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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척추골의 조각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MIS 기술이 사용될 때 선호된다.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튤립 바디, 내부 부재 및 팽창 부재를 포함하는 튤립 조립체로 구성된다. 척추의 척추경으로 척추경 나사 시스템의 장착은

예를 들어 척추경 나사를 척추의 일부분으로 삽입하는 단계,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로 결합시키는 단계로 구성된다.

튤립 조립체는 신장 로드가 튤립 조립체에 배치되기 전 척추경 나사로 고정될 수 있다. 로드가 튤립 조립체에 배치된 후 튤

립 바디와 내부 부재는 로드를 튤립 조립체로 고정시키기 위해 서로 회전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상대 회전은 튤립 조립체

를 척추경 나사로 추가적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제공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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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나사산 부분과 헤드 부분을 가지는 척추경 나사로 결합 가능한 튤립 조립체에 있어서, 상기 튤립 조립체는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을 수용하기 위하여 탄성적으로 팽창 가능한 제 1 장치 및

-연결 부분을 가지는 제 2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연결 부분은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으로 고정시키기 위

해 제 1 장치와 접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튤립 조립체.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제 2 장치에 결합된 제 3 장치를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제 2 및 제 3 장치들은 튤립 조립체 내에서 로드

의 적어도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튤립 조립체.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튤립 조립체는 제 2 장치가 제 1 장치와 연결되기 전에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상에서 회전하도록 조정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튤립 조립체.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장치는 탄성적으로 직경 방향으로 팽창 가능하고 수축 가능하게 형성된 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튤립 조립체.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링은 링의 직경을 제 1 상대적으로 큰 직경으로부터 제 2 상대적으로 작은 직경으로 가변시키는 스

플릿(split)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튤립 조립체.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장치는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에 대해 배치되는 내부 표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튤립

조립체.

청구항 7.

척추경 나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헤드 부분과 나사산 부분을 가지는 척추경 나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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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치와 제 2 장치를 포함하는 튤립 조립체를 포함하고, 제 1 장치는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을 수용하기 위하여 탄

성적으로 팽창 가능하고, 제 2 장치는 연결 부분을 가지며, 상기 연결 부분은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으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제 1 장치와 연결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제 2 장치에 결합된 제 3 장치를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제 2 및 제 3 장치들은 튤립 조립체 내에서 로드

의 적어도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상호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튤립 조립체는 제 2 장치가 제 1 장치와 연결되기 전에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상에서 회전하도록 조정

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제 1 장치는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에 대해 이동되도록 팽창될 수 있는 압축 가능한 링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압축 링은 링의 직경을 제 1 상대적으로 큰 직경으로부터 제 2 상대적으로 작은 직경으로 가변시키는

스플릿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제 1 장치는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에 대해 배치되는 내부 표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경 나사 시스템.

청구항 13.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로 고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척추경 나사를 골(bone)로 삽입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척추경 나사는 최대 적경 부분을 포함하는 헤드 부분을 가

지며,

-척추경 나사가 골로 삽입된 후 척추경 나사의 최대 직경 부분을 초과하여 제 1 장치를 팽창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제 1 장치의 내부 표면을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에 대해 배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및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제 2 장치의 일부분이 제 1 장치의 일부분과 접촉하도록 가압시키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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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항에 있어서, 척추경 나사를 골로 삽입시키는 단계는 척추경 나사를 골로 나사 고정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제 1 장치를 상호 작동 가능하게 팽창시키는 단계는 링의 직경을 제 1 상대적으로 큰 직경으로부터 제

2 상대적으로 작은 직경으로 가변 가능한 스플릿을 가진 링 부재를 팽창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제 1 장치의 내부 표면을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에 대해 배치시키는 단계는 링 부재가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의 최대 직경 부분 아래에 배치된 후 링 부재를 제 2 상대적으로 작은 직경으로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에 대해 제 1 장치의 내부 표면을 배치시키는 단계는 튤립 조립체 상에 인장력

(pulling force)을 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3 항에 있어서,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제 2 장치의 일부분이 제 1 장치의 일부분과 접촉하

도록 가압시키는 단계는 링 부재를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으로 클램프 고정시키기 위하여 튤립 내부 부품을 링 부재로

하강시키는 단계(depressing)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튤립 조립체와 척추경 나사를 포함하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으로 로드를 고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척추경 나사를 골로 삽입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척추경 나사는 최대 직경 부분을 포함하는 헤드 부분을 가지며,

-제 1 장치를 척추경 나사의 최대 직경 부분을 초과하여 팽창시키고,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에 대해 제 1 장치의 내부 표

면을 배치시키며,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제 2 장치의 일부분이 제 1 장치의 일부분과 접촉하도

록 가압시킴으로써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로 결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로드를 튤립 조립체로 삽입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및

-튤립 조립체 내에서 로드의 적어도 일부분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제 2 장치에 대해 제 3 장치를 배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척추경 나사를 골로 삽입시키는 단계는 척추경 나사를 골로 나사 고정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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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제 1 장치를 척추경 나사의 최대 직경 부분을 초과하여 팽창시킴으로써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로

상호 작동하도록 결합시키는 단계는 링의 직경을 제 1 상대적으로 큰 직경으로부터 제 2 상대적으로 작은 직경으로 가변

시키는 스플릿을 가진 링 부재를 팽창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에 대해 제 1 장치의 내부 표면을 배치시키는 단계는 링 부재가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의 최대 직경 부분 아래에 배치된 후 링 부재를 제 2 상대적으로 작은 직경으로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에 대해 제 1 장치의 내부 표면을 배치시키는 단계는 튤립 조립체 상으로 인장

력을 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19 항에 있어서,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제 2 장치의 일부분을 제 1 장치의 일부분과 접촉하

도록 가압시키는 단계는 링 부재를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으로 클램프 고정시키기 위하여 튜립 내부 부품을 링 부재로

하강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19 항에 있어서, 로드를 튤립 조립체로 삽입시키는 단계는 제 2 장치의 로드-수용 부분 상에 로드를 지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19 항에 있어서, 튤립 조립체 내에서 로드의 적어도 일부분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제 2 장치에 대해 제 3 장치를 배치시

키는 단계는 튤립 내부 부품에 대해 튤립 바디를 회전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척추경 나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구형 헤드 부분과 나사산 부분을 가진 척추경 나사를 포함하고,

