상골 내에 매립되며, 피질골을 통한 구

멍을 넓히는 것을 제외하면 구멍의 외부로 인접 방향으로 고정구를 인출하는 합리적인 방식이 없다.

토글 부재가 전개될 때, 결합부는 축 방향 공간이 길이가 감소되도록 변형된다.

결합부는 바람직하게는 토글 부재에 결합되는 인접 단부와, 본체 부재에 결합되는 말단부를 갖는 하나 이상의 스트럿

을 포함한다. 제조될 때, 바람직하게는 구성이 환형 및 타원형인 본체 부재, 스트럿 및 토글 부재는 모두 하이포튜브(h

ypotube) 등의 단일 편으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토글 부재는 비전개 위치에서 축에 대해 예각으로 배치되며, 전개 위치에서 축에 대해 실질

적으로 가로 배향으로 배치된다.

본 발명자는 의료 시술의 완료 후 영향을 받은 신체 부분의 사용 중 잠재적인 주기적 하중 효과로 인해 생체 조직 친

화성이고 비교적 연성의 재료로 적어도 결합부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토글 부재도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재료는 스테인리스 강 등의 어닐링된 금속을 포함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토글 부재의 인접 방향으로 맨드럴이 그리고 토글 부재를 통해 축 방향으로 연장되는 케이싱이 

배치된다. 본체와 함께, 맨드럴은 비전개 위치로부터 전개 위치로 토글 부재를 작동시키는 데 유용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에서, 뼈에 결합 조직을 부착하는 뼈 고정구 장치가 제공되는데, 이 장치는 길이 방향 축을 가

지며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작은 프 로파일을 갖는 비전개 위치와,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큰 프로파일을 갖는

전개 위치 사이에서 회전 가능한 토글 부재를 포함한다. 봉합선 재료는 토글 부재의 말단에 배치되는 본체 부재에 부

착되어야 하므로, 토글 부재는 봉합선 재료를 부착하는 어떠한 구조도 갖지 않는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에서, 뼈에 결합 조직을 부착하는 장치가 제공되는데, 이 장치는 길이 방향 축을 가지며 환형 

토글 부재와, 토글 부재의 말단에 배치되어, 토글 부재와의 사이에 축 방향 공간이 존재하게 하는 본체 부재를 포함한

다. 유리하게는, 토글 부재는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작은 프로파일을 갖는 비전개 위치와,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

으로 큰 프로파일을 갖는 전개 위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하다. 적절한 뼈 내의 원하는 시술 위치에 설치될 때, 봉합선 

재료는 토글 부재에 고정되거나 접촉되지 않고 환형 토글 부재 내의 중심 구멍을 통해 축 방향으로 연장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에서, 뼈에 결합 조직을 부착하는 장치가 제공되는데, 이 장치는 길이 방향 축을 가지며 토글 

부재와, 토글 부재의 말단에 배치되어, 토글 부재와의 사이에 축 방향 공간이 존재하게 하는 본체 부재를 포함한다. 토

글 부재는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작은 프로파일을 갖는 비전개 위치와,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큰 프로파일을

갖는 전개 위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하다. 결합부는 축 방향 공간 내에 배치되며 본체 부재에 토글 부재를 결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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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에서, 뼈에 결합 조직을 부착하는 장치가 제공되는데, 이는 길이 방향 축을 가지며 체강 내에 

고정하는 고정 구조를 갖는 고정구 본 체를 포함한다. 고정구 본체는 인접 단부, 말단부 그리고 인접 단부에서 개방되

는 내강을 가지며, 소정 길이의 봉합선이 인접 단부로부터 내강 내로 유입되고 그 주위에 루프가 형성되며 인접 단부

를 통해 내강으로부터 외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 내에 배치되는 봉합선 귀환 부재를 추가로 포함한다. 봉합선 로킹 

플러그는 제1 위치로부터 제2 위치로 내강 내에서 이동 가능하며, 뼈 고정 부재는 고정구 본체에 부착되고, 바람직하

게는 인접 단부에서, 비전개 위치와 전개 위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하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봉합선 귀환 부

재는 고정되거나 회전 가능할 수 있는 샤프트 또는 핀을 포함한다. 뼈 고정 부재는 비전개 위치에서 토글 부재는 길이

방향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작은 프로파일을 가지며 전개 위치에서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큰 프로파일을 갖

는 토글 부재를 포함한다.

전술된 바와 같이, 토글 부재는 바람직하게는 토글 부재와 고정구 본체 사이에 축 방향 공간이 존재하도록 고정구 본

체의 인접하여 배치된다. 토글 부재가 전술된 비전개 위치로부터 전술된 전개 위치로 이동될 때, 축 방향 공간은 길이

가 감소된다. 결합부는 축 방향 공간 내에 배치되며 고정구 본체에 토글 부재를 결합시킨다. 결합부는 바람직하게는 

토글 부재에 결합되는 인접 단부와, 고정구 본체에 결합되는 말단부를 갖는 한 쌍의 스트럿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에서, 바람직하게는 뼈의 일부 내에 배치되는 체강에 대해 연 조직 바람직하게는 건을 고정하

도록 봉합선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은 봉합선 재료의 루프가 연 조직 내에 배치되어 2개의 자유 단부를

형성하도록 연 조직을 통해 소정 길이 봉합선 재료를 통과시키는 단계와, 개방된 인접 단 부 및 내강을 갖는 고정구 

본체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봉합선 귀환 부재는 고정구 본체 내에 배치된다. 추가의 단계는 개방된 인접 단부

를 통해 고정구 본체의 내강 내로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를 통과시켜,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가 내

강으로부터 개방된 인접 단부를 통해 인접 방향으로 연장되도록 봉합선 귀환 부재 주위에서 이들에 루프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고정구 본체는 체강에 대해 고정되며, 봉합선 재료의 루프는 필요에 따라 체강에 대해 연 조직을 접

근시키도록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견인함으로써 장력이 제공된다. 추가의 단계

는 매듭이 없이 고정구 본체에 대해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를 체결하는 단계이다.

양호한 접근법에서, 체강에 대해 고정구 본체를 고정하는 단계는 체강을 형성하는 단계와, 체강 내로 고정구 본체를 

통과시키는 단계와, 고정구 본체 상에서 고정 구조 바람직하게는 전개 가능한 토글 부재를 반경 방향으로 펼치는 단

계를 포함한다. 고정 구조는 뼈의 피질층에 결합되도록 그리고 체강으로부터의 고정구 본체의 인접 방향 제거를 방지

하도록 고정구 본체의 인접 단부 상에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에서, 뼈에 연 조직을 고정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는데, 이는 길이 방향 축을 가지며 뼈의 일

부 내에 배치되는 보어 내에 그 내에 고정되는 소정 길이의 봉합선을 갖는 고정구 본체를 배치하는 단계와, 토글 부재

가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작은 프로파일을 갖는 비전개 위치로부터 토글 부재가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큰 프

로파일을 갖는 전개 위치로 고정구 본체의 인접 단부에 부착된 토글 부재를 전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토글 부재는 

뼈의 일부에 대 해 축 방향으로 고정구 본체를 고정한다. 결합부는 고정구 본체에 토글 부재를 결합시키며, 토글 부재

와 고정구 본체 사이의 축 방향 공간 내에 배치된다. 전술된 전개 단계는 토글 부재가 비전개 위치로부터 전개 위치로

이동됨에 따라 결합부를 변형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르면, 체강에 대해 소정 길이의 봉합선을 고정하는 매듭이 없는 봉합선 고정구 장치는 체강 내

에 고정하는 고정 구조와, 봉합선 로킹 플러그를 포함한다. 고정구 본체는 인접 단부, 말단부 그리고 인접 단부에서 개

방되는 내강을 갖는다. 고정구 본체에 대해 고정되는 봉합선 귀환 부재는 소정 길이의 봉합선이 인접 단부로부터 내강

내로 유입되며 그 주위에 루프가 형성되고 인접 단부를 통해 내강으로부터 외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제공된다. 봉합

선 로킹 플러그는 제1 위치로부터 제2 위치로 내강 내에서 이동 가능하다. 바람직하게는, 봉합선 로킹 플러그 및 내강

은 봉합선 로킹 플러그가 제1 위치의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축 방향 이동을 방해하지 않고 바람직하게는 고정구 본체

에 대해 소정 길이의 봉합선을 압축함으로써 제2 위치의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축 방향 이동을 방해하도록 협력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고정구 본체는 대체로 튜브형이며 내강은 인접 단부에서뿐만 아니라 말단부에서도 개방된다. 고

정구 본체의 말단부는 일측에서 불연속일 수 있으며, 슬롯이 불연속부로부터 슬롯 단부로 인접 방향으로 연장된다. 

봉합선 로킹 플러그는 내강 내에 끼워지는 인접 섹션과, 슬롯의 단부에서 고정구 본체를 방해하며 그에 대한 플러그의

인접 방향 이동을 제한하는 슬롯 내로 반경 방향으로 외향으로 연장되는 말단 멈춤부를 포함한다. 작동 로드는 내강 

내에서 로킹 플러그를 변위시키는 데 사용 가능하도록 봉합선 로킹 플러그의 인접 단부에 제거 가능하게 부착되며 고

정구 본체의 인접 단부로부터 외부로 돌출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작동 로드는 로드가 로킹 플러그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한 지점의 장력 취약부를 포함한다.

고정된 봉합선 귀환 부재는 내강의 측벽 내에 형성될 수 있다. 예컨대, 고정구 본체가 튜브형인 경우에, 봉합선 귀환 

부재는 바람직하게는 튜브형 본체의 말단부에 배치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내강은 튜브형 본체의 말단부에서 개방

되며 풀리는 내강 축을 가로지르는 개방 말단부에서 로드를 포함한다. 로드는 고정구 본체에 대해 회전될 수 있거나, 

고정될 수 있다. 로드 대신에, 풀리는 튜브형 본체의 말단부에서 2개의 이격된 구멍들 사이에 형성되는 브릿지를 포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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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에서, 그에 대해 소정 길이의 봉합선을 고정하는 매듭이 없는 봉합선 고정구 장치는 고정구 본

체 및 봉합선 로킹 플러그를 포함한다. 고정구 본체는 인접 단부, 말단부 그리고 인접 단부에서 개방되는 내강을 갖는

다. 고정구 본체에 대해 고정되는 봉합선 귀환 부재는 소정 길이의 봉합선이 인접 단부로부터 내강 내로 유입되고 그 

주위에 루프가 형성되며 인접 단부를 통해 내강으로부터 외부로 통과되게 한다. 봉합선 로킹 플러그는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축 방향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제1 위치로부터 고정구 본체에 대해 소정 길이의 봉합선을 압축하며 소정 길

이의 봉합선의 축 방향 이동을 방해하는 제2 위치로 내강 내에서 이동 가능하다.

