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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릎 이완성 평가기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무릎 이완성 평가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의사의 진단을 받는 무릎 이완성 평가기가 부착되여 있는 환자의 평면도.

제2도는 환자의 측면도.

제3도는 환자에 대한 상세한 측면도.

제4도는 운동 모듀울과 디지타이저 부속품을 나타내는 다리의 정면도.

제5도는 전기 각도계 부속품을 나타내는 다리의 배면도.

제6도는 본 발명의 계기좌석을 연결하는 링크 아암에 대한 사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환자                                        5 : 장치

7 : 속박수단                                  8 : 잠금띠

9 : 계기좌석                                  11 : 모듀울

15 : 타단부                                    19 : 검력기

21 : 환대                                        23 : 경골능

25, 27 : 복사뼈                                29 : 로울러

31 : 복사뼈 컵                                 31' : 보올

101 : 연장부                                    103 : 제1단부

105 : 제2단부                                   107 : 제1링크 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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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제2링크 아암                            111 : 연결부

113 : 제1회전 분압기                         115 : 제2회전 분압기

119 : 제3회전 분압기                         121 : 제4회전 분압기

123 : 제5회전 분압기                          127 : 제6회전 분압기

133 : 자료처리장치                             203 : 비임과 베어링 장치

205 : 제2비임과 베어링 장치                207 : 제3비임과 베어링 장치

211 : 평향 비임                                   215 : 선형(線型)부싱

217 : 구형 베어링(求形)                       222 : 평향 비임과 억제용 지지체

223, 225, 227 : 탐지기 지지 프레임      241, 243 : 지지블럭

245 : 측벽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신규한 무릎 이완성 평가기(KLE) 시스팀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무릎  이완성을  측정하는  것은  무릎에서의  상대변위에  대한  의사의  주관적인  평가에만 의존
하고  있다.  그러한  검진으로  인대(靭帶)에  대한  손상을  의사에  의해서  과도한  이완성  또는 관절운동
을 하는 동안 장하(裝荷)작용을 받는 기능을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기술의 한계점은,

1) 주관성이 너무 높고,

2) 정량적인 것과 재생적인 결과가 없고,

3) 가해진 힘에 대한 지식이 없고,

4)  인간의  감각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복잡한  운동이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손실될  수  있다는데 있
다.

본 발명에 의하면 무를 이완성 평가기(KLE)는  운동 모듀울,  즉 하나의 점 또는 몸체가 고정된 점 또
는 몸체에 관련된 운동을 하는 것을 입체 공간에서 측정하는 모듀울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신규한 무릎 이완성 평가기 시스팀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운동 모듀울을 사용하는 무릎 이완성 평가기 시스팀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독특한  실시예에  의하면,  무릎  이완성  평가기는  환자를  착석시키기  위하여  계기가  장치된 
좌석과  긴체되지  않은  부분에서  환자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된  계기가  장치된  좌석에 
환자의 일부를 긴체하기 위한 긴체 수단으로 구성된다.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 다음 설명서에서 더 잘 이해가 갈 것이다.

제1도  내지  제5도에는  무릎  이완성  평가기가  부착된  환자(1)가  내과의사(3)에  의해서  검진을  받고 
있는 것을 도시한다.

무릎  이완성  평가기에는  대퇴부  속박수단(7)과  계기좌석(9)  및  운동  모듀울(11)은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정된  점  또는  본체를  구성하는  계기좌석(9)에  운동  모듀울(11)의  일단부(13)가 
연결되어 있다.

타단부(15)는 제2점 또는 몸체에 연결된다.

운동  모듀울  장치(5)의  목적은  입체면에서의  제1점  또는  몸체에  관련해서  제2점  또는  몸체의  운동을 
판단하는데 있다.

계기좌석(9)는 진찰대(17)대에 장치될 수 있고, 가하여지는 힘을 측정하는 검력기(檢力器 ; 
dynanometer) (19)로 구성된다.

힘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는  측정시스팀  즉  적응과  설계,  E.  O.도에베린(Doebelin),  MCHRAW  HILL, 
333-350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다.

계기좌석(9)는  또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는  조절이  가능한  좌석등받이(2)장치  (18)를  설치할  수 
있다.

대퇴부  속박수단(7)은  잠금띠(8)에  의하여  서로  고착되며,  부드러운  조직으로  바꾸어  놓고  좌석에서 
대퇴골의 운동을 극소화 시키기 위하여 대퇴골 주위를 얇은 직물지가 회전 할 수 있도록 둘 또는 그 
이상의 한벌로된 오프셋 혁대로 구성된다.