-나사의 구형 헤드 부분의 경로를 수용하기 위한 보어를 가진 다-축 튤립 조립체(poly-axial tulip assembly)를 포함하며,

상기 튤립 조립체는 내부 부품, 외부 부품 및 패스너 조립체를 가지며, 상기 튤립 조립체는 나사의 헤드 부분에 배치되고,

패스너 조립체는 변부를 따라 테이퍼되고(tapered), 튤립 조립체를 나사의 헤드 부분으로 고정시키는 반면 튤립 조립체를

나사에 대해 다수의 축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패스너 조립체가 내부 부품과 짝을 이루도록 내부 부품의 내부 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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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테이퍼되며, 외부 부품은 연결된 위치에서 내부 부품을 수용 가능하게 보유시키는 상측 변부를 따라 보유 부재

(retaining member)를 포함하고, 보유된 위치로 하강된 내부 부품은 나사에 대해 튤립 조립체의 방향을 고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패스너 조립체는 나사의 헤드 부분의 적어도 일부분 주위에 위치된 압축 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압축 링은 제 1 상대적으로 큰 직경으로부터 제 2 상대적으로 작은 직경까지 링의 직경을 가변시키기

위하여 링 내에 스플릿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

청구항 30.

제 27 항에 있어서, 튤립 조립체를 통과하는 채널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상기 채널은 신장 로드를 수용하도록 형태가 형

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채널은 U-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

청구항 32.

제 30 항에 있어서, 채널은 튤립 조립체의 상부 영역으로부터 튤립 조립체의 하부 영역으로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

청구항 33.

제 27 항에 있어서, 내부 부품은 제 1 개방 위치로부터 제 2 밀폐 위치로 회전 가능하고, 튤립 조립체의 오목부에 위치된

로드는 내부 부품이 외부 부품에 대해 회전할 때 고정 위치에 수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

청구항 34.

제 27 항에 있어서, 보유 부재는 날카로운 표면(barbed surface)을 가지며, 내부 부품은 역의 날카로운 표면(reciprocal

barbed surface)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

청구항 35.

제 27 항에 있어서, 보유 부재는 외부 부품의 상부에 위치된 립(lip)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

청구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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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경 나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구형 헤드 부분과 나사산 부분을 가진 척추경 나사를 포함하고,

-나사의 헤드 부분에 위치된 다-축 하우징을 포함하며, 상기 하우징을 내부 부품, 외부 부품 및 패스너 조립체를 가지며,

상기 패스너 조립체는 상부 및 바닥 변부를 따라 테이퍼되고, 하우징을 나사의 헤드 부분으로 고정시키고 하우징을 나사에

대해 다수의 축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패스너 조립체가 내부 부품과 짝을 이루도록 내부 부품의 내부 보어는 상호 테

이퍼되며, 패스너 조립체는 내부 부품에 인접한 변부를 따라 포켓을 포함하며, 패스너 조립체에 인접한 내부 부품의 변부

는 연결된 위치에서 내부 부품을 수용하게 보유시키는 역으로 경사진 평면(reciprocal inclined plane)들을 가지며, 내부

부품을 부분적으로 회전시킴으로써 하우징이 나사로 임시적인 회전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로드를 수용하기 위한 하우징 내의 오목부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오목부를 기울어지게 각을 형

성하는 측부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

청구항 38.

척추경 나사에 있어서, 상기 척추경 나사는

-나사산과 헤드를 가진 나사,

-나사에 결합된 튤립,

-튤립을 나사로 결합시키기 위해 배치되고 튤립 내에 형성된 패스너 및

-튤립의 내부 부품을 포함하며, 튤립의 내부 부품은 튜립을 나사로 고정하고 나사를 연결시키기 위해 종방향으로 이동 가

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경 나사.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내부 부품은 오목부 내에 배치된 로드를 튤립 내에서 수용하도록 회전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경 나사.

청구항 40.

제 38 항에 있어서, 패스너는 제 1 상대적으로 큰 직경으로부터 제 2 상대적으로 작은 직경으로 패스너의 직경을 가변시키

기 위한 하나 이상의 스플릿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경 나사.

청구항 41.

제 38 항에 있어서, 튤립은 내부 부품을 종방향으로 보유시키기 위한 립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척추

경 나사.

청구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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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를 척추경 나사 시스템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헤드를 가진 나사를 환자의 골로 나사 고정시키는 단계,

-튤립 조립체를 나사의 헤드로 부착시키는 단계,

-튤립을 나사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튤립 내부 부품을 하강시키는 단계(depressing),

-로드를 튤립의 채널로 배치시키는 단계 및

-로드를 캡춰하기 위하여 튤립 내부 부품을 회전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나사 아래로 튤립 내부 부품을 하강시키는 단계로 인해 보유 부재는 나사에 대해 고정된 위치에서 튤립

을 다수의 축방향으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 위에 클램핑 하중(clamping force)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 42 항에 있어서, 로드를 캡춰하기 위하여 튤립 내부 부품을 회전시키는 단계로 인해 로드는 수용된 위치에 대해 튤립 상

의 경사진 평면 위로 슬라이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나사 상에서 튤립 내부 부품을 하강시키는 단계는 튤립 내부 부품의 상부를 튤립의 립과 연결시키는 단

계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서는 2004년 10월 25일 제출된 미국 특허 제 60/622,107호, 2005년 10월 25일에 제출된 60/622,180호, 2004년

11월 19일에 제출된 60/629,785호, 2005년 3월 18일에 제출된 60/663,092호, 2005년 5월 25일에 제출된 60/684,697

호를 우선권 주장하며, 상기 출원들은 본 발명에서 참조로 구성된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골 고정 장치에 관한 것이며, 특히 척추체의 내부 고정을 위한 나사 조립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인간이나 동물의 몸체에서 골 조각(bone segment)들을 내부 고정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종래 기술에 공지되었다. 한 타

입의 시스템은 척추경 나사 시스템이며, 상기 시스템은 척추골 조각을 파지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되고, 척추 융합 수술에

대한 보조물로서 종종 사용된다. 종래의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척추경 나사와 로드-수용 장치를 포함한다. 척추경 나사는

외측 나사산 스템과 헤드 부분을 포함한다. 로드-수용 장치는 신장 로드로 언급되는 로드를 수용하고,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에 결합된다. 이러한 2가지의 시스템은 예를 들어 헤르니아 디스크를 교정하는 수술 동안 척추 칼럼을 안정화시키고

및/또는 신장시키기 위하여 조절되고 각각의 척추골로 삽입된다. 척추경 나사는 자체적으로 척추골 조각을 고정시킬 수 없

지만 로드-수용 장치를 수용하기 위한 고정 부분으로서 기능을 하며, 차례로 로드를 수용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한 목적은

융합되는 척추골 조각들 사이에 상대적인 움직임을 방지하고 및/또는 감소시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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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척추경 나사 시스템이 존재할지라도 이러한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척추 수술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으로

신규한 최소 침습 수술법(MIS)의 가치를 높이고 이에 득이 되는 특징을 갖지 못한다. MIS 수술법의 한 장점은 환자의 회복

시간이 감소되는 데 있다.