본 발명의 추가 태양에 따르면, 체강에 대해 소정 길이의 봉합선을 고정하는 매듭이 없는 봉합선 고정구 장치는 체강 

내에 고정하는 고정 구조를 갖는 고정구 본체를 포함한다. 고정구 본체는 인접 단부, 말단부 그리고 인접 단부 및 말단

부 모두에서 개방되고 소정 길이의 봉합선이 통과되게 하는 직경을 갖는 내강을 갖는다. 봉합선 로킹 플러그는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축 방향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제1 위치로부터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축 방향 이동을 방해하는 제2 

위치로 내강 내에서 축 방향으로 변위 가능하다. 고정구 본체에 대해 봉합선 로킹 플러그의 인접 방향 이동을 실질적

으로 방해하는 멈춤부가 제공된다.

본 발명은 매듭이 없이 체강에 대해 연 조직을 고정하는 방법도 제공한다. 이 방법은 봉합선 재료의 루프가 연 조직 

내에 매립되어 2개의 자유 단부를 형성하도록 연 조직을 통해 소정 길이 봉합선 재료를 통과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개방된 인접 단부 및 내강을 갖는 고정구 본체가 제공되며, 봉합선 귀환 부재는 고정구 본체에 대해 고정된다. 소정 길

이의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는 개방된 인접 단부를 통해 고정구 본체의 내강 내로 통과되며, 봉합선 귀환 부재 주

위에서 루프가 형성된다. 2개의 자유 단부는 개방 인접 단부를 통해 내강의 외부로 연장된다. 고정구 본체는 체강에 

대해 고정되며, 봉합선 재료의 루프는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견인함으로써 조여

진다. 마지막으로,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는 매듭이 없이 고정구 본체에 대해 체결된다.

전술된 방법에서, 연 조직은 건일 수 있으며, 체강은 뼈 내에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양호한 작동에서, 건은 회전근개이

며, 뼈는 상완골이다. 체강에 대해 고정구 본체를 고정하는 단계는 체강을 형성하는 단계와, 그 내로 고정구 본체를 통

과시키는 단계와, 고정구 본체 상에서 고정 구조를 반경 방향으로 펼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고정 구조는 뼈의 피질층을 방해하도록 그리고 공동으로부터의 고정구 본체의 인접 방향 제거를 방지하도록 고정구 

본체의 인접 단부 상에 제공된다. 이 방법은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의 축 방향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제1 위치로부터 내강에 대해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를 압축하며 그 축 방향 이동을 방해하는 제2 위

치로 내강 내에서 이동 가능한 봉합선 로킹 플러그를 제공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고정구 본체의 인접 단

부로부터 내강의 외부로 연장되는 인접 작동 로드는 봉합선 로킹 플러그에 결합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고정구 본체

에 대해 인접 방향으로 작동 로드를 변위시키는 단계와, 바람직하게는 체결 단계 후 봉합선 로킹 플러그로부터 작동 

로드를 절단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이제, 전술된 발명의 태양은 연 조직에 통과된 로킹 봉합선에 특히 적절하고 뼈에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야 한다. 뼈에 봉합선을 고정하는 다수의 대체 방법이 고려될 수 있지만, 뼈 내의 고정구 지점의 형성은 본 발명의 범

주 밖이다. 나사, 몰리 볼트 및 팝 리벳 등의 다른 종래 기술의 고정구가 본 발명에 사용되는 데 적절할 수 있다.

본 발명은 그 추가 특징 및 장점과 함께 첨부 도면과 연계하여 취해진 다음의 설명을 참조하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뼈 고정구 장치의 제1 실시예의 사시도이다.

도2a는 비전개 상태의 도1의 실시예의 개략 평면도이다.

도2b는 전개 상태의 도2a와 유사한 개략 평면도이다.

도3은 원하는 뼈 위치 내로의 뼈 고정구의 설치 중 채용되는 추가 구조와 함께 도1의 뼈 고정구의 사시도이다.

도4는 본 발명이 채용될 수 있는 인간 어깨 내의 전형적인 시술 위치의 개략 단면도이다.

도5는 고정구가 비전개 상태에 있는 도3에 도시된 실시예의 부분적으로 단면도인 평면도이다.

도6은 전개된 후 고정구를 도시하는 도5와 유사한 평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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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은 고정구가 적절한 뼈 위치 내에서 전개된 후 본 발명의 복원 시술을 완료하는 양호한 방법을 도시하는 전형적인

시술 위치의 단면도이다.

도8은 본 발명의 뼈 고정구의 대체 실시예의 개략 평면도이다.

도9a는 본 발명의 뼈 고정구의 또 다른 대체 실시예의 사시도이다.

도9b는 본 발명의 뼈 고정구의 또 다른 대체 실시예의 도9a와 유사한 사시도이다.

도9c는 본 발명의 뼈 고정구의 또 다른 대체 실시예의 도9a 및 도9b와 유사한 사시도이다.

도10a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뼈 부착 시스템으로의 최소 침습성 연 조직의 사용을 도시하는 전방으로부

터 볼 때 인간의 좌측 어깨의 부분 단면도이다.

도10b는 도10a에 10B로 표시된 원 내에서 취해진 확대 단면도이다.

도11a 내지 도11d는 회전근개 건을 재부착하도록 도10a의 뼈 부착 시스템으로의 연 조직의 사용의 확대 단면도이다.

도12a 내지 도12c는 본 발명의 뼈 부착 시스템으로 예시 연 조직의 말단부의 부분 종단면도이다.

도13a는 고정구 본체로부터 결합 해제된 로킹 플러그를 도시하는 본 발명의 뼈 부착 시스템으로의 연 조직의 결합된 

봉합선 로킹부 및 뼈 고정구 구조의 사시도이다.

도13b는 도13a의 선 13B-13B를 따라 취해진 결합된 봉합선 로킹부 및 뼈 고정구 구조의 부분 종단면도이다.

도13c는 도13b의 선 13C-13C를 따라 취해진 결합된 봉합선 로킹부 및 뼈 고정구 구조의 단부도이다.

도14는 도13a의 결합된 봉합선 로킹부 및 뼈 고정구 구조의 평면도이다.

도15는 로킹 플러그 및 부착된 작동 로드가 없는 결합된 봉합선 로킹부 및 뼈 고정구 구조의 평면도이다.

도16a는 고정구 본체로부터 결합 해제된 로킹 플러그를 도시하는 본 발명의 뼈 부착 시스템으로의 연 조직의 예시 봉

합선 로킹부의 사시도이다.

도16b는 도16a의 선 16B-16B를 따라 취해진 봉합선 로킹부의 부분 종단면도 이다.

도16c는 도16a의 선 16C-16C를 따라 취해진 봉합선 로킹부의 단부도이다.

도17a는 고정구 본체로부터 결합 해제된 로킹 플러그를 도시하는 본 발명의 뼈 부착 시스템으로의 연 조직의 예시 봉

합선 로킹부의 사시도이다.

도17b는 도17a의 선 17B-17B를 따라 취해진 부분 종단면도이다.

도17c는 고정구 본체의 내강에 대해 소정 길이의 봉합선을 조이는 로킹 플러그를 도시하는 도17a의 선 17C-17C를 

따라 취해진 단부도이다.

도18a는 내부의 고정구 본체 및 로킹 플러그에 대해 전개된 고정구 구조의 측면도이다.

도18b는 도18a의 단부도이다.

도19는 본 발명의 뼈 부착 시스템으로의 대체 최소 침습성 연 조직의 사용을 도시하는 정면으로부터 볼 때의 인간의 

좌측 상완골두의 부분 단면도이다.

도20a는 대체 봉합선 귀환 부재 구조를 도시하는 본 발명의 결합된 봉합선 로킹부 및 뼈 고정구 구조의 사시도이다.

도20b는 도20a의 선 20B-20B를 따라 취해진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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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도면을 참조하면, 도1에는 비전개 상태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뼈 고정구(10)가 도시되어 있다. 뼈 고

정구(10)는 바람직하게는 일련의 대각선 절단부가 환형으로 대체로 타원형으로 각도가 형성된 토글 링 부재(14)를 형

성하도록 인접 단부(13)에서 형성된 예컨대 하이포튜브일 수 있는 튜브형 또는 원통형 본 체(12)를 포함한다. 대체로 

튜브형의 본체 및 관련된 인접 토글 링 부재를 제조하는 다수의 다른 적절한 알려진 방법 그리고 재료도 이용될 수 있

지만, 절단부는 와이어 전자 방전 가공(EDM: Electro-Discharge Machining)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토글 링 부재(14)는 대체로 튜브형 고정구 본체(12)의 길이 방향 축(15)에 대해 대각선 방향으로 배향된다. 이

렇게 형성된 토글 링 부재(14)는 토글 링 부재(14)의 배향에 실질적으로 직각이며 길이 방향 축(15)에 대해 예각(θ)

으로 배치되도록 위치되는 2개의 얇은 스트럿(16)에 의해 튜브형 본체(12)의 주요부에 결합된 상태로 남아 있다(도2

a 참조).

