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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10)은 외부 부재(12) 및 내부 부재(14)를 포함한다. 상기 삽입물은 외부 부재에 형성된 제 1 연동

식 톱니구조(56) 및 내부 부재에 형성된 제 2 연동식 톱니구조(58)을 가지는 장금장치(50)를 포함한다. 상기 외부 및 내부

부재의 연동식 톱니구조는 삽입물의 확장 방향에 대하여 직각이 아닌 배향으로 배열된 맞물림면(76, 86)을 포함한다. 상기

장금장치는 삽입물에 압력이 가해질 때 내부 부재의 벽들이 외부 부재의 벽들로 끌어당겨지거나 휘어지도록 형성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확장가능, 추간 삽입물, 제 1 부재, 제 2 부재, 맞물림 구조, 연동식 톱니구조, 장금장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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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정국가에 대하여는 미국 국영 기업인 센터펄스 스파인-테크 주식회사(Centerpulse

Spine-Tech, Inc.)를 출원인으로, 미국 지정에 대해서만 미국시민 제임스 알. 뮤지드(James R. Mujwid) 및 미국시민 이

슈마엘 벤틀리(Ishmael Bentley)를 출원인으로 하여 2004년 2원 12일 PCT국제특허출원으로 제출된 것이다.

본 발명은 인접한 척추 요소를 안정화시키는 방법 및 기구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에 관

한 것이다.

배경기술

인접한 척추 요소를 안정시키고 청구 요소 사이의 뼈의 결합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추간 삽입물의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어떤 형태에 있어서는 수술하는 동안 의사가 추간 삽입물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의사는 바라는 높

이, 길이 및 폭 치수에 가장 가까운 크기를 선택해야 하고 삽입물을 조절해야 한다.

이러한 삽입물은 미리 크기와 모양이 정해져 있어, 삽입되는 부위가 삽입물의 형태에 대응되어야 한다. 이는 삽입을 완성

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부위가 준비되어야 한다. 광범위한 부위가 준비되면 수용하는 척추 요소에 과도한 위험을 유발시키

며 삽입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게다가, 광범위한 부위의 준비를 요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긴 수술에 이르러 환

자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의 추간 삽입물은 제 1 높이에서 제 2 높이로 확장되도록 고안되었다. 그러한 추간 삽

입물의 하나는 미국특허 제 6,174,334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 삽입물은 조립되었을 때 삽입물 조립품을 형성하는 한 쌍의

쉘(shell)을 포함한다. 톱니는 각각의 쉘 위에 형성되어 쉘이 단일방향으로 따로 뻗어질 수 있게 한다. 각각의 톱니는 쉘의

상대적인 운동 라인으로 기울어진 사면을 갖는다. 사면은 상대적인 운동 라인에 수직인 접합면과 만난다. 다시 말해, 쉘에

형성된 각각의 톱니는 쉘이 서로 멀리 뻗어지는 방향에 상대적으로 90도인 표면을 갖는다.

이는 이식물이 별개로 펼쳐질 때, 쉘의 톱니는 서로에 대해 래치트식으로 움직이는 것(ratchet)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

한 래치트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쉘의 측면을 옆으로 이동하게 한다. 이 측면의 이동은 쉘이 플라스틱 변형을 일으킬 수 있

는 정도로 물리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만약 플라스틱 변형이 일어나면, 삽입물 조립의 두 쉘은 최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조립 및 장치에 있어서 진전이 있어왔고,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삽입물 조립

의 구조적인 보전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확장가능한 삽입물 조립을 제공하였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한 측면은 삽입물의 확장축을 따라 제 1 위치 및 제 2 위치 사이에서 확장하도록 형성된 제 1 및 제 2 부재를 포

함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expandable invertebral implant)에 관한 것이다. 상기 삽입물은 삽입물의 제 1 및 제 2