종래의 척추경 나사 시스템과 보다 최근의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몇몇 단점을 가진다. 상기 몇몇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척

추경 나사 시스템이 수술 중 설치될 때 수술 부위 근처나 수술 부위에 조직 손상을 야기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큰 크기와

부피를 가진다. 종래의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수술 전 척추경 나사에 결합되거나 또는 부착되는 로드-수용 장치를 가진다.

추가적으로 종래의 몇몇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서로 조심스럽게 조립되어야 하는 다수의 부품들을 포함한다. Biedermann

씨의 미국 특허 출원 제 2005/0203516호와 2005/0216003호 이러한 척추경 나사 시스템의 한 타입은 무려 9개의 상이한

부품들이 요구된다.

종래의 다양한 척추경 나사 시스템들 간의 공통된 문제점은 나사산 부품이 로드-수용 장치 내에서 로드를 하부로 고정시

키기 위해 사용되는 데 있다. 이러한 타입의 시스템에 대한 실례는 Landry씨의 미국 특허 출원 2004/0172022호,

Doherty씨의 2005/0203515호, Butler씨의 2005/0187548호, Abdelgany씨의 2005/0192573호, Abdelgany씨의

2005/0192571호에 기초로 한다. 각각의 상기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로드-수용 장치(예를 들어 골 고정기, 수용 부분, 커

플링 구조물, 등등으로 언급됨)의 수직으로 연장된 벽에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결합된 외측 나사산 체결 요소를 가

진다.

상기 척추경 나사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점은 체결 요소가 장착될 때 크로스-쓰레딩(cross-threading)이 발생되는데 있

다. 크로스-쓰레딩으로 인해 체결 요소는 고장이 나고(jam) 및/또는 몇몇 부품들이 정확한 위치에 배치될 수 없는 바람직

하지 못한 구조물이 형성된다. 척추 운동의 동적 성향(dynamic nature)으로 인해 크로스-쓰레드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수

술 후 문제가 발생된다.

상기 척추경 나사 시스템에 따른 그 외의 다른 문제점은 수술 후에 동적 하중이 가해질 때 로드-수용 장치와 체결 요소 사

이의 결합으로 인해 로드-수용 장치의 벽들이 벌어질 수 있다(splaying apart). 상기 척추경 나사 시스템에서, 로드-수용

장치의 벽들은 지지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일컫는 수술 후의 튤립 스프레잉(tulip splaying)으로 인해 로드와 체결 요소

가 제거될 수 있다. 즉,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수술 후에 분해되고 더 이상 요구된 의도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종래의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상기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Erricod의 미국 특허 제

5,609,593호, 5,647,873호, 5,667,508호, 5,669,911호 및 5,690,630호는 로드-수용 장치의 벽에 결합되고 이를 초과하

여 연장된 나사산 외측 캡을 공개한다. 그러나 나사산 외측 캡이 로드-수용 장치와 결합될 때 크로스-쓰레딩에 대한 위험

성 및/또는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Ralph씨의 미국 특허 제 5,882,350호, Richelsoph씨의 제 6,132,432호, 주니어 Gaines씨의 제 4,950,269호, Cooper씨

의 6,626,908호, Schaffler-Wachter씨의 6,402,752호 및 Serhan씨의 6,843,791호에서와 같은 그 외의 다른 척추경 나

사 시스템은 상기 언급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노력하였지만 각각의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수술 전 조립되며, 이에 따라

척추 수술 시 상기 시스템들은 MIS 수술법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조종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척추체의 내부 고정을 위한 척추경 나사 시스템과 같은 골 고정 조립체(bone fixation assembly)에 관한 것이

다.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척추골 조각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최소 침습 수술법(MIS)이 사용될 때 선호된다.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튤립 바디, 내부 부재 및 팽창 부재를 가진 튤립 조립체를 포함한다. 척추의 척추경으로 척추경 나사 시스템

의 장착은 예를 들어 척추경 나사를 척추의 일부분으로 삽입하는 단계,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로 결합시키는 단계로

구성된다. 튤립 조립체는 신장 로드가 튤립 조립체 내에 배치되기 전 척추경 나사로 고정될 수 있으며, 신장 로드가 튤립

조립체 내에 배치된 후 이와 고정될 수 없거나 또는 신장 로드가 튤립 조립체 내에 배치된 후 이와 결합된다. 튤립 바디와

내부 부재는 로드를 튤립 조립체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서로에 대해 회전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상대 회전으로 인해 튤립

조립체는 척추경 나사로 추가적으로 고정될 수 있다.

한 특징에 있어서, 튤립 조립체는 나사산 부분과 헤드 부분을 가진 척추경 나사로 결합된다. 튤립 조립체는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 탄성적으로 팽창 가능한 제 1 장치와 연결부 및 로드-수용 부분을 가지는 제 2 장치를 포함하

며, 상기 연결 부분은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제 1 장치와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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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징에 있어서,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헤드 부분과 나사산 부분을 가지는 척추경 나사 및 제 1 장치와 제 2 장치를 포

함하는 튤립 조립체를 포함하고, 제 1 장치는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을 수용하기 위하여 탄성적으로 팽창 가능하고, 제 2

장치는 연결 부분과 로드-수용 부분을 가지며, 상기 연결 부분은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으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제 1 장치와 연결될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특징에 있어서,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로 고정하기 위한 방법은 척추경 나사를 골로 삽입시키는 방법을

포함하고, 이때 척추경 나사는 최대 직경 부분을 가진 헤드 부분을 포함하며, 척추경 나사가 골로 삽입된 후 제 1 장치를 척

추경 나사의 최대 직경 부분을 초과하여 팽창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제 1 장치의 내부 표면을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

에 대해 배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제 1 장치의 일부분과 접촉하도록

제 2 장치의 일부분을 가압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 외의 다른 특징에 있어서, 튤립 조립체와 척추경 나사를 포함하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으로 로드를 고정하기 위한 방법

은 척추경 나사를 골로 삽입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척추경 나사는 최대 직경 부분을 포함하는 헤드 부분을 가지며,

제 1 장치를 척추경 나사의 최대 직경 부분을 초과하여 팽창시키고,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에 대해 제 1 장치의 내부 표

면을 배치시키며,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제 2 장치의 일부분을 제 1 장치의 일부분과 접촉하도

록 가압시킴으로써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로 결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로드를 튤립 조립체로 삽입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및 튤립 조립체 내에서 로드의 적어도 일부분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제 2 장치에 대해 제 3 장치를 배치시키는 단

계를 포함한다.