적절한 생체 조직 내에 재흡수 가능한 플라스틱도 사용될 수 있지만, 고정구(10)는 300 계열의 스테인리스강(예컨대,

Type-304 또는 Type-316) 또는 티타늄 등의 생체 조직 친화성 재료로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2a 및 도2b는 각각 비전개 및 전개 상태의 뼈 고정구(10)의 단면도이다. 도2a는 스트럿(16)이 토글 링 부재(14)에 

튜브형 본체(12)를 결합시키는 방법을 명확하게 도시하고 있다. 전개된 상태의 뼈 고정구를 도시하는 도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트럿(16)은 힘(17)이 토글 링 부재(14)로 말단 방향으로 가해지고/가해지거나 힘(18)이 튜브형 본체(12

)로 인접 방향으로 가해질 때 축(15)에 실질적으로 직각인(가로지르는) 배향으로 용이하게 굽혀지거나 변형되도록 설

계된다. 얇은 스트럿(16)이 튜브형 본체(12) 및/또는 토글 링 부재(14)로 가해지는 힘에 응답하여 굽혀짐에 따라, 토

글 링 부재는 고정구 부재(12)에 대해 완전히 전개된 가로 방향 위치에 있으며 스트럿(16)이 고정구 본체(12)와 전개

된 토글 링 부재(14) 사이의 비교적 평탄한 가로 방향 배향으로 배치될 때까지 튜브형 고정구 본체(12)에 대해 압축된

다. 고정구 본체(12)에 대한 토글 링 부재(14)의 가로 방향 배향은 뼈 고정구 장치(10)가 후속 도면에 완전히 도시된 

바와 같이 전개될 때 토글 링 부재(14)가 피질골 표면에 효과적인 고정 프로파일을 제공하게 한다. 이제, 도3을 참조

하면, 중공 케이싱(19)은 뼈 고정구(10) 내로 삽입되며, 케이싱(19)에 뼈 고정구(10)를 고정하기 위해 크림핑, 용접 

등의 당업계에 잘 알려진 방법을 이용하여 고정구 본체(12)에 부착된다. 여기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케이싱(19)의 말

단부에 형성되는 실질적으로 평탄한 설부(20)(도5 또한 참조)는 고정구 본체(12)의 외측벽 내의 슬롯(22) 내로 삽입

된 다음에, 고정구 본체(12)의 외측면 상으로 웰드멘트(weldment)(23)(도5 참조)에서 용접된다. 케이싱(19)은 관절

경으로 수술 영역 내로 뼈 고정구 장치를 삽입하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뼈 고정구(10)에 부착된다. 케이싱(19)은 바람

직하게는 인접 단부(24)에서 중공의 튜브 형상이며 바람직하게는 말단부(26)에서 반원통 형상을 갖는다. 이러한 반원

통 형상은 건 등의 원하는 연 조직을 통해 관통되거나 스티칭된 소정 길이의 봉합선(28)이 케이싱(10) 그리고 개방 인

접 단부(13)를 통해 튜브형 본체(12) 내로 통과되게 한다. 다음에, 소정 길이의 봉합선(28)은 바람직하게는 본체(12)

의 내강(29)의 축 방향 길이를 통해 말단 방향으로 다음에 본체(12)의 말단부(31)에서 봉합선 귀환 핀 또는 풀리(30) 

주위에서 연장된다. 핀(30)은 본체(12) 내에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거나, 대신에 회전을 허용하도록 저널링될 수 있다

. 추가의 대체 접근법은 축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본체(12)에 핀을 고정하는 것이다. 봉합선은 인접 방향으 로 내

강(29)을 통해 귀환되어, 인접 단부(13)로부터 본체(12)를 나간 다음에 중공 케이싱(19)의 내강을 가로지르며, 봉합

선(28)의 자유 단부(33)가 관련 시술을 수행하는 의사에 의해 취급될 수 있도록 인접 단부(32)로부터 중공 케이싱(19

)을 나간다. 도3을 재참조하면, 도시된 실시예에서, 중공 맨드럴(34)은 본체(12)의 인접 단부에 결합되는 토글 링 부

재(14)와 접촉될 때까지 말단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동축 방식으로 케이싱(19)의 인접 단부에 걸쳐 위치되어, 다

음의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토글 링 부재(14)를 전개한다.

이 시점에서, 뼈 고정구(10)에 봉합선(28)을 고정하는 양호한 수단이 도시되었지만, 당업계에 알려진 뼈 고정구에 봉

합선을 고정하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수단이 본 발명의 뼈 고정구(10)와 조합되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예컨대, 봉합선(28)은 단순히 본체(12) 상에서 또는 고정구(10) 상의 봉합선 수용 구멍을 통해 제공된 아일릿으

로 매듭이 형성될 수 있다. 또 다른 대체예가 고정구(10)의 일부에 봉합선을 고정하도록 고정구(10)의 일부 주위에 봉

합선을 둘러싸는 것일 수 있다.

이제, 도4 내지 도6을 참조하면, 뼈 고정구(10)가 뼈에 연 조직을 고정하도록 원하는 뼈 구조로 전개되는 방식을 설명

하기로 한다. 도4에서, 본체의 정면으로부터 볼 때 신체의 좌측 상의 인간 어깨(38)의 단면도가 도시되어 있으며 이는

상완골두(42)를 가로질러 배치되는 회전근개 건(40)을 도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면은 회전근개 건(40)이 상완골두(4

2)에 재부착되는 것이 바람직한 곳에서 환자의 회전근개의 복원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상황이 관련된 생리학적 요소의

단순한 구조 개관을 제공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물론, 본 발명은 인접한 뼈 조직으로의 연 조직의 부착을 포함하는 다

수의 다른 형태의 정형 외과 복원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면에서, 회전근개 건(40)은 환자의 회전근개가 손상 또는 과도 사용으로 인해 손상을 받아 복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같이 2개 사이의 계면(44)에서 상완골두(42)에 부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상완골두(42)

는 피질골(46)의 외부면과, 내부의 망상골(48)을 포함한다. 투관침(50)은 관절경 접근을 허용하도록 회전근개 건(40)

이 상완골두(42)에 부착되는 영역에 근접한 어깨(38) 내로 삽입되며, 구멍(52)은 바람직하게는 피질골(46)을 통한 그

리고 망상골(48) 내로의 원하는 위치에서 천공 또는 펀칭에 의해 형성된다. 봉합선(28)은 상완골두(42)에 고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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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회전근개 건(40)에 적절한 방식으로 스티칭된다. 스티칭 과정은 임의의 알려진 수단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며, 

임의의 알려진 봉합선 스티치가 채용될 수 있는데, 그 목적은 봉합선이 복원 시술의 완료 후 건으로부터 우연히 분리

되어 수술 위치로의 재집입이 필요하지 않도록 견고한 스티치를 보증하는 것이다. 양호한 접근법에서, 봉합선은 수술

후 파괴되지 않는 특히 견고한 스티치로서 당업계에 잘 알려져 있는 '매트리스 스티치(mattress stitch)'를 사용하여 

연 조직에 부착된다. 바람직하게는, 봉합 기구가 전술된 봉합 단계를 수행하도록 투관침 내로 삽입된다. 양호한 봉합 

접근법은 참조로 여기에 수록되어 있으며 본원과 함께 공동 양도된 공동 계류 중인 미국 특허 출원 제09/668,055호(

발명의 명칭: 선형 봉합 장치 및 방법, 2000년 9월 21일 출원)에 개시되어 있다. 물 론, 본 발명의 장치는 필요에 따라

봉합선이 수동으로 위치되는 절개 수술 시술에서 이용될 수 있다. 봉합 과정이 완료되면, 봉합선(28)의 자유 단부(33)

는 봉합 기구와 함께 환자의 신체로부터 투관침을 통해 인접 방향으로 제거된다.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여전히 환자의 신체의 외측에 있는 봉합선(28)의 자유 단부(33)는 토글 링 부재(14) 및 케이

싱(19)을 통해 말단 방향으로, 본체(12) 내로, 봉합선 귀환 핀(30) 주위에서 그리고 자유 단부(33)가 외과의에 의해 

취급될 수 있는 본체(12) 및 케이싱(19)의 외부로 인접 방향으로 통과된다. 도5에서, 고정구 장치(10)는 여전히 비전

개 상태에 있다. 맨드럴(34)은 전개 전 토글 링 부재(14)의 인접 단부에 인접하게 배치되도록 케이싱(19)에 걸쳐 삽입

된다. 양호한 방법에서, 봉합선(28)이 적재되면, 본체(12), 케이싱(19) 및 맨드럴(34)을 포함하는 전체 장치(10)는 투

관침(50)을 통해 그리고 도4에 도시된 상완골두(42) 내의 구멍(52) 내로 삽입된다.

도6은 뼈 고정구가 상완골두(42) 내의 구멍(52) 내로 삽입된 후 전개되는 방식을 도시하고 있다. 전체 장치는 토글 링

부재(14)가 망상골(48) 내에서 바로 피질골(46)과 망상골(48) 사이의 접합부의 바로 말단에 배치되도록 충분한 거리

만큼 구멍(52) 내로 삽입된다. 이렇게 위치되면, 뼈 고정구(10)는 소정 위치 내로 고정구(10)를 로킹시키도록 망상골(

48) 내에서 전개되어, 상완골두(42)에 봉합선(28)을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다. 고정구(10)를 전개하기 위해, 양호한 

방법에서, 케이싱(19)은 인접 방향으로 인출된다. 설부(20)와 슬롯(22) 사이에 형성되는 조인트를 통한 결합 때문에, 

케이싱(19)에 가해지는 이러한 인출력은 본체(12)가 토 글 링 부재(14)의 말단측에 결합될 때까지 인접 방향으로 이

동되게 한다. 바람직하게는, 맨드럴(34)은 정지 상태로 유지되어, 토글 링 부재(14)에 대한 본체(12)의 연속된 인접 

방향 이동은 이들이 변형되게 하도록 스트럿(16) 상으로의 충분한 힘의 인가를 유발시켜, 비교적 작은 거리로 토글 링

부재(14)와 본체(12)의 인접 단부 사이의 축 방향 간격을 감소시킨다. 도2a 및 도2b를 재참조하면, 토글 링 부재(14) 

및 스트럿(16)에 대해 가해지는 이러한 힘은 또한 링 부재(14)가 축(15)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작은 프로파일을 제

공하도록 길이 방향 축(15)(도2a 참조)에 대해 예각(θ)으로 배치되는 비전개 배향으로부터 링 부재(14)가 축(15)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큰 프로파일을 제공하도록 축(15)(도2b 참조)에 실질적으로 가로 방향으로 배치되는 전개 배향

으로 피벗 방식으로 토글 링 부재(14)가 이동되게 한다. 토글 링 부재의 이러한 전개 그리고 토글 링 부재(14)의 가로 

방향 프로파일의 결과적인 증가는 토글 링 부재(14)의 단부가 피질골(46)의 표면 바로 아래의 연질의 망상골 내로 가

압되거나 파고 들어가게 한다. 전개 상태의 토글 링 부재(14)의 프로파일은 구멍(52)의 직경보다 크기 때문에, 장치는

전개된 후 구멍(52)의 외부로 인접 방향으로 견인되는 것이 방지된다. 망상골(48)과 접촉되는 토글 링 부재(14)의 표

면 영역은 또한 장치가 전개 후 말단 방향으로 또는 측면 방향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한다.