제4도와  제5도에서  가장  잘  도시되어  있는  하퇴부의  부착물은  환대(21),  예를들면,  벨크로의  띠로 
구성되는데, 환대(21)에 설치되어 있는 연결부(15A)에 운동 모듀울의 타단부(15)가 연결된다.

하퇴부의  부착물은  운동  모듀울(11)을  하퇴부의  3개의  뼈와  같은  돌기,  즉,  경골능(23)과  내측 복사
뼈(25)  및  외측  복사뼈(27)에  각각  기준을  둠으로서  작용한다.  로울러(29)는  경골능(23)의  외주면에 
그  자체를  일치시키고,  복사뼈컵(31)에  형성되어  있는  보올(31')은  복사뼈컵(31)내에서  유동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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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뼈컵(31)을 복사뼈(25)(27)의 외주면에 일치 시킨다.

이  보올(31')과  로울러(29)는  뼈의  연결부  사이에서  피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연결부가 뼈하고
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뼈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이  시스팀에는  검력기(19)와  운동  모듀울(11)로  부터  출력을  받는  마이크로  처리장치가 구비
된 모니터(33)가 포함된다.

그리하여,  무릎  이완성  평가기는  모든  표준  무릎  평가  전문  기술을  사용하는  동안에  존재하는 변위
에 가해지는 장하를 감지하고 측정할 수 있다.

또,  그  이외에  이  무릎  이완성  평가기는,  무릎  이완성  평가기가  표시되고  인쇄된  양식에 가해지는힘
과  경골과  대퇴부의  운동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동안  정상적인  절차로  내과의사가  관절을  다루고 촉
진(觸診)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드러운 얇은 직물의 효과를 극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검력기(19)의  역판(力板)은  기본  방향에서  힘과  회전  우력(偶力)을  측정하고  내과의사로  하여금 무
릎의 어느 단계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수 있게 한다.

이것은 관련된 뼈의 운동량이 가해지는 압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완성을 측정할 때 중요하다.

힘의 정도를 안다는 것이 관절 이완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운동  모듀울(11)은  좌석(9)에  대하여  경골의  정확한  입체적인  위치를  측정하며,  그리하여  대퇴부가 
긴체되었을 때 대퇴골에 대한 위치를 측정한다.

운동  모듀울은  다음에  더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적어도  6회  측정이  공간에서의  몸체의  위치를 
완전히 정하기 위하여 요구된다는 원리에 의하여 적용하는 전자기계장치이다.

운동 모듀울은 하나의 점  또는 몸체의 다른 점  또는 몸체에 관하여 자유스러운 입체운동을 6회 측정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구성되며,  가능하면 회전 또는 병진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전자 부품이 
배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관련운동이  측정될  두개의  점  또는  몸체는  하나의  단단한  신축자재의  아암  또는 
그 두단부 사이에 관절로된 하나의 아암에 의하여 연결된다.

검력기  상에서  힘  측정은  반대와  균등  반작용하는  힘의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환자의  무릎에 
가하여진  힘은  경골과  대퇴부에  의해서  반작용을  받으며,  순차적으로  검력기에  전달된다.  무릎은 비
교하여  검력기에서의  힘은  상이한  배열이므로,  운동  모듀울에  의해서  제공되는  무릎과  검력기의 관
련 위치에 관한 지식은 무릎의 좌표계에서의 힘과 그 표현의 이론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  작동에서,  환자(1)는  계기좌석(9)에  앉어지고,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문제의  다리 대퇴부
는 압박된다.

그리고  나서,  하퇴부는  연결부(15A)가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같은  다리위에  장치되고  운동 모듀
울(11)이 좌석(9)과 하퇴부의 연결부(15A) 사이에 연결된다.

그리고  나서  내과의사(3)는  하퇴부를  비틀수(Twist)  있고  가해진  힘과  관련  변위를  나타내는  출력을 
받게 된다.

제6도와  제7도를  보면,  결합체(129)(131)는  제1단부(103)와  제2단부(105)를  연결하는  연장부(101)를 
포함한다. 연장부(101)는 제1링크 아암(107)과 제2링크 아암(109)으로 구성된다. 링크 아암
(107)(109)들은  단부(103)(105)  사이에서  단부(103)(105)와  같이  관련된  병진운동을  하고,  이  병진 
운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결부(111)에서  연접된다.  제1단부(103)에  배치된  것은  제1회전 분압기
(113)인데,  이것은  제1링크  아암(107)과  일직선으로  배치되고,  제1링크  아암(107)에  직각으로  축 주
위를 회전 할 수 있다.

제2회전  분압기(115)는,  제1회전  분압기(113)에  직각으로  배치되고  제1회전  분압기(113)의  축에 직
각으로 축 주위를 회전할 수 있다.