다른 특징에 있어서,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구형 헤드 부분과 나사산 부분을 가진 척추경 나사를 포함하고, 나사의 구형 헤

드 부분의 경로를 수용하기 위한 보어를 가진 다-축 튤립 조립체(poly-axial tulip assembly)를 포함하며, 상기 튤립 조립

체는 내부 부품, 외부 부품 및 패스너 조립체를 가지며, 상기 튤립 조립체는 나사의 헤드 부분에 배치되고, 패스너 조립체

는 변부를 따라 테이퍼되고(tapered), 튤립 조립체를 나사의 헤드 부분으로 고정시키는 반면 튤립 조립체를 나사에 대해

다수의 축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패스너 조립체가 내부 부품과 짝을 이루도록 내부 부품의 내부 보어가 상호 테이퍼

되며, 외부 부품은 연결된 위치에서 내부 부품을 수용 가능하게 보유시키는 상측 변부를 따라 보유 부재(retaining

member)를 포함하고, 보유된 위치로 하강된 내부 부품은 나사에 대해 튤립 조립체의 방향을 고정시킨다.

그 외의 다른 특징에 있어서,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구형 헤드 부분과 나사산 부분을 가진 척추경 나사를 포함하고, 나사의

헤드 부분에 위치된 다-축 하우징을 포함하며, 상기 하우징을 내부 부품, 외부 부품 및 패스너 조립체를 가지며, 상기 패스

너 조립체는 상부 및 바닥 변부를 따라 테이퍼되고, 하우징을 나사의 헤드 부분으로 고정시키고 하우징을 나사에 대해 다

수의 축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패스너 조립체가 내부 부품과 짝을 이루도록 내부 부품의 내부 보어는 상호 테이퍼되

며, 패스너 조립체는 내부 부품에 인접한 변부를 따라 포켓을 포함하며, 패스너 조립체에 인접한 내부 부품의 변부는 연결

된 위치에서 내부 부품을 수용하게 보유시키는 역으로 경사진 평면(reciprocal inclined plane)들을 가지며, 내부 부품을

부분적으로 회전시킴으로써 하우징이 나사로 임시적인 회전 고정된다.

다른 특징에 있어서, 척추경 나사는 나사산과 헤드를 가진 나사, 나사에 결합된 튤립, 튤립을 나사로 결합시키기 위해 배치

되고 튤립 내에 형성된 패스너 및 튤립의 내부 부품을 포함하며, 튤립의 내부 부품은 튜립을 나사로 고정하고 나사를 연결

시키기 위해 종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특징에 있어서, 로드를 척추경 나사 시스템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법은 헤드를 가진 나사를 환자의 골로 나

사 고정시키는 단계, 튤립 조립체를 나사의 헤드로 부착시키는 단계, 튤립을 나사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튤립 내부 부품을

하강시키는 단계(depressing), 로드를 튤립의 채널로 배치시키는 단계 및 로드를 캡춰하기 위하여 튤립 내부 부품을 회전

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실시예

실례에 따라서, 척추경 나사 시스템(pedicle screw system)은 후방 요추 융합술 시 최소 침습 수술법에 의해 척추에 고정

될 수 있다. 상기 시스템은 척추의 척추경으로 삽입되고 그 뒤 척추의 적어도 일부분을 다루기 위하여(manipulate)(예를

들어 굴곡을 교정하고 압축시키거나 또는 팽창시키고 및/또는 구조적으로 강화시킴) 로드와 상호 연결된다. 척추 고정 및/

또는 교정술과 유사한 최소 침습 수술법(MIS)을 이용함에 따라 환자의 회복 시간이 짧아지며 이에 따른 수술의 위험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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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침습 수술법을 이용하여 척추를 고정하고 및/또는 교정하는 수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본 발명에 따라 제공된

척추경 나사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우수하게 수행되며, 상기 시스템은 종래의 시스템에 비해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 실시예에 따르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의 장점에 따르면, 척추경 나사는 로드-커플링 조립체(이하 튤립 조립체

'tulip assembly'로 언급됨)와 사전 결합됨에 없이 뼈 속으로 삽입될 수 있다. 이는 외과 의사가 상대적으로 큰 튤립 조립체

를 부착시키기 전에 그리고 척추경 나사를 삽입한 뒤 그 외의 다른 체간 작업(inter-body work)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호된다. 이러한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MIS 치료술을 이용 시 외과 의사가 작업할 수 있는 체간의 공간적인 바운더리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본 발명에 따르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으로 인해 사용자는 로드를 삽입하거나 및/또는 캡춰하기(capture) 전에

선호되는 각도로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로 고정시킬 수 있다. 초기에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로 고정시키는 것은

척추경 나사에 대해 튤립 조립체의 회전 운동 및/또는 병진 운동이 방지되지 않는다면 튤립 조립체의 하나 이상의 부품은

척추경 나사로 클램프 고정되거나 및/또는 고정되도록 조작되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에 튤립 조립체가 척추경 나

사로 고정됨에 따라 외과 의사가 다양한 척추 및/또는 골 부분을 압축시키거나 및/또는 신장(distraction)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의학 용어로 사용된 상기 용어“신장(distraction)"은 접합 표면(joint surface)에 관한 것이며 상기 접합 표면이 서로에 대

해 수직하게 이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척추 부분에서 견인(traction) 및/또는 신장이 수행될 때, 척추 부

분은 신장 및 활주(gliding)의 조합 및/또는 그 외의 자유도에 따라 서로에 대해 이동될 수 있다.

척추경 나사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실시예에 따르는 장점에 있어서 포괄적인 튤립 조립체는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에 상

호 작동 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선호되는 튤립 조립체는 초기에 튜립 조립체가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으로 고

정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그 뒤 튤립 조립체로 추가적으로 수용되며 캡춰되고 최종적으로 고정된다. 한 실시예에서, 튤

립 조립체는 로드가 튤립 조립체에 수용된 후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으로 고정된다. 이러한 튤립 조립체에 따라서 척추

경 나사를 뼈로 삽입시키고, 초기에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로 고정시키며(이는 튤립 조립체 내에 로드를 제거하거나

또는 로드를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음), 그 뒤 로드를 튤립 조립체로 캡춰시키고 고정시키는 3가지의 단계를 감소시킴으로

써 척추경 나사 시스템의 설치 단계의 복잡성이 감소될 수 있다.