전술된 바와 같이, 토글 링 부재(14)에 대해 전개력을 가하도록 인접 방향으로 본체(12)를 이동시키면서 정지 위치에 

맨드럴(34)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유는 정상 상태로 맨드럴(34)을 유지함으로써 의사는 고정구(10)

가 전개 되는 깊이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어, 토글 링 부재는 피질골(46)의 말단 표면의 바로 말단 방향으로 전개된

다. 대신에, 맨드럴이 토글 링 부재(14)에 대해 힘을 가하도록 이동되면, 전개된 토글 링 부재의 높이의 확인은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러나, 원하면, 맨드럴(34)은 케이싱(19)이 정지 상태로 유지되면서 토글 링 부재(14)에 대해 말단 방향

으로 이동되어, 스트럿(16) 상으로의 결과적인 힘이 이들이 변형되게 할 때까지 말단 방향으로 토글 링 부재(14)를 가

압할 수 있다. 또 다른 대체예는 토글 링 부재(14) 및 관련된 스트럿(16)에 대해 인접 방향 및 말단 방향 힘 모두를 가

하도록 인접 방향으로 본체(12)를 이동시키면서 말단 방향으로 맨드럴(34)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전술된 바와 같이, 토글 링 부재(14)가 완전히 전개되면, 축(15)을 완전히 가로지르는(90˚변위된) 배향

으로 회전될 것이다. 이러한 배향에서, 어깨의 사용 중(즉 복원 치료 중) 고정구(10)로 가해지는 축 방향 힘에 의해 유

발되는 아암(14) 상의 장래 하중은 컬럼형일 것이고, 이와 같이 최종 파괴의 수반 위험성을 갖는 아암 상의 주기적 하

중의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에, 아암(14)은 항상 축(15)에 대해 정확하게 90˚

각도로 배향되지는 않으므로, 스트럿(15)은 치료 과정 중 어느 정도의 반복되는 주기적 하중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출원인은 아암(14) 및 스트럿(16)은 바람직하게는 형성되는 재료를 부드럽게 하도록 제조 공정

중 어닐링되어 스트럿을 연성이 되게 하여 파괴 없이 이러한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도6을 참조하면, 케이싱(19) 및 맨드럴(34)이 뼈 고정구(10)의 전개 후 시술 위치로부터 제거되는 방식이 도시되어 

있다. 토글 링 부재(14)가 피질골 표면(46) 바로 아래의 망상골(48) 내에 견고하게 위치되면, 케이싱(19)은 인접 방향

으로 인출된다. 케이싱(19)의 말단부(26) 내의 슬롯(22)을 통해 삽입되는 설부(20)는 케이싱(19) 상에 소정 강도의 

인출력을 가할 때 파괴되도록 설계되는데, 이 힘은 구멍(52)의 외부로 전개된 뼈 고정구(10)를 견인하는 데 필요한 힘

보다 상당히 작다. 결과적으로, 뼈 고정구(10)는 소정 위치에 견고하게 남으며 케이싱(19) 및 맨드럴(34)은 투관침을 

통해 그리고 신체의 외부로 제거된다. 도7은 뼈 고정구(10)가 상완골두(42) 내의 구멍(52) 내로 전개된 후 그리고 케

이싱(19) 및 맨드럴(34)이 투관침(50)을 통해 제거될 때의 어깨 영역 및 뼈 고정구 장치의 전체 도면을 제공한다.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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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싱(19) 및 맨드럴(34)이 시술 위치로부터 제거된 후, 봉합선(28)의 자유 단부(33)는 여전히 투관침(50)을 통해 그

리고 신체의 외부로 연장된다. 다음에, 외과의는 뼈 고정구(10)에 봉합선(28)을 고정하며 필요에 따라 상완골두(42)

에 건(40)을 장착하도록 봉합선(28)의 자유 단부를 클린칭하여 매듭을 형성할 수 있거나, 별도의 봉합선 고정 장치를 

채용할 수 있다. 다수의 상이한 방법 또는 장치가 뼈 고정구 장치(10)에 또는 별도의 봉합선 고정 장치에 봉합선(28)

을 부착하는 데 채용될 수 있으며 이들 수단은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봉합선(28)을 고정하는 정밀한 수단은 본 

설명의 범주를 넘어선다.

도8은 본 발명의 대체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면과 관련하여 설명된 뼈 고정구와 유사한 뼈 고정구(110)가 

도시되어 있다. 이는 튜브형 또는 원통 형 본체(112) 및 토글 링 부재(114)를 포함한다. 이러한 대체 실시예의 유일한

상당한 차이점은 이전 도면에 도시된 얇은 스트럿(16)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체 실시예에서, 토글 링 부재(114)

는 고정구 본체(112)에 직접 힌지 결합된다. 전술된 바와 같이 케이싱 및 맨드럴을 사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되

지만, 이러한 실시예에서, 토글 링 부재(114)는 고정구 본체(110)와 관련된 비전개 위치(도8에 도시됨)로부터 전개 

위치(도시되지 않았지만, 도2b에 도시된 제1 실시예의 전개 위치와 유사함)로 힌지 지점(116)에서 단순히 굽혀진다.

본 발명의 추가의 대체 실시예는 도9a 내지 도9c를 참조함으로써 알 수 있다. 도9a는 중실 고정구 본체(212)와, 피질

면 아래의 뼈 조직 내로 전개되도록 힌지(216)에 의해 부착되는 중실 직사각형 부재(214)를 갖는 실질적으로 직사각

형의 고정구(210)로 구성되는 일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전술된 실시예에서와 같이 고정구 본체 내로 삽입되는 케

이싱을 사용하지 않고, 직사각형 부재(214)는 말단 방향으로 직사각형 부재(214)의 제1 단부를 가압하는 맨드럴(218

)에 의해 전개되며, 동시에 직사각형 부재(214)의 대향 단부에 부착되는 로드(220)는 인접 방향으로 그 단부를 견인

하여, 이전 실시예에서와 같이 큰 가로 방향 프로파일을 갖는 배향으로 부재(214)를 전개한다. 로드(220)는 인접 방

향 힘이 직사각형 부재(214)의 전개 후 그 상에 나타날 때 로드(220) 및 맨드럴이 제거될 수 있도록 직사각형 부재(21

4)로부터 파괴되도록 설계된다.

도9b에 도시된 대체 실시예는 도9a에 도시된 실시예와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들 2개의 실시예의 유

일한 차이점은 튜브형 본체(312) 및 튜브 형 토글 링 전개 부재(314)를 갖는 고정구(310)의 구성이다.

도9c는 전술된 실시예와 유사하게 중공 튜브형 본체(412)와, 중공 토글 링 전개 부재(414)를 구비하지만 도9a 및 도

9b와 관련하여 설명된 대체 실시예에서와 같이 맨드럴(418) 및 로드(42)에 의해 전개되는 또 다른 대체 실시예의 뼈 

고정구(410)를 도시하고 있다.

도10a 내지 도20b에서, 양호한 봉합선 고정 접근법을 포함하는 양호한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10a 및 도10b 그

리고 도11a 내지 도11d는 정면으로부터 볼 때의 인간의 좌측 어깨의 단면도이며 회전근개 건 손상을 복원하는 예시 

봉합선 고정구 시스템(520)의 사용을 도시하고 있다. 회전근개 건(522)은 상완골두(526)의 구근형 상완골두(524)에 

중첩되는 고유 위치에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회전근개 손상에서, 건(522)은 상완골두(524)로의 부착 지점으로

부터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분리되는데, 이러한 부착 지점은 일반적으로 큰 융기(528)인 각도가 형성된 셀프를 따

라 위치된다. 회전근개 손상을 복원하는 최소 침습성 수술에서, 외과의는 회전근개 건(522)을 통해 하나 이상의 봉합

선을 관통시키며 큰 융기(528)에 이들을 고정한다. 본 발명의 봉합선 고정구 시스템(520)은 큰 융기(528)에 봉합선을

고정하는 후자의 단계를 용이하게 한다.

도10a를 참조하면, 대체로 튜브형의 투관침(530)은 본 발명의 봉합선 고정구 시스템(20)에 어깨의 연 조직을 통한 도

관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외과의는 상완골두(524)와 근접한 피부 및 삼각근을 통한 투관침(530)의 통과를 허용하

도록 충분한 크기의 외부 피부층을 통해 절개 또는 자상을 형성한다. 접근 통로를 형성 하는 다양한 투관침 및 기술이

알려져 있으며 본 발명에서 이용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1개 이상의 절개부 및 도관이 여러 가지의 봉합 및 고정 단계

를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다.

상완골두(524)에 하나 이상의 직접 도관을 설치한 후, 외과의는 봉합선 재료의 루프(532)가 도10b에 도시된 바와 같

이 그 내에 매립되도록 회전근개 건(522)의 연 조직을 통해 소정 길이의 봉합선을 통과시킨다.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534a, 534b)는 환자로부터 인출되어 봉합선 고정구 시스템(520)에 결합된다. 이하에서는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의 이러한 결합 및 후속 취급의 세부 사항을 완전히 설명하기로 한다. 예시 방법의 사용을 설명할 목

적으로, 2개의 자유 단부(534a, 534b)가 봉합선 고정구 시스템(520)의 말단부에서 내강 내로 통과되며 봉합선 단부

의 고정 또는 견인을 가능하게 하도록 시스템의 인접 단부로 인접 방향으로 내강을 통해 연장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도1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2개의 자유 단부(534a, 534b)는 시스템의 인접 단부로부터 돌출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시스템(520)은 매듭이 없는 봉합선 고정 작동을 수행하는 도시된 바와 같은 복수개의 동심으

로 배치된 캐뉼러 또는 튜브를 추가로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이들 튜브의 상호 관계 및 기능을 완전히 설명하기로 한

다.

도시된 바와 같은 예시 시스템(520)은 체강 구체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은 상완골두(524)에 봉합선을 고정하는 데 특

히 적절하다. 이러한 뼈 조직에 봉합선을 고정할 때, 종래 기술은 우선 도10a 및 도10b 그리고 도11a 내지 도11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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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된 바와 같이 피질층(542)을 통해 그리고 연질 망상 물질(544) 내로 블라인드 구멍 또 는 공동(54)을 형성하는 

것이다. 다음에, 외과의는 공동(540) 내에 봉합선 고정구(546)를 위치시키며 공동으로부터 제거될 수 없도록 전개된

다.

봉합선 고정구(546)는 2가지 기능 즉 체강 내에 자체를 고정하는 기능과, 그 내에 봉합선을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전자의 기능은 봉합선 고정구(546)의 인접 단부 상에 위치되는 펼쳐질 수 있는 고정 구조(548

)를 사용하여 달성된다. 고정 구조(548)는 바람직하게는 도1 내지 도7에 도시된 토글 링(14)이며, 천장 고정에 사용

되는 구체적으로 경질의 피질골(542)을 넘어 공동 내의 큰 치수로 펼쳐지는 토글 볼트처럼 기능을 한다. 이러한 방식

으로, 봉합선 고정구(546)는 고정 구조(548)가 전개되면 공동(540)으로부터 제거되는 것이 방지된다. 본 발명은 전술

된 토글 링(14)과 유사한 특정의 고정 구조(548)를 도시하고 있지만, 임의의 유사한 수단이 작동될 것이다는 것을 주

목하여야 한다. 예컨대, 상이한 토글형 고정 구조가 참조로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공동 계류 중인 미국 특허 출원 제0

9/616,802호(2000년 7월 14일 출원)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대신에, 망상 물질(544)과 접촉되어 펼쳐

지는 고정 구조가 사용될 수 있다.