부재 사이에 배치된 맞물림 구조를 포함한다. 상기 맞물림 구조는 삽입물의 확장축에 대하여 직각이 아닌 배향을 갖는 맞

물리는 표면을 적어도 하나를 가진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외부 및 내부 부재를 가진 추간 삽입물에 관한 것이다. 각각의 외부 및 내부 부재는 연동식 톱니 구

조를 포함한다. 이 맞물림면은 삽입물의 확장 방향에 대하여 직각이 아닌 위치로 배열되어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서, 외부 및 내부 부재의 상기 연동식 톱니 구조는 맞물림면을 포함하며, 상기 맞물림면은 각각의 외부 및 내부 부재의 제 1

벽(wall)에 대하여 직각이 아닌 위치로 배열되어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은 외부 및 내부 부재를 갖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 삽입물은 또한 확장된

위치에서 삽입물을 고정시키도록 형성된 장금장치를 포함한다. 상기 장금장치는 외부 부재에 형성된 제 1 톱니형태 및 내

부 부재에 형성된 제 2 톱니형태를 가진다. 제 1 톱니형태는 위쪽으로 경사져있고, 제 2 톱니형태는 아래쪽으로 경사져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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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은 제 1 및 제 2 부재와, 각각의 제 1 및 제 2 부재에 형성된 연동식 구조를 포함하는 확장가능형 추

간 삽입물에 관한 것이다. 연동식 구조는 제 1 및 제 2 부재에 압력이 가해질 때 제 2 부재의 벽이 제 1 부재의 벽 쪽으로

구부러지도록 형성되어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측면은 다음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일부분 설명될 것이며, 일부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명백해질

것이며, 또는 본 발명의 다양한 측면을 실시함으로써 알게 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측면은 특징의 조합 뿐만 아니라 개별

적인 특징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상술한 일반적인 설명과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 모두 전형적이고 설명적인 것일 뿐이며, 청

구된 발명에 제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의 일실시예의,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면도이다.

도 2는 도 1의 삽입물의, 확장된 상태에서의 전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의 일실시예의 확장된 배면 투시도이다.

도 4는 도 3의 삽입물의 확대된 전면 투시도이다.

도 5는 도 4의 삽입물의 전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의 선택적 일실시예의 확대된 배면 투시도이다.

도 7은 도 6의 삽입물의 확대된 전면 투시도이다.

도 8은 도 7의 삽입물의 전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의 또 다른 일실시예의 확대된 전면 투시도이다.

도 10은 도 9의 삽입물의 전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삽입물의 확대된 부분 전면도이다.

도 12는 도 11의 상세 도면이다.

실시예

대응되는 도면에 설명되는 본 발명의 측면의 설명에 상세하게 참조 번호를 붙일 것이다. 가능하면,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

을 참고하는 도면에 걸쳐서는 동일한 참조 번호가 사용될 것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10)을 나타내고 있다. 도 1의 삽입물(10)은 확장되지 않

은 상태에서 두 척추 요소 V1, V2 사이에 삽입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도 2에서, 삽입물(10)은 확장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삽입물(10)은 일반적으로 제 1 외부 부재(12) 및 제 2 내부 부재(14)를 포함한다. 삽입물은 또한 도 2에서 화살표 B

로 표시되는 방향으로 선형 확장을 허용하는 맞물림 구조 또는 장금장치(50)를 포함한다. 확장가능형 삽입물(10)은 제 1

높이에서 선택된 제 2 높이로 확장되며, 맞물림 구조 또는 장금장치(50)에 의하여 선택된 제 2 높이에서 고정된다. 이는 삽

입물(10)이 A-A의 확장축을 따라 증가하며 확장하거나 래치트식으로 움직임으로써 다양하게 선택된 제 2 높이로 확장하

여 고정되도록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삽입물은 또한 선택된 제 2 높이로부터 선형 수

축을 허용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선형 확장 및 선형 수축의 방향은 화살표 B로 표시되는 것과 같이 동일한 방향이다.