척추 고정 및/또는 융합을 위해 신규한 MIS 어프로치(approach)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하

나 이상의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수술 후의 등 휨(post-operative back flexion)을 야기할 수 있는 로드 내에 상당한 응력/

변형이 발생될 때 수술 후의 튤립 스프레잉(tulip splaying) 및/또는 크로스 쓰레딩(cross-threading)의 문제점을 적어도

감소시키거나 또는 방지하기 위한 특징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문제점으로 인해 튤립 조립체는 벌어지게 되며(open) 이

에 따라 척추경 나사 시스템의 고장 및/또는 분해가 야기된다.

척추경 나사 시스템

도 1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102), 로드(104) 및 하기에서 튤립 조립체(106)로 언급되어 질 커플링 조립체(106)를

포함하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100)을 도시한다. 환자를 위한 척추경 나사 시스템(100)의 개수 및/또는 배치는 예를 들어

X-레이 촬영법, 자기 공명 촬영법 및/또는 형광 투시법과 같은 비-침습성 촬영 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의 척추 시스템의 수

술 전 검사에 기초하여 수술 전에 결정될 수 있다. 튤립 조립체(tulip assembly, 106)는 선호되는 척추경 나사(102)에 대

한 튤립 조립체(106)의 각 위치, 배치 및/또는 방향을 구현하도록 이동되고, 척추경 나사(102)에 상호 작동 가능하도록(예

를 들어 수술 시) 결합 될 수 있다. 튤립 조립체(106)가 척추경 나사(102)에 대해 선호되는 위치에 배치될 때, 튤립 조립체

(106)는 척추경 나사(102)로 맞물리거나 잠겨질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튤립 조립체(106)는 로드가 튤립 조립체(102)로

잠겨지거나 또는 고정되기 전에 척추경 나사(102)로 고정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튤립 조립체(106)는 로드가 튤립 조립체

(102)로 고정되거나 또는 맞물림되는 동시에 척추경 나사(102)로 고정된다.

제 1 척추경 나사(102)에 대한 제 1 튤립 조립체(106)의 상대적인 각 위치(107)는 환자의 척추에 위치된 다른 척추경 나사

시스템(100)으로부터 상이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척추경 나사(102)에 대한 튤립 조립체(106)의 상대적인 각 위치

(107)에 따라 외과 의사는 환자 척추의 적어도 일부분의 배열을 교정하고, 압축시키며, 연장시키고, 신장시키며, 회전시키

고 및/또는 강화시키는 외과적 처치의 목적을 구현하고 및/또는 최적화시키기 위하여 환자에 이식된 각각의 척추경 나사

시스템(100)의 튤립 조립체(106)를 선택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방향 설정하고 이동시킬 수 있다.

도 2는 신장된 나사산 부분(108)과 헤드 부분(110)을 가진 척추경 나사(102)를 도시한다. 비록 척추경 나사(102)가 종래

기술에서 공지되었을지라도, 헤드 부분(110)은 척추경 나사(102)에 결합되는 튤립 조립체(106)의 타입에 따라 다양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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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척추경 나사(102)의 헤드 부분(110)은 최대 직경 부분(126)과 구동 부분(driving feature, 124)을

포함한다. 상기 구동 부분(124)으로 인해 척추경 나사(102)는 척추경 골 및/또는 그 외의 뼈로 삽입될 수 있다. 척추경 골

은 추궁(lamina)과 척추골몸통을 연결시키는 척추골의 일부분이다. 구동 부분(124)은 튤립 조립체(106)가 척추경 나사

(102)에 결합된 후 척추경 나사(102)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청추경 나사(102)의 헤드 부

분(110)은 나사산 부분(110)과 결합되고, 모서리가 잘려지거나 또는 평평한 상부 표면(128)을 가진 구형 표면(127)을 포

함한다.

한 실시예에서, 척추경 나사(102)는 캐뉼레이트되고(cannulate), 이는 채널(130)(척추경 나사(102)를 통해 연장되는 점선

으로 도시됨)이 척추경 나사(102)의 전체 길이를 통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채널(130)로 인해 척추경 나사(102)는 통

상 K-와이어로 언급된 Kirschner 와이어를 수용하고 이에 대해 조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K-와이어는 형광 투시법과

같은 촬영 기술을 이용하여 사전-위치설정된다.

도시된 한 실시예에 따라서, 도 3 및 도 4는 제 1 부재 또는 튤립 바디(132), 내부 부재 또는 내부 부재(134) 및 팽창/수축

부재 또는 분할 링(split ring, 136)을 포함하는 튤립 조립체(106)를 도시한다. 튤립 바디(132)는 보어(138), 상부 부분

(140), 하부 부분(142) 및 내부 립(internal lip, 143)을 포함한다. 한 실시예에서, 튤립 바디(132), 내부 부재(134) 및 분할

링(136)은 척추경 나사(102)의 헤드 부분으로 배치되기 전 사전 작동 가능하게 조립된다. 내부 부재(134)와 분할 링(136)

은 튤립 바디(132)의 하부 부분(142)을 통해 또는 튤립 바디(132)를 통해 상부를 향하여 튤립 바디(132)로 삽입될 수 있

다.

도 5는 튤립 바디(132)의 하부 부분(142)으로 삽입된 분할 링(136)을 도시한다. 명확함을 위해 튤립 바디, 척추경 나사

(102) 및 내부 부재(134)의 상부 부분(140)은 도시되지 않는다. 튤립 바디(132)의 하부 부분(142)을 통과하는 보어(138)

의 내부 표면(144)은 분할 링(136)이 상부를 향하여 이동되고 및/또는 플로트되도록(float) 크기가 형성되어 분할 링(136)

은 척추경 나사(102)의 헤드 부분(110)을 수용하도록 팽창될 수 있다. 분할 링(136)은 외부 표면(146)과 내부 표면(148)

을 포함한다. 분할 링(136)의 외부 표면(148)은 튤립 바디(132)의 보어(138)의 내부 표면과 마찰 접촉한다. 분할 링(136)

의 내부 표면(148)은 척추경 나사(102)의 헤드 부분(110)과 마찰 연결되며, 이는 하기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된다. 한 실시

예에서, 분할 링(136)은 본 명세서에 기술된 작동 범위 내에서 탄성적으로 팽창 가능하고 수축 가능하도록 제조된다.