봉합선 고정구(546)의 제2 기능은 매듭의 사용이 없이 봉합선 고정구 자체에 대한 봉합선의 고정이다. 바람직하게는,

봉합선 고정구(546)에 대해 봉합선을 고정하는 특정 방식은 봉합선 고정구와 연 조직 내에 형성된 루프(532) 사이의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용이한 조절을 허용한다. 이러한 조절은 외과의가 연 조직의 효과적인 복원 즉 도시된 실시예

에서 회전근개 건(552)의 재부착을 위해 소정 길이의 봉합선 내에 적절한 장력을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

11d는 자유 단부(534a, 534b)가 장력 하에 놓여 봉합선 고정구 내에 로킹된 후의 완전히 전개된 봉합선 고정구(546)

를 도시하고 있다. 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술의 잔여 단계는 수술 위치로부터 동심 튜브를 인출하는 단계와, 봉합

선 고정구(546)에 근접한 자유 단부(534a, 534b)를 절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도12a 내지 도12c는 본 발명의 예시 봉합선 고정구 시스템(520)을 통해 취해진 상이한 부분 종단면도이다. 봉합선 

고정구(546)는 분배 튜브(550) 내에 근접 끼움 관계로 배치된 것으로 단면이 보여진다. 분배 튜브(550)는 유체 누설

을 방지하도록 인접 단부 상에 밸브(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하는 종종 유입기 튜브로서 알려진 큰 튜브(552) 내에서 

활주하도록 배열될 수 있다. 대신에, 이러한 유체 누설 밸브가 도10a 및 도10b에 도시된 투관침(530)의 인접 단부 상

에 제공될 수 있다.

봉합선 고정구(546)는 대체로 튜브형의 고정구 본체(554)에 의해 한정되며 내부 전개 튜브(556)는 인접 단부 내에 

근접하게 끼워지고 그 내에 체결된다. 도13a 내지 도14를 참조하여 예시 봉합선 고정구(546)를 상세하게 도시하고 

설명하기로 한다. 전개 튜브(556)는 일련의 동심 튜브로부터 돌출되는 도12a의 우측 상에서도 보여질 수 있으며, 소

정 길이의 봉합선의 자유 단부(534a, 534b)는 그로부터 돌출된다. 분배 튜브(550)와 전개 튜브(556)의 중간의 크기

로 형성된 다이 튜브(558)는 전개 튜브(556)에 걸쳐 길이 방향 변위를 위해 배열된다. 시스템(520)의 도시된 상태에

서, 봉합선 고정구(546)는 분배 튜브(550) 내에서 비전개되며 다이 튜브(558)는 펼쳐질 수 있는 고정 구조(548)에 매

우 근접하게 위치된다. 봉합선 고정 시스템(520)의 추가의 구성 요소는 인접 단부에 제거 가능하게 부착되며 전개 튜

브(556) 내에서 인접 방향으로 연장되는 작동 로드(564)를 갖는 봉합선 로킹 플러그(562)이다.

도12a 내지 도12c는 모두 봉합선 고정구 시스템(520)의 동심 튜브 내로부터 가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봉합선 루프(53

2)를 도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배 튜브(550)에는 축 방향 슬롯(565)이 제공되며, 전개 튜브(556)에는 축 방

향 슬롯(566)이 제공되고, 다이 튜브(558)는 축 방향 슬롯(567)을 갖는다.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자유 단부(534a, 53

4b)는 튜브형 본체(554)의 내강(568) 내로 개방되는 전개 튜브(556)의 내부로 이들 정렬된 축 방향 슬롯(565, 566, 

567)을 통과한다. 정렬된 축 방향 슬롯(565, 566, 567)은 도10a 내지 도11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심 튜브를 따라 

중간 위치로부터 시스템(520) 내로의 자유 단부(534a, 534b)의 통과를 허용한다.

봉합선 고정구 시스템(520)의 다양하게 설명된 구성 요소는 봉합선 고정구(546)를 전개하도록 상대적으로 축 방향으

로 이동 가능하다. 소정 거리 및/또는 소정 변위력으로 동심 튜브를 상대적으로 변위시키는 다양한 수단이 알려져 있

다. 예컨대, 동심 튜브는 동심 주사기 본체/핑거 탭의 형태로 작동 장치로 투관침(530)의 외부로 연장될 수 있다. 대신

에, 동심 튜브는 건형 핸들 내의 상대적으로 이동 가능한 부품에 부착될 수 있으며, 트리거 또는 다른 이러한 레버에 

의해 작동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인접 단부 상의 특정 작동 장치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하며, 어떠한 추가의 설명도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예시 봉합선 고정구(546)의 완전한 이해가 시스템을 전개하는 동심 튜브의 구조 및 기능의 상세한 설명 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13a 내지 도15는 시스템의 잔여부로부터 분리되며 전술된 튜브형 고정구 본체(554) 

및 전개 가능한 고정 구조(548)를 갖는 봉합선 고정구(546)의 일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고정구 본체(554)는 그 내

에 내강(568)을 한정한다. 도13a 및 도13b도 봉합선 로킹 플러그(562) 및 부착된 작동 로드(564)를 도시하고 있다.

고정구 본체(554)는 인접 단부 상의 고정 구조(548)와, 말단부에 근접하게 배치되는 봉합선 풀리 또는 봉합선 귀환 

부재(570)를 갖는다. 전술된 봉합선 루프(532)는 명료화를 위해 연 조직의 외부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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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봉합선 루프(532)는 시스템의 실제 사용에서 연 조직 내에 매립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소정 길이의 봉합선

의 자유 단부(534a, 534b)는 고정 구조(548)의 각도가 형성된 토글 링(5720)을 통해 그리고 튜브형 고정구 본체(554

) 내에 형성되는 내강(568)의 개방 인접 단부(574) 내로 통과한다. 각도가 형성된 토글 링(572)은 한 쌍의 소성 변형 

가능한 스트럿(576)을 통해 인접 단부(574)에 부착된다. 토글 링(572) 및 스트럿(576)은 모두 튜브형 고정구 본체(5

54)의 돌출부로서 초기에 형성된다. 고정구 본체(554)의 내강을 통해 말단 방향으로 계속된 후, 자유 단부(534a, 534

b)는 봉합선 귀환 부재(570) 주위를 둘러싸고 도시된 바와 같이 각도가 형성된 토글 링(572)으로부터 출현되도록 인

접 방향으로 내강을 가로지른다.

도13b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작동 로드(564)는 고정구 본체(554)의 개방 말단 마우스(576) 내로 그리고 내강(

568) 및 각도가 형성된 토글 링(572)을 통해 연장된다. 이와 같이, 작동 로드(564) 그리고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4개

의 스트랜드는 내강(568) 내의 공간을 공유한다. 내강(568)에 대한 작동 로드(564)의 비교적 작은 크기 때문에, 소정 

길이의 봉합선은 방해가 없이 내강 내에서 축 방향으로 활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봉합선 루프(532)가 연 조직 내에 

매립되기 때문에,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자유 단부(534, 534b) 상으로의 견인은 장력 하에 봉합선 루프를 위치시킨다

.

봉합선 고정구(546)의 제2 기능[즉, 봉합선 본체(554)에 대해 소정 길이의 봉합선을 고정하는 것)을 수행하는 로킹 

플러그(562)의 기능의 철저한 설명 전에, 고정 구조(548)를 전개하는 동심 튜브의 사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12a 내

지 도12c를 재참조하면, 전개 튜브(556)는 탭(580)을 사용하여 고정구 본체(554)의 내강(568) 내에 부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본체(554)의 내강 내에 전개 튜브(556)를 부착하는 다른 수단이 제공될 수 있지만, 고정구 본체(55

4)로부터 내향으로 굽혀지며 전개 튜브(556)에 용접되거나 고정되는 작은 탭(580)이 적절한 수단이다. 하나 이상의 

부착이 제공될 수 있지만, 탭(580)은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결합의 절단을 용이하게 하도록 전개 튜브(556)와 내강(56

8) 사이의 원주 방향 정션 주위의 단지 하나의 위치에서 제공된다. 이와 같이, 탭(580)은 봉합선 고정구(546)의 고정

구 본체(554) 내에 전개 튜브(556)를 고정하며, 다이 튜브(558) 및 작동 로드(564)는 고정구 본체(554)에 대해 자유

롭게 활주될 수 있다.

도10a 및 도1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미리 형성된 체강(540)에 근접하여 분배 튜브(550)를 위치시킨 후, 외과의는 체

강 내로 그에 부착된 봉합선 고정구(546)를 갖는 전개 튜브(556)를 전진시킨다. 봉합선 로킹 플러그(562) 및 다이 튜

브(558)는 전개 튜브(556)와 함께 전진되며, 결과적인 구성은 도10b에 도시되어 있다.

깊이 측정 또는 시각 기술을 사용하여, 외과의는 봉합선 고정구(546) 특히 고정 구조(548)가 경질 외부층의 피질골(5

42)을 지나 삽입된 것을 보증한다. 다음에, 고정 구조는 도1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펼쳐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

이 튜브(558)는 각도가 형성된 링(572)에 접촉되며 봉합선 고정구(546)에 대해 대체로 수직인 배향으로 이를 가압한

다. 도12a 내지 도12c를 참조하면, 다이 튜브(558)는 바람직하게는 정지 상태로 유지되며 그에 부착된 봉합선 고정

구(546)를 갖는 전개 튜브(556)는 인접 방향으로 견인된다. 재차, 이들 튜브의 상대 이동은 환자의 신체 외부의 핸들 

또는 다른 장치를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전개 튜브(556) 상으로의 견인은 토글 링(572)이 수직 배향으로 이동됨

에 따라 스트럿(576)을 변형시키는 전개 튜브(556)의 대체로 원형의 말단 마우스에 대해 각도가 형성된 토글 링(572)

의 일측을 가압한다.

고정 구조(548)가 전개된 후, 전개 튜브(556) 상으로의 추가 견인은 봉합선 고정구(546)로부터 이를 분리한다. 구체

적으로, 전술된 용접된 탭(580)은 소정의 견인력으로 절단된다. 다이 튜브(558)는 고정 위치로 소정 위치에 남아 있

으며, 봉합선 고정구(546)에 대해 반응력을 제공한다. 다음에, 전개 튜브(556)는 도1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유롭게

견인되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후퇴된다. 이러한 단계에서, 봉합선 고정구(546)는 체강에 대해 고정되지만, 통과하는 

소정 길이의 봉합선은 축 방향으로 자유롭게 변위되도록 남아 있다.