제2회전 분압기(115)는 기대(117)상에 장치된다.

제2단부(105)에  배치된  것은  제3회전  분압기(119)인데,  이것은  제2링크  아암(109)와  일직선이  되고, 
제2링크 아암(109)에 직각으로 축 주위를 회전한다.

제4분압기(121)는  제3회전  분압기(119)에  직각으로  배치되고,  제3회전  분압기(119)의  축에  직각으로 
축 주위를 회전할 수 있다.

제5회전  분압기(123)도  제3회전  분압기(119)에  직각으로  배치되어  제3회전  분압기(119)의  축에 직각
으로 축 주위를 회전할 수 있다.

제5회전  분압기(123)는  또  제4회전  분압기(121)에  직각이며,  그  회전축은  또  제4회전  분압기(121)에 
축에 직각이다. 제5회전 분압기(123)는 제2점에 장치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기대(125)에 연결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링크아암(107)(109)은  아암(107)(109)에  일직선이며,  회전축이 아암(107)(109)
에 직각인 제6회전 분압기(127)에 의해서 연결부(111)에 연결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장치는  제1단부(103)에  관련하여  제2단부(105)의  입체면에서  하는  운동과  그 반대
로  제2단부(105)에  관련하여  제1단부(103)의  입체면에서  하는  운동을  측정할  수  있으며,  운동 모듀
울이라 불린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제3,  제4,  제5,……점  또는  몸체(이하,  점이라는  말은  점  또는  몸체를  언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그렇게  이해되어야  한다)의  위치  또는  그들의  결합을  계수화하기  위한  잠재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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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며,  그리하여  점(103)(105)중  한개의  운동  또는위치를  다른  점에  관련하여  또는  그  결합에 관
련하여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된다.

이  가능성은 링크 아암 중의 하나를 그  기대(117)(125)로  부터 분리하고,  다시 거기에 연결할 수 있
도록 하므로서 이룰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  환자  착석용  계기좌석(9)과,  나)  속박되지  않은  부분에서  환자(1)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기 위
하여  환자(1)의  일부분을  계기좌석(9)에  속박하기  위한  대퇴부  속박수단(7)과,  다)  속박부분에 대하
여  환자(1)의  속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운동을  측정하기  위한  운동  모듀울(11)과,  라) 계기좌석
(9)과  운동모듀울(11)의  출력을  분석하며,  속박된  부분과  관련하여  속박되지  않은  부분에  가해지는 
힘과  운동의  표시도수를  제공하기  위한  중앙  연산  처리장치(133)  수단으로  구성된  무릎  이완성 평가
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계기좌석(9)이 검력기(19)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무릎 이완성 평가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대퇴부  속박수단(7)이  잠금띠(8)로  이루어지고,  속박되어  있는  부분은  환자(1)의 
대퇴부이며,  속박되지  않은  부분은  속박되어  있는  대퇴부의  하각부(下脚部)와  환자(1)의 상각부(上
脚部)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릎 이완성 평가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운동  모듀울(11)은  하각부와  관계되는  특정한  점들의  공간에서  위치를  결정하며, 
특정한  점들의  대퇴부  또는  상각부의  위치에  관련한  위치와  운동  측정용  운동  모듀울(11)로 구성됨
을 특징으로 하는 무릎 이완성 평가기.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잠금띠(8)는  대퇴부  또는  상각부  주위를  환착할  수  있는  복수의  오프셋  혁대(21)의 
한쌍과 혁대의 한쌍들을 서로 고정시키는 수단으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무릎 이완성 평가기.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운동  모듀울(11)의  타단부(15)는  하각부에  연결되는데,  하각부의  경골능(23) 둘레
에  환대(21)가  환착되어  있고,  경골능(23)의  경골  외주면에  그  자체를  일치시키는  로울러(29)와 하
각부의  내외측  복사뼈(25)(27)  주면을  덮고  있는  복사뼈컵(31)과  이  복사뼈(31)은  내외측 복사뼈
(25)(27)와  정  위치에  접할  수  있도록  복사뼈컵(31)내에  보올(31')이  복수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무릎 이완성 평가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운동  모듀울(11)  입체  공간에서  6개의  운동  정도에  관련하여  6개의  독자적인 측정
으로 입체공간에서 측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무릎 이완성 평가기.

청구항 8 

운동  모듀울(11)이  제1및  제2단부(103)(105)를  지니는  연장부(101)로  구성되며,  제1단부(103)는 계
기좌석(9)에  연결되고  제2단부(105)는  환자(1)의  대퇴부  아래  하각부에  연결함을  특징으로  하는 무
릎 이완성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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