도 6은 외측 직경(150), 로드-지지 표면(156)을 포함하는 연장 암(154)에 의해 형성된 윤곽 채널(contoured channel,

152) 및 바닥 표면(158)을 가지는 내부 부재(134)를 도시한다. 외측 내부 직경(150)은 튤립 바디(132)의 보어(138)로 수

용되고 튤립 바디(132) 내에서 회전 가능하도록 크기가 형성되며, 이는 하기에서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로드-지지 표면

(156)과 함께 윤곽 채널(152)은 로드(104)를 튤립 조립체로 수용하고, 캡춰하며 및 결국 고정시키기 위하여 튤립 바디

(132)와 함께 작동된다. 바닥 표면(158)은 튤립 바디(132)의 보어(138) 내에서 분할 링(136)을 하부로 가압시키고 분할

링(136)과 연결되도록 작동되며, 이에 따라 분할 링(136)은 척추경 나사(102)의 헤드 부분(110) 둘레에서 수축된다. 튤립

바디(132)의 내부 표면(144)에 의해 제공된 반경 방향 구속(radial constraint)와 함께 분할 링(136)의 가압된 수축은 튤

립 바디(132)를 척추경 나사(102)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축추경 나사(102)의 헤드 부분(110)에 충분한 반경방향 압력을

발생시킨다.

척추경 나사 시스템의 설치

도 7A 내지 도 7C는 척추경 나사(102)로 튤립 조립체(106)를 조립하고 및/또는 설치하기 위한 다양한 단계를 도시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척추경 나사(102)는 골 재료(bone material, 160)로 삽입된다. 도 7A에서, 튤립 조립체(106)는 척추

경 나사(102)의 헤드 부분(110)으로 스냅 고정된다(snap). 분할 링(136)의 내부 표면(148)은 척추경 나사(102)의 헤드 부

분(110)과 정합된다. 튤립 조립체(136)가 척추경 나사(102)의 헤드 부분(110)으로 가압됨에 따라 분할 링(136)이 팽창되

고 헤드 부분(110)으로 스냅 고정된다. 기술된 바와 같이, 초기에 분할 링(136)은 튤립 바디(132)의 보어(138)로 상부를

향해 가압된다. 튤립 바디(132)의 하부 부분(142)내의 보어(138)로 인해 분할 링(136)은 보어(138) 내에서 플로트된다

(float). 대안으로 분할 링(136)이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110)에 의해 튤립 바디(132)의 내측에서 상부를 향해 가압됨

에 따라 분할 링(136)은 나사(102)의 헤드 부분(110) 주위에서 스냅 고정되고 팽창되기 위한 충분한 간격이 형성된다. 이

때 튤립 조립체(106)는 척추경 나사(102)의 헤드 부분(110)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된다. 튤립 조립체(106)는 척추경 나사

(102)에 대해 선호되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회전될 수 있으며, 기술된 커플링 메커니즘으로 인해 튤립 조립체(106)가 조

작되는 동안 척추경 나사(102)로부터 분리되는 가능성이 감소된다.

척추경 나사(102)의 헤드 부분(110), 분할 링(136)의 외부 및 내부 표면(146, 148) 및 튤립 바디(132)의 보어(138)의 하

부 부분을 포함하는 메칭 테이퍼 표면(mating tapered surface)들은 튤립 조립체(106)를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110)

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협력한다. 튤립 바디(132)로 가해진 상부를 향하는 하중은 분할 링(136)이 튤립 바디(132)의 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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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의 내부 표면(144)을 따라 추가적으로 하향 가압되기 때문에 분할 링(136)을 추가적으로 압축시키고 및/또는 수축시

킨다. 분할 링(136)의 추가적인 압축 및/또는 수축은 튤립 조립체(106)를 척추경 나사(102)로 고정시키고 맞물림시키며,

이에 따라 척추경 나사(102)에 대해 튤립 조립체(106)의 제거, 회전, 조작 및/또는 느슨함(loosening)이 방치된다. 즉, 초

기에 튤립 조립체(106)가 척추경 나사(102)의 헤드 부분(110)으로 배치될 때, 튤립 조립체(106)는 척추경 나사(102)에 대

해 다수의 축 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다. 따라서 튤립 조립체(106)는 척추경 나사(102)의 헤드 부분(110)으로 고

정될 때까지 척추경 나사(102) 위치에서 자유롭게 회전하는 상태로 유지된다. 추가적으로 튤립 바디(132)와 내부 부재

(134)는 로드(104)를 수용하기 위해 정렬된다. 명확함을 위하여, 로드(104)는 도시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로드(104)를 고

정하고 캡춰하는 튤립 조립체(106)의 형성은 보다 용이하게 가시될 수 있다.

도 7B는 로드(104)를 캡춰링하기 위하여 공통 축에 대해 회전하는 내부 부재(134)와 튤립 바디(132)를 도시한다. 한 실시

예에서, 내부 부재(134)는 고정되는 반면 튤립 바디(132)는 회전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튤립 바디(132)는 고정되는 반면

내부 부재(134)는 회전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내부 부재(134)와 튤립 바디(132)는 서로에 대해 회전하고 이러한 부품들

은 동시에 회전한다. 튤립 바디(132)는 로드(104)의 캡춰를 개시하기 위하여 내부 부재(134)의 암(154)과 윤곽 채널(152)

과 협력하는 연장부(162)를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내부 부재(134)는 로드(104) 및/또는 튤립 바디(132)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기 위해 시계 방향으로 회

전될 수 있다. 대안으로 내부 부재(104)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고 및/또는 튤립 바디(132)는 시계방향으로 회전

할 수 있다. 초기에 로드(104)는 로드-캡춰링 부분(164)(도 7D에 상세히 도시됨)을 포함하는 내부 부재(134)의 윤곽 표면

(156)상에 보유된다. 내부 부재(134)는 로드(104)를 캡춰하기 위하여 튤립 바디(132)의 보어와 협력한다. 추가적으로 내

부 부재(134)는 로드(104)를 캡춰하기 위하여 튤립 바디(132)에 대해 회전한 뒤 튤립 바디(132)가 예를 들어 수술 후의 동

적 및 정적 하중 하에서 스플레잉 개방(splaying open)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튤립 바디(132)에 대한 구조적 보강부

가 제공된다.