이제, 도12a 내지 도12를 참조하면, 봉합선 고정구 시스템(520)을 통한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경로를 설명하기로 한

다. 봉합선 루프(532)는 시스템으로부터 상향으로 돌출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루프는 시스템의 사용에

서 연 조직 내에 매립된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2개의 자유 단부(534a, 534b)는 분배 튜브(550) 내의 축 방향 슬

롯(590)을 통해 그리고 봉합선 캔(546)의 내강(568) 내로 전개 튜브(556)의 축 방향 슬롯(590)을 통해 연장된다. 도1

2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자유 단부는 내강(568)을 통해 그리고 전술된 봉합선 귀환 부재(570)를 통과한다. 다

음에, 자유 단부는 시스템의 인접 단부로부터 출현되도록 내강(568)을 통해 그리고 전개 튜브(556)의 내강을 통해 인

접 방향으로 이동된다. 봉합선 루프(532)가 연 조직 내에 매립되기 때문에, 자유 단부(543a, 543b) 모두 상으로의 견

인 또는 고정되게 유지하는 일단부 상으로의 견인이 소정 길이의 봉합선 내에 장력을 형성할 것이다. 봉합선 귀환 부

재(570)는 주위에서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활주에 대한 비교적 작은 저항을 제공하며, 이와 같이 이러한 장력은 비교

적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봉합선 귀환 부재(570)는 봉합선 고정구(54)의 축을 가로질러 배향되고 그 측벽을 따라 위치되는 핀

을 포함한다. 도13a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핀은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자유 단부(534a, 534b)가 슬롯을 통해 

그리고 핀 주위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고정구 본체(554)의 측벽 내의 축 방향 슬롯(600)에 연결될 수 있다. 대신에, 

챔퍼형이거나 둥근 모서리를 갖는 2개의 축 방향으로 이격된 구멍은 자유 단부(534a, 534b)가 관통되어 고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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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고정구 본체(554) 의 측벽 내에 형성될 수 있다. 물론, 도시된 핀형 봉합선 귀환 부재(570)의 기능을 제공하는 

다수의 구조가 고려된다. 더욱이, 고정된 구조 대신에, 봉합선 귀환 부재(570)는 그 주위에서 자유 단부(534a, 534b)

의 활주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전되거나 이동되도록 배열될 수 있다. 특정예에서, 핀형 봉합선 귀환 부재(570)

는 고정구 본체(554)와 별도로 형성될 수 있으며 슬롯(600)의 모서리 내의 한 쌍의 대면 구멍 내에 삽입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핀형 봉합선 귀환 부재(570)는 구멍 내에서 회전되어, 자유 단부(534a, 534b)와 봉합선 귀환 부재 

사이의 마찰을 감소시킨다.

봉합선 로킹 플러그(562)가 고정구 본체(554)로부터 이격된 초기 위치에 남아 있는 소정 길이의 봉합선에 장력을 가

하는 단계는 도11c에 도시되어 있다. 봉합선 고정구(546)와 루프(532) 사이의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조절은 상완골

두(524)에 대한 회전근개 건(522)의 적절한 고정을 보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봉합선이 과도하게 조여지게 견인되

면, 회전근개 건(522)은 과도하게 응력을 받을 수 있으며, 루프(532)는 건으로부터 자유롭게 견인될 수 있다. 반면에, 

봉합선이 지나치게 느슨하면, 적절한 위치에 건(522)을 재부착하는 목표가 손상될 것이다.

외과의가 봉합선 상에 적절한 장력을 가하면, 봉합선은 고정구 본체(554)에 대해 고정된다. 이는 내강(568) 내로 가

압되도록 인접 방향으로 봉합선 로킹 플러그(562)를 변위시킴으로써 수행된다. 플러그(562)는 고정구 본체(54)의 말

단 마우스(605) 상에서의 포획을 방지하는 것을 돕도록 총알형 인접 노즈(604)를 구비한 대체로 원통형의 샤프트(60

2)를 포함한다. 신체의 외측으로부터의 작동 로드(564) 의 인접 방향 변위는 부착된 플러그(562)의 인접 방향 이동을

유발시킨다.

도16a 내지 도17c는 명료화를 위해 전술된 고정 구조(548)가 없는 고정구 본체(554)를 도시하고 있다. 이들 도면은 

내강(566) 내로의 봉합선 로킹 플러그(562)의 이동 그리고 그 내에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결과적인 로킹을 도시하고 

있다. 플러그(562)의 원통형 샤프트(602)의 직경은 내강(568)의 내경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형성된다. 도17b 및 도1

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통형 샤프트(602)의 직경은 내강(568)에 대해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4개의 스트랜드를 압

축하도록 되어 있다. 로킹 플러그(562)는 내강(568) 내의 소정 길이의 봉합선을 압축하거나 '압착'하며 축 방향 이동

을 방해하는 치수로 형성된다. 압축의 크기는 플러그가 소정 위치에 있으면 이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봉합선 상의 

견인력의 크기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견인력은 사용된 봉합선의 미국 약전(USP: United States Pha

rmacopeia) 표준 매듭 견인 강도(USP 24)를 초과하는 범위에 있다. #2 브레이디드 폴리에스테르 봉합선의 특정 경

우에, 이러한 매듭 견인 강도는 대략 3.5 Kgf이다. 그러나, 실제로, 상용 #2 브레이디드 폴리에스테르 봉합선의 매듭 

견인 강도는 14 Kgf에 접근된다.

고정구 본체(554) 내에서의 로킹 플러그(562)의 인접 방향 변위는 바람직하게는 양성 멈춤부에 의해 제한된다. 도시

된 실시예에서, 멈춤부 플랜지(610)는 말단부에서 원통형 샤프트(602)로부터 외향으로 돌출된다. 멈춤부 플랜지(610

)는 슬롯 단부(614)에서 종료되는 고정구 본체(554)의 말단부의 축 방향 슬롯(612) 내에서 활주된다. 도면에 도시되

지 않았지만, 로킹 플러그(562)의 인접 방향 이동은 멈춤부 플랜지(610)와 슬롯 단부(614) 사이의 접촉에 의해 궁극

적으로 제한된다. 물론, 로킹 플러그(562)의 인접 방향 이동에 양성 멈춤부를 제공하는 다른 구성이 고려된다. 예컨대

, [멈춤부 플랜지(610)에 의해 나타낸 바와 같이] 고정구 본체(554)의 내강(568)보다 큰 치수로 로킹 플러그(562)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멈춤부 표면은 플러그(562)의 이동을 방해하도록 내강(568)으로부터 내향으로 돌출될 수 있

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하나의 장점은 소정 장력으로 연 조직 내에 매립된 다음에 그 장력을 약간이라도 변화시키

지 않고 봉합선 고정구 내의 봉합선에 로킹되는 봉합선 루프를 조이는 능력이다. 도17b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로킹 플러그(562)는 이동 화살표(616)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작동 로드(564)에 의해 인접 방향으로 견인되는 단계

중 튜브형 본체(554) 내에 부분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자유 단부(534a, 534b)는

소정 크기로 장력이 가해진 봉합선 귀환 부재(570) 주위에서 연장된다. 로킹 플러그(562)의 인접 방향 이동은 튜브형

본체(554)의 내강 내에서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모든 4개의 스트랜드 상에 작용하여, 인접 방향으로 이들을 가압하는

경향이 있는 모든 스트랜드에 동일한 마찰력을 부여한다. 2개가 진출하고 2개가 진입하는 봉합선 귀환 부재(570) 주

위의 4개의 스트랜드 루프 때문에, 이들 마찰력은 자유 단부(534a, 534b)가 튜브형 본체(554) 내에서 이동되지 않도

록 상쇄된다. 봉합선 귀환 부재(570) 및 튜브형 본체(554)가 봉합선 루프(532)(이는 연 조직 내에 매립됨)에 대해 고

정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루프 내의 소정의 장력은 봉합선 로킹 단계 중 일정하게 남아 있다.

추가의 예에서, 도18a 및 도1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도가 형성된 토글 링(572)의 변형은 고정구 본체(554)의 인접

단부(574)에서 계란 형상으로 이를 가압한다. 이러한 계란 형상은 원통형 샤프트(602)의 직경보다 작은 치수를 가질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스트럿(576)은 샤프트(602)의 경로 내로 굽혀져, 방해 그리고 샤프트 이동에 대한 양성 멈춤

부를 제공할 수 있다. 대신에, 작동 로드(564)는 멈춤부면을 형성하도록 로킹 플러그(562)의 외부면 상에서 다시 굽

혀질 수 있다.

봉합선 로킹 플러그(562)가 양성으로 정지되면, 작동 로드(562)는 그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작동 로드(564)는 원통형 샤프트(602) 내의 관통 보어 내에서 연장되며 그 보어 내에 취약 지점(620)을 포함한다.

이러한 취약 지점(620)으로 말단 방향의 작동 로드의 세그먼트는 도16a에서 도면 부호 622로 지시된 크림핑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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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종래 방식으로 보어 내에 고정된다. 다이 튜브(558)는 작동 로드(564)가 인접 방향으로 견인되면서 고정구 본체

(554)에 대한 반응력으로서 사용되어, 취약 지점(620)의 파괴를 유발시킬 수 있다. 최종 구성은 도11d에 도시되어 있

다.

전술된 바와 같이, 체강에 대해 봉합선을 로킹시키는 예시 구조는 다양한 해부학적 환경에서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도19는 회전근개 건(522)을 복원하기 위해 결합된 봉합선 고정구(546') 및 고정 구조(548')를 사용하는 대체 수술 기

술을 도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상완골두(524) 내에 블라인드 공동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과의는 큰 융

기를 횡단하며 양단부에서 피질층(542)을 통해 개방되는 공동(630)을 형성한다. 회전근개 건(522) 내에 봉합선 재료

의 루프(532)를 매립한 후, 자유 단부(534a, 534b)는 공동(630) 내로 삽입되어 그를 통해 관통된다. 다음에, 단부(53

4a, 534b)는 공동(630) 내로 도시된 바와 같이 삽입되는 결합된 봉합선 고정구(546') 및 고정 구조(548') 내에 형성

되는 내강을 통과된다. 다음에, 봉합선의 자유 단부(534a, 534b)는 소정 수준으로 조여지며 봉합선 고정구(546') 내

에 고정된다. 봉합선 로킹 단계는 바람직하게는 전술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즉 봉합선 고정구(546') 내에 소정 길이

의 봉합선을 압축하는 봉합선 로킹 플러그로 달성되지만, 결합된 봉합선 고정구(546') 및 고정 구조(548')는 전술된 

조임 단계를 허용하도록 다소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나아가, 고정 구조(548')는 전술된 

바와 같이 내부가 아니라 피질골의 외부에 접촉된다.