도 7A 및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 부재(134)의 암(arm, 154)은 튤립 바디(132)의 상부 표면 위로 돌출되고, 내부

를 향하여 만곡된다. 도 7C에서 내부 부재(134)는 튤립 바디(132)로 하부를 향해 밀려지거나 또는 가압되어 내부 부재

(134)의 상부 부분은 튤립 바디(132)의 상부 부분과 대략 동일한 높이로 형성된다. 내부 부재(134) 상에 형성된 추가적이

거나 또는 연속적인 하향 하중으로 인해 내부 부재(134)는 튤립 바디(132)의 상부 부분(140)에 위치된 립(143) 아래에 연

결되거나 또는 스냅 고정된다. 게다가 내부 부재(134)의 암(154)의 탄성으로 인해 암은 하부를 향해 밀려질 때 내부를 향

하여 만곡되고, 그 뒤 튤립 바디(132)의 립(143) 하부에 연결되도록 팽창된다. 튤립 바디(132) 내에 내부 바디(134)를 고

정시키기 위한 종방향 연결은 로드(104)가 튤립 조립체(106) 내에 배치되기 전 또는 후에 수행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내부 부재(134)를 튤립 바디(132)를 향해 하부로 가압시킴에 따라 내부 부재(134)의 바닥 표면(158)이 튤립 바디(132)의

보어(138)의 내부 표면(144)을 따라 분할 링(136)을 추가적으로 하부를 향해 밀기 때문에 튤립 조립체(132)는 척추경 나

사(102) 상으로 추가적으로 고정될 수 있다.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튤립 조립체(132)는 척추경 나

사의 헤드 부분(110)으로 클램프 고정된다.

대안의 실시예에서, 내부 부재(134)가 튤립 바디(132)로 하부를 향해 가압됨에 따라 튤립 조립체(132)는 척추경 나사

(102)로 초기에 고정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라서, 상대적인 상호 작용 표면의 형상과 가능한 그 외의 다른 인자들에 의

존하여, 튤립 바디(132)로 수용되도록 내부 부재(134)를 하부를 향해 가압시키는 공정은 초기에 튤립 조립체(106)를 척추

경 나사(102)로 고정시키는 공정으로 구성된다.

도 7D는 로드(104)가 튤립 조립체(106)로 고정되는 고정 또는 밀폐 위치에 형성된 튤립 조립체(106)를 도시한다. 도시된

실시예에 따라서, 내부 부재(134)의 암(154)과 튤립 바디(132)의 연장부(162) 사이에 다소 오버랩(overlap)이 발생된다.

도시된 실시예에 따라서, 도 7C 내지 도 7D로부터 도시된 상당한 상대 회전으로 인해 튤립 조립체(106) 내에 로드(104)가

고정되는 로드-고정 공정이 완료된다.

도 8 내지 도 14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의 대안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러한 대안의 실시예 및 본 명세서에 기술된 그 외의

다른 대체물들은 상기 기술된 실시예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상기 기술된 실시예와 공통되는 구조적 형상 및/또는 특징

및 조립/설치 단계는 동일한 도면 부호로 도시된다. 작동과 구조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점은 하기에 기술된다.

도 8 및 도 9는 도시된 실시예에 따르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200)의 대안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척추경 나사 시스템(200)

은 대안의 튤립 조립체(202)를 가진 척추경 나사(102)를 포함한다. 튤립 조립체(202)는 튤립 바디(204), 내부 부재(206)

및 팽창 부재 또는 분할 링(208)을 포함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내부 부재(206)는 초기에 튤립 조립체(202)의 각을 척추

경 나사(102)에 고정하기 위한 구조물과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경사진 평면(210)을 포함한다. 초기의 고정은 내부

부재(206)를 허용 회전을 통해 부분적으로 회전시킴으로써 구현된다. 내부 부재(206)의 경사진 평면(210)은 팽창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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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내에 존재하는 포켓(pocket, 212)과 연결된다. 경사진 평면(210)은 팽창 부재(208)를 하부를 항하여 가압하여 타이

트한 압축 상태를 형성하기 위하여 내부 부재(206) 상의 캠 연장부로서 작동하고, 이에 따라 튤립 조립체(202)는 척추경

나사(102)의 헤드 부분(110)으로 고정된다.

도 10 및 도 11은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300)을 도시한다. 도 11은 도 10의 척추경 나사 시스템(300)

의 전개도이다. 척추경 나사 시스템(300)은 척추경 나사(302)와 튤립 조립체(304)를 포함한다. 척추경 나사(302)는 듀얼

직경의 헤드 부분(306)을 포함한다. 튤립 조립체(304)는 튤립 바디(308), 내부 부재(310) 및 팽창 부재 또는 분할 링(312)

을 포함한다.

도시된 실시예의 형상에 따라서, 로드(도시되지 않음)는 캡춰되고 그 뒤 내부 부재(310)를 회전시킴으로써 연속하여 고정

된다. 초기의 고정은 내부 부재(310)를 튤립 바디(308)로 하부를 향해 가압시킴으로써 척추경 나사(302)와 튤립 조립체

(304) 사이에서 구현된다. 내부 부재(310) 상의 날카로운 표면(barbed surface, 314)은 튤립 바디(308) 내에 내부 부재

(310)를 보유하기 위하여 튤립 바디(308) 내의 날카로운 표면과 연결된다. 차례로 튤립 바디(308)는 튤립 조립체(304)를

척추경 나사(302)로 고정하기 위하여 분할 링(312) 상에서 가압된다. 추가적으로 경사진 평면(도시되지 않음)은 튤립 바

디(308) 내에서 제 2 로드 슬롯(320) 및/또는 내부 부재(310) 내에서 제 1 로드 슬롯(318)에 대해 로드를 타이트하게 가압

하기 위하여 내부 부재(310)의 암(316) 위에 위치될 수 있다. 따라서 튤립 바디(308)에 대한 내부 부재(310)의 회전으로

인해 로드는 튤립 조립체(304) 내에 고정된다.

작동 시, 본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는 상기 기술된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MIS 기술을 이용한 척추 융합술과 같은 외과 수술

동안 골 재료 및/또는 골 조각의 고정을 위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척추경 나사 시스템은 척추의 척추경으로 삽입되고, 그

뒤 척추에 지지부를 제공하는 로드와 상호 연결되며, 이에 따라 척추뼈 조각의 수술 후 융합(post-operative fusion)이 수

행된다. 척추경 나사는 척추경 나사와 결합된 튤립 조립체로 삽입될 수 있으며, 척추경 나사 시스템의 설치를 위한 한 실시

예는 척추경 나사를 골로 삽입시키는 단계와 그 뒤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로 고정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이러한 방

법은 종래의 척추경 나사 시스템 조립 및/또는 설치에 비해 장점을 가진다.