도20a 및 도20b는 인접 단부 상에 체강 고정 구조(642)를 갖는 본 발명의 대체 봉합선 고정구(640)를 도시하고 있다.

루프(644)와, 고정 구조(642) 그리고 봉합선 고정구(640)의 대체로 튜브형의 본체(650)의 내강(648)을 통과하는 한 

쌍의 자유 단부(646a, 646b)를 갖는 소정 길이의 봉합선이 도시되어 있다. 튜브형 본체(650)의 말단부에서, 자유 단

부(646a, 646b)는 제1 구멍(652a)을 통해 내강(648)의 외부로 통과되며 제1 구멍으로부터 말단 방향으로 위치되는 

제2 구멍(652b)을 통해 내강 내로 재진입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구멍(652a, 652b)의 영역 내의 내강(648)은 튜브형

본체(650)의 반원통형 연장부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한정되지만, 이러한 위치에서 완전한 내강을 갖는 다른 배열 구성

은 본 발명의 범 주 내에 있다.

도20b를 참조하면, 구멍(652a, 652b)은 봉합선 자유 단부(646a, 646b) 상의 마모를 감소시키도록 둥근 것으로 도시

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구멍(652a, 652b)을 분리하는 튜브형 본체(650)의 브릿지부(654)는 이전 실시예에서 전술된

봉합선 귀환 부재(570)(도17b 참조)와 같이 봉합선 귀환 부재 구조를 한정한다. 즉, 봉합선 자유 단부(646a, 646b)는

튜브형 본체(650) 내에 소정 길이의 봉합선을 로킹시키기 전 봉합선 루프(644)의 조임을 허용하도록 특히 둥근 코너 

때문에 브릿지부(654)에 대해 용이하게 활주될 수 있다. 소정 길이의 봉합선은 전술된 바와 같은 로킹 플러그를 사용

하거나 또 다른 유사한 수단으로 튜브형 본체(650) 내에 로킹될 수 있다.

전술된 뼈 및 고정구의 도면은 본질적으로 순수하게 도시를 위한 것이며, 인종에서 보여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와 같

은 상완골두의 생리학적 및 해부학적 성질을 완전히 재현하려는 것도, 회전근개의 복원에 대한 본 발명의 실시예의 

적용을 제한하려는 것도 아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본 발명은 특히 뼈로의 결합 또는 연 조직의 부착을 포함하

는 다수의 상이한 형태의 시술에 적용 가능하다. 여기에서 사용된 모든 용어는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을 위한 

것이며, 다수의 변형예, 수정예 및 치환예가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따라서만 제한되어야 하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뼈에 결합 조직을 부착하며, 길이 방향 축을 갖는 뼈 고정구 장치이며,

토글 부재와;

토글 부재의 말단에 배치되어, 토글 부재와의 사이에 축 방향 공간이 존재하게 하는 본체 부재와;

축 방향 공간 내에 배치되며 본체 부재에 토글 부재를 결합시키는 결합부를 포함하고,

상기 토글 부재는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작은 프로파일을 갖는 비전개 위치와, 상기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큰 프로파일을 갖는 전개 위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하며,

상기 결합부는 축 방향 공간이 길이가 감소되도록 토글 부재가 비전개 위치로부터 전개 위치로 이동될 때 변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 부재는 튜브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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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부는 토글 부재에 결합되는 인접 단부와, 본체 부재에 결합되는 말단부를 갖는 스트럿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구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부는 한 쌍의 스트럿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구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토글 부재는 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구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링은 타원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구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토글 부재는 비전개 위치에서 축에 대해 예각으로 배치되며, 전개 위치에서 축에 대해 실질적으

로 가로 배향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구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부는 비교적 연성인 생체 조직 친화성 재료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구 장

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적 연성인 생체 조직 친화성 재료는 어닐링된 금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

정구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비전개 위치의 토글 부재의 가로 방향 치수는 본체 부재의 가로 방향 치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구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비전개 위치의 토글 부재의 가로 방향 치수는 본체 부재의 가로 방향 치수보다 실질적으로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구 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토글 부재에 인접하여 배치되는 맨드럴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구 장치.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토글 부재를 통해 축 방향으로 연장되는 케이싱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구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싱은 본체 부재에 부착되는 토글 부재의 말단에 배치되는 말단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구 장치.

청구항 15.
뼈에 결합 조직을 부착하며, 길이 방향 축을 갖는 뼈 고정구 장치이며,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작은 프로파일을 갖는 비전개 위치와,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큰 프로파일을 갖는 전개

위치 사이에서 회전 가능하며, 봉합선 재료를 부착하는 어떠한 구조도 갖지 않는 토글 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뼈 고정구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토글 부재의 말단에 배치되어, 토글 부재와의 사이에 축 방향 공간이 존재하게 하는 본체 부재와, 

축 방향 공간 내에 배치되며 본체 부재에 토글 부재를 결합시키는 결합부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구 장치.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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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부는 축 방향 공간이 길이가 감소되도록 토글 부재가 비전개 위치로부터 전개 위치로 회

전될 때 변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구 장치.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부는 토글 부재에 결합되는 인접 단부와, 본체 부재에 결합되는 말단부를 갖는 스트럿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고정구 장치.

청구항 19.
뼈에 결합 조직을 부착하며, 길이 방향 축을 갖는 장치이며,

환형 토글 부재와;

토글 부재의 말단에 배치되어, 토글 부재와의 사이에 축 방향 공간이 존재하게 하는 본체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토글 부재는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작은 프로파일을 갖는 비전개 위치와,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큰 프

로파일을 갖는 전개 위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축 방향 공간 내에 배치되며 본체 부재에 토글 부재를 결합시키는 결합부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결합부는 축 방향 공간이 길이가 감소되도록 토글 부재가 비전개 위치로부터 전개 위치로 이동될 때 변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토글 부재의 말단에 배치되는 맨드럴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환형 토글 부재의 중심 구멍을 통해 축 방향으로 연장되는 봉합 재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봉합 재료는 환형 토글 부재에 고정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봉합 재료는 환형 토글 부재에 접촉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5.
뼈에 결합 조직을 부착하며, 길이 방향 축을 갖는 장치이며,

토글 부재와;

토글 부재의 말단에 배치되어, 토글 부재와의 사이에 축 방향 공간이 존재하게 하는 본체 부재와;

상기 축 방향 공간 내에 배치되며 본체 부재에 토글 부재를 결합시키는 결합부를 포함하며,

토글 부재는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작은 프로파일을 갖는 비전개 위치와,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큰 프로파일

을 갖는 전개 위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6.
뼈에 결합 조직을 부착하는 장치이며,

길이 방향 축을 가지며 체강 내에 고정하는 고정 구조를 갖고, 인접 단부, 말단부 그리고 인접 단부에서 개방되는 내

강을 가지며, 소정 길이의 봉합선이 인접 단부로부터 내강 내로 유입되고 그 주위에 루프가 형성되며 인접 단부를 통

해 내강으로부터 외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 내에 배치되는 봉합선 귀환 부재를 추가로 포함하는 고정구 본체와;

제1 위치로부터 제2 위치로 내강 내에서 이동 가능한 봉합선 로킹 플러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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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구 본체에 부착되며 비전개 위치와 전개 위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한 뼈 고정 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봉합선 귀환 부재는 고정된 샤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봉합선 귀환 부재는 회전 가능한 샤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뼈 고정 부재는 토글 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비전개 위치에서 토글 부재는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작은 프로파일을 가지며 전개 위치에서 토

글 부재는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큰 프로파일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토글 부재는 토글 부재와 고정구 본체 사이에 축 방향 공간이 존재하도록 고정구 본체의 인접

하여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토글 부재는 축 방향 공간이 길이가 감소되도록 비전개 위치로부터 전개 위치로 이동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축 방향 공간 내에 배치되며 고정구 본체에 토글 부재를 결합시키는 결합부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부는 토글 부재에 결합되는 인접 단부와, 고정구 본체에 결합되는 말단부를 갖는 스트럿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부는 한 쌍의 스트럿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6.
체강에 대해 연 조직을 고정하도록 봉합선을 사용하는 방법이며,

봉합선 재료의 루프가 연 조직 내에 배치되어 2개의 자유 단부를 형성하도록 연 조직을 통해 소정 길이 봉합선 재료를

통과시키는 단계와;

개방된 인접 단부 및 내강과, 그 내에 배치되는 봉합선 귀환 부재를 갖는 고정구 본체를 제공하는 단계와;

개방된 인접 단부를 통해 고정구 본체의 내강 내로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를 통과시켜, 봉합선의 2개

의 자유 단부가 내강으로부터 개방된 인접 단부를 통해 인접 방향으로 연장되도록 봉합선 귀환 부재 주위에서 이들에

루프를 형성하는 단계와;

체강에 대해 고정구 본체를 고정하는 단계와;

필요에 따라 체강에 대해 연 조직을 접근시키도록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견인

함으로써 봉합선 재료의 루프에 장력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매듭이 없이 고정구 본체에 대해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를 체결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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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항에 있어서, 연 조직은 건이며, 체강은 뼈 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36항에 있어서, 체강에 대해 고정구 본체를 고정하는 단계는 체강을 형성하는 단계와, 체강 내로 고정구 본체를 통

과시키는 단계와, 고정구 본체 상에서 고정 구조를 반경 방향으로 펼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체강은 뼈 내에 형성되며 고정 구조는 뼈의 피질층에 결합되도록 그리고 원통형 터널로부터의 고정

구 본체의 인접 방향 제거를 방지하도록 고정구 본체의 인접 단부 상에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고정 구조는 전개 가능한 토글 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2.
뼈에 연 조직을 고정하는 방법이며,

길이 방향 축을 가지며 뼈의 일부 내에 배치되는 보어 내에 그 내에 고정되 는 소정 길이의 봉합선을 갖는 고정구 본

체를 배치하는 단계와;

토글 부재가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작은 프로파일을 갖는 비전개 위치로부터 토글 부재가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

으로 큰 프로파일을 갖는 전개 위치로 고정구 본체의 인접 단부에 부착된 토글 부재를 전개하여, 토글 부재가 뼈의 일

부에 대해 축 방향으로 고정구 본체를 고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결합부는 고정구 본체에 토글 부재를 결합시키며, 토글 부재와 고정구 본체 사이의 축 방향 공간 내

에 배치되고, 전개 단계는 토글 부재가 비전개 위치로부터 전개 위치로 이동됨에 따라 결합부를 변형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42항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체강에 대해 연 조직을 접근시키도록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견인함으로써 봉합선 재료의 루프에 장력을 제공하는 단계와; 매듭이 없이 고정구 본체에 대해 소정 길

이의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를 체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5.
체강에 대해 소정 길이의 봉합선을 고정하는 매듭이 없는 봉합선 고정구 장치이며,

체강 내에 고정하는 고정 구조를 가지며, 인접 단부, 말단부 그리고 인접 단 부에서 개방되는 내강을 갖고, 소정 길이

의 봉합선이 인접 단부로부터 내강 내로 유입되며 그 주위에 루프가 형성되고 인접 단부를 통해 내강으로부터 외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해 고정되는 봉합선 귀환 부재를 추가로 포함하는 고정구 본체와;

제1 위치로부터 제2 위치로 내강 내에서 이동 가능한 봉합선 로킹 플러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봉합선 로킹 플러그 및 내강은 봉합선 로킹 플러그가 제1 위치의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축 방향 이

동을 방해하지 않고 제2 위치의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축 방향 이동을 방해하도록 협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봉합선 로킹 플러그는 고정구 본체에 대해 소정 길이의 봉합선을 압축함으로써 제2 위치의 소정 길

이의 봉합선의 축 방향 이동을 방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8.
제45항에 있어서, 고정구 본체는 대체로 튜브형이며 내강은 인접 단부에서뿐만 아니라 말단부에서도 개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고정구 본체의 말단부는 일측에서 불연속이며, 슬롯이 불연속부로부터 슬롯 단부로 인접 방향으로 

연장되고, 봉합선 로킹 플러그는 내강 내 에 끼워지는 인접 섹션과, 슬롯의 단부에서 고정구 본체를 방해하며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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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플러그의 인접 방향 이동을 제한하는 슬롯 내로 반경 방향으로 외향으로 연장되는 말단 멈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봉합선 로킹 플러그는 내강 내에서 축 방향으로 변위 가능한 샤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봉합선 로킹 플러그는 고정구 본체를 방해하며 그에 대한 샤프트의 인접 방향 이동을 제한하는 내

강 직경보다 단면 치수가 큰 말단 멈춤부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샤프트의 인접 단부에 제거 가능하게 부착되며 고정구 본체의 인접 단부로부터 외부로 돌출되는 작

동 로드를 추가로 포함하고, 작동 로드는 내강 내에서 축 방향으로 샤프트를 변위시키도록 사용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봉합선 로킹 플러그의 말단부가 고정구 본체에 접촉된 후 인접 방향으로 작동 로드 상에 소정 인장

력을 가할 때 로드가 샤프트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작동 로드를 따른 한 지점의 장력 취약부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4.
제45항에 있어서, 고정된 봉합선 귀환 부재는 내강의 측벽 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고정구 본체는 원통형인 그 내부에 내강을 한정하는 튜브형 본체를 포함하며, 고정된 봉합선 귀환 

부재는 튜브형 본체의 말단부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6.
제55항에 있어서, 내강은 인접 단부에서뿐만 아니라 튜브형 본체의 말단부에서도 개방되며, 봉합선 귀환 부재는 내강

축을 가로지르는 개방 말단부에서 로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로드는 고정구 본체에 대해 회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8.
제56항에 있어서, 봉합선 귀환 부재는 튜브형 본체의 말단부에서 2개의 이격된 구멍들 사이에 브릿지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9.
소정 길이의 봉합선을 이에 대해 고정하는 매듭이 없는 봉합선 고정구 장치이며,

인접 단부, 말단부 그리고 인접 단부에서 개방되는 내강을 가지며, 소정 길이의 봉합선이 인접 단부로부터 내강 내로 

유입되고 그 주위에 루프가 형성되며 인접 단부를 통해 내강으로부터 외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해 고정되는 

봉합선 귀환 부재를 추가로 포함하는 고정구 본체와;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축 방향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제1 위치로부터 고정구 본체에 대해 소정 길이의 봉합선을 압축

하며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축 방향 이동을 방해하는 제2 위치로 내강 내에서 이동 가능한 봉합선 로킹 플러그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0.
제59항에 있어서, 고정구 본체는 대체로 튜브형이며 내강은 인접 단부에서뿐만 아니라 말단부에서도 개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봉합선 로킹 플러그는 내강 내에서 축 방향으로 변위 가능한 샤프트와, 고정구 본체를 방해하며 그

에 대한 샤프트의 인접 방향 이동을 제한하는 내강 직경보다 단면 치수가 큰 말단 멈춤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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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치.

청구항 62.
제61항에 있어서, 샤프트의 인접 단부에 제거 가능하게 부착되며 고정구 본체의 인접 단부로부터 외부로 돌출되는 작

동 로드를 추가로 포함하고, 작동 로드는 내강 내에서 축 방향으로 샤프트를 변위시키도록 사용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3.
제59항에 있어서, 고정된 봉합선 귀환 부재는 내강의 측벽 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4.
제63항에 있어서, 고정구 본체는 원통형인 그 내부에 내강을 한정하는 튜브형 본체를 포함하며, 고정된 봉합선 귀환 

부재는 튜브형 본체의 말단부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5.
제64항에 있어서, 내강은 인접 단부에서뿐만 아니라 튜브형 본체의 말단부에서도 개방되며, 봉합선 귀환 부재는 내강

축을 가로지르는 개방 말단부에서 로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6.
제65항에 있어서, 로드는 고정구 본체에 대해 회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7.
제64항에 있어서, 봉합선 귀환 부재는 튜브형 본체의 말단부에서 2개의 이격된 구멍들 사이에 브릿지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8.
체강에 대해 소정 길이의 봉합선을 고정하는 매듭이 없는 봉합선 고정구 장 치이며,

체강 내에 고정하는 고정 구조를 가지며, 인접 단부, 말단부 그리고 인접 단부 및 말단부 모두에서 개방되고 소정 길

이의 봉합선이 통과되게 하는 직경을 갖는 내강을 갖는 고정구 본체와;

내강 내에서 축 방향으로 변위 가능한 샤프트를 포함하는 봉합선 로킹 플러그를 포함하며,

상기 봉합선 로킹 플러그는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축 방향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제1 위치로부터 소정 길이의 봉합선

의 축 방향 이동을 방해하는 제2 위치로 내강 내에서 이동 가능하고, 고정구 본체에 대해 봉합선 로킹 플러그의 인접 

방향 이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멈춤부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9.
제68항에 있어서, 샤프트의 인접 단부에 제거 가능하게 부착되며 고정구 본체의 인접 단부로부터 외부로 돌출되는 작

동 로드를 추가로 포함하고, 작동 로드는 내강 내에서 축 방향으로 샤프트를 변위시키도록 사용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0.
제69항에 있어서, 멈춤부가 결합된 후 인접 방향으로 작동 로드 상에 소정 인장력을 가할 때 로드가 샤프트로부터 분

리되게 하는 작동 로드를 따른 한 지점의 장력 취약 지점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1.
제68항에 있어서, 고정구 본체는 소정 길이의 봉합선이 인접 단부로부터 내강 내로 통과되며 그 주위에 루프가 형성

되며 인접 단부를 통해 내강으로부터 외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고정구 본체에 대해 고정되는 봉합선 귀환 부재를 추

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2.
제71항에 있어서, 고정된 봉합선 귀환 부재는 내강의 측벽 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3.
제72항에 있어서, 고정구 본체는 그 내부에 내강을 한정하는 대체로 튜브형의 본체를 포함하며, 고정된 봉합선 귀환 

부재는 본체의 일부 주위에 가로 방향으로 그리고 본체 내의 개구의 말단에 배치되는 로드에 의해 한정되는 것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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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4.
제68항에 있어서, 고정구 본체는 그 내부에 내강을 한정하는 대체로 튜브형의 본체를 포함하며, 봉합선 귀환 부재는 

튜브형 본체의 말단부에서 2개의 이격된 구멍들 사이의 브릿지에 의해 한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5.
제68항에 있어서, 봉합선 로킹 플러그는 고정구 본체에 대해 소정 길이의 봉합선을 압축함으로써 제2 위치의 소정 길

이의 봉합선의 축 방향 이동을 방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6.
매듭이 없이 체강에 대해 연 조직을 고정하는 방법이며,

봉합선 재료의 루프가 연 조직 내에 매립되어 2개의 자유 단부를 형성하도록 연 조직을 통해 소정 길이 봉합선 재료를

통과시키는 단계와;

개방된 인접 단부 및 내강과, 고정구 본체에 대해 고정되는 봉합선 귀환 부재를 갖는 고정구 본체를 제공하는 단계와;

개방된 인접 단부를 통해 고정구 본체의 내강 내로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를 통과시키며, 봉합선 귀환

부재 주위에서 이들에 루프를 형성하고, 개방 인접 단부를 통해 내강의 외부로 2개의 자유 단부를 연장시키는 단계와;

체강에 대해 고정구 본체를 고정하는 단계와;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견인함으로써 봉합선 재료의 루프를 조이는 단계와;

매듭이 없이 고정구 본체에 대해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를 체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7.
제76항에 있어서, 연 조직은 건이며, 체강은 뼈 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8.
제77항에 있어서, 건은 회전근개이며, 뼈는 상완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9.
제76항에 있어서, 체강에 대해 고정구 본체를 고정하는 단계는 체강을 형성하는 단계와, 체강 내로 고정구 본체를 통

과시키는 단계와, 고정구 본체 상에서 고정 구조를 반경 방향으로 펼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0.
제79항에 있어서, 체강은 뼈 내에 형성되는 원통형 터널이며, 고정 구조는 뼈의 피질층을 방해하도록 그리고 원통형 

터널로부터의 고정구 본체의 인접 방향 제거를 방지하도록 고정구 본체의 인접 단부 상에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81.
제76항에 있어서,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의 축 방향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제1 위치로부터 내강에 대

해 소정 길이의 봉합선의 2개의 자유 단부를 압축하며 그 축 방향 이동을 방해하는 제2 위치로 내강 내에서 이동 가능

한 봉합선 로킹 플러그를 제공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며, 체결 단계는 제1 위치로부터 제2 위치로 봉합선 로킹 플

러그를 변위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2.
제81항에 있어서, 고정구 본체의 인접 단부로부터 내강의 외부로 연장되는 봉합선 로킹 플러그에 결합되는 인접 작동

로드를 추가로 포함하며, 봉합선 로킹 플러그를 변위시키는 단계는 고정구 본체에 대해 인접 방향으로 작동 로드를 

변위 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3.
제82항에 있어서, 체결 단계 후 봉합선 로킹 플러그로부터 작동 로드를 절단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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