추가적으로 본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는 기술된 척추경 나사 시스템의 다양한 구조적 특징은 현전하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

에 비해 다른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척추경 나사는 튤립 조립체 또는 로드 없이 외과 의사가 나사를 배치시키는 골

로 삽입될 수 있으며, 그 뒤 튤립 조립체 또는 로드 둘레를 작업할 필요 없이 체간 작업(inter-body work)이 수행된다. 두

번째로는, 튤립 조립체는 크로스-쓰레딩과 같은 종래의 척추경 나사와 연관된 문제점을 제거하는 로드를 캡춰링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포함하며, 이러한 문제점은 본 명세서에 공개된 척추경 나사 시스템이 로드를 튤립 조립체로 캡춰하고 고정하

거나 또는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로 결합시키기 위한 임의의 쓰레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로, 튤립 조립체

와 척추경 나사의 헤드 부분 사이의 접촉면(interface)으로 인해 초기 고정 상태가 제공되어 튤립 조립체의 각도는 로드가

튤립 조립체에 캡춰되기 전 및/또는 그 후에 척추경 나사에 대해 고정되거나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타입의 척추경 나사

시스템으로 인해 외과 의사는 척추골 조작의 압축, 신장 및/또는 그 외의 다른 조작을 돕고 최적화시키기 위하여 척추경 나

사 시스템의 형상에 해당하는 배치, 각도 및/또는 방향을 체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중 체크할 수 있다. 게다가 척추경 나

사 시스템은 척추 수술에 제공된 신규한 MIS 기술이 제공된다.

척추경 나사 시스템의 수술 후의 장점은 튤립 조립체의 튤립 바디와 내부 부재의 상호 작용과 협력(cooperation)은 튤립

스프레잉(tulip splaying)의 공지된 문제점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 일반적으로 튤립 스프레잉은 응력 로드가

튤립 바디의 개방 부분을 가압할 때의 수술 후의 문제점으로 여겨지며, 이에 따라 상기 로드는 분해되고, 환자 몸속의 척추

경 나사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된다. 척추경 나사 시스템의 다른 수술 후의 장점은 현존하는 로드-커플링 부재 또는 구조물

과 상이한데 있으며, 본 명세서에 기술된 튤립 조립체는 상대적으로 작은 엔벨롭(envelope)(상대적으로 작은 부피, 낮은

프로파일 및/또는 상대적으로 콤팩트한 형태)을 가지며 척추경 나사로 용이하게 배치된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와 용이한

설치로 인해 수술 부위의 주변에 형성된 소프트한 조직 영역에 손상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들은 신속히 회복

된다.

현존하는 시스템에 대한 척추경 나사 시스템의 그 외의 다른 장점은 로드를 튜립 조립체를 캡춰하고 고정하며, 튤립 조립

체를 척추경 나사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는 모든 부분들은 튤립 조립체 내에 포함되는데 있다. 따라서 튤립 조립체가 척추

경 나사로 결합되거나 또는 스냅 고정될 때, 척추경 나사 시스템의 조립/설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고정 캡 또는 나

사산 패스너가 요구되지 않는다. 청구항에 첨부되고 기술된 한 특징에 따라서, 본 발명의 척추경 나사 시스템에 따라 결합

된 튤립 조립체 없이 척추경 나사를 삽입할 수 있으며, 튤립 조립체를 척추경 나사로 고정시키고 로드를 튤립 조립체로 캡

춰링하고 고정시킬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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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술된 다양한 실시예들은 추가적인 실시예를 제공하기 위해 조합될 수 있다. 제한되지 않은 2004년 10월 25일에 제

출된 미국 특허 제 60/622,107, 2004년 10월 25일에 제출된 60/622,180호, 2004년 11월 19일에 제출된 60/629,785호,

2005년 3월 18일에 제출된 60/663,092호 및 2005년 5월 25일에 제출된 60/684,697호를 포함하는 모든 미국 특허, 특허

출원서, 공보는 본 발명에서 참조로서 구성된다. 필요하다면 본 발명의 형상은 본 발명의 추가 실시예를 제공하기 위한 다

양한 특허, 출원서 및 공보의 사상과 장치 및 다양한 시스템을 허여하도록 변형될 수 있다.

상기 및 그 외의 다른 변형물들은 상기 상세한 설명을 고려하여 본 발명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첨부된 청구항에

서 사용된 용어는 청구항과 명세서에 공개된 특정 실시예에 대해 본 발명을 제한하지 않으며, 청구항에 따라 작동되는 모

든 골 고정 시스템과 방법을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명세서가 아니라 하기 청구항에 의해 결정된 범위에

따라 구성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에서 동일한 도면 부호는 동일한 요소 또는 작용을 나타낸다. 도면에서 요소들의 크기와 상대 위치는 비례하도록 도시

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다양한 요소와 각도들의 형태는 비례하도록 도시되지 않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도면의 판독성

을 개선시키기 위해 임의로 확대되고 배치된다. 추가적으로 도시된 요소들의 특정 형태는 도면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

록 선택되며 특정 요소에 대한 실제 형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동일한 도면 부호는 동일한 요소와

작용을 나타낸다.

도 1은 도시된 실시예에 따르는 척추경 나사 시스템의 도면.

도 2는 도시된 실시예에 따르는 가변 가능한 최저 직경을 가진 척추경 나사의 측면도.

도 3은 도 1의 척추경 나사 시스템의 튤립 조립체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도 3의 튤립 조립체의 전개도.

도 5는 도 3의 튤립 조립체의 튤립 바디와 분할 링의 부분적인 횡단면도.

도 6은 도 3의 튤립 조립체의 내부 부재를 도시하는 도면.

도 7A 내지 도 7D는 도시된 실시예에 따라서, 척추경 나사 시스템을 골(bone)로 장착시키기 위한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도시된 실시예에 따라서, 척추경 나사 시스템의 측면도.

도 9는 도 8의 척추경 나사 시스템의 튤립 조립체의 전개도.

도 10은 도시된 실시예에 따라서, 척추경 나사 시스템의 측면도.

도 11은 도 10의 척추경 나사 시스템의 척추경 나사와 튤립 조립체의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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