삽입물(10)의 내부 및 외부 부재(12, 14)는 여기에 개시된 특징을 제공하도록 기계로 가공되고/되거나 주물로 형성된다.

부재(12, 14)는 동일한 물질, 또는 상이한 물질로 제조될 수 있다. 대표적인 물질은 전형적으로 생체조직과 잘 교합하는 물

질, 예컨대 스테인레스 스틸, 세라믹, 흑연, 탄소 섬유 물질 및 다양한 플라스틱 및 상기 물질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바람직

한 실시예에서, 내부 및 외부 부재(12, 14)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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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를 참조하면, 삽입물(10)의 제 1 실시예가 나타나있다. 삽입물(10)의 제 1 외부 부재(12)는 일반적으로 기저 부분

(16)과 제 1 및 제 2 외부벽(18, 20)을 포함한다. 제 1 및 제 2 외부벽(18, 20)은 각각 자유단(18a, 20a)과 부착된 단부

(18b, 20b)를 가진다(도 5). 부착된 단부(18b, 20b)는 기저 부분(16)과 연결되고, 자유단(18a, 20a)은 기저 부분(16)에서

일반적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확장한다. 각각의 제 1 및 제 2 벽(18, 20)은 내부 벽면(22, 23) 및 외부 벽면(24, 25)을 포함

한다(도 3).

도 3-5에서 나타낸 실시예에서, 선반구조(70)은 삽입물(10)의 각 면에 형성된다. 사용시, 삽입물에 결과적으로 가해지는

척추 요소(V1, V2) 사이의 압력은 심각할 수 있다. 선반구조(70)는 척추 요소(V2)에 인접한 기저 부분(16)의 접촉표면적

(66)(도 4)을 증가시킴으로써 삽입물(10)의 안정성을 더욱 제공한다. 선반구조(70)는 증가된 접촉표면적(66)에 압축 부담

을 더 넓게 분배시켜 삽입물을 안정화시킨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선반구조(70)는 기저 부분(16)에 근접한 외부 부재(12)

상에 형성된다. 선반구조(70)은 일반적으로 삽입물(10)의 제 1 단부(62)(도 3)에서 제 2 단부(64)로 확장하며, 외부 부재

(12)로부터 바깥방향으로 돌출된다.

외부 부재(12)는 폭(W1), 높이(H1) 및 길이(L1)를 가진다. 폭(W1)은 제 1 및 제 2 벽(18, 20)의 외부 벽면(24, 25) 사이에

서 확장한다. 폭(W1)은 바람직하게는 0.3 내지 0.7인치 사이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0.4 내지 0.6인치 사이이고, 가장 바

람직하게는 약 0.5인치이다. 외부 부재(12)의 높이(H1)는 기저 부분(16)으로부터 벽(18, 20)의 자유단(18a, 20a)으로 확

장한다. 높이(H1)는 바람직하게는 0.2 내지 0.5인치 사이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0.2 내지 0.4인치 사이이며, 가장 바람

직하게는 약 0.3인치이다. 외부 부재(12)의 길이(L1)는 일반적으로 삽입물의 제 1 단부(62)에서 삽입물의 제 2 단부(64)

로 확장한다. 외부 부재의 길이(L1)는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2인치 사이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0.7 내지 0.9인치 사

이이며,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0.8인치이다.

삽입물(10)의 제 2 내부 부재(14)은 일반적으로 기저 부분(26)과 제 1 및 제 2 내부벽(28, 30)을 포함한다. 제 1 및 제 2 내

부벽(28, 30)은 각각 자유단(28a, 30a)과 부착된 단부(28b, 30b)를 가진다(도 3). 부착된 단부(28b, 30b)는 기저 부분(26)

과 연결되고, 자유단(28a, 30a)은 기저 부분(26)에서 일반적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확장한다. 각각의 제 1 및 제 2 벽(28,

30)은 내부 벽면(32, 33) 및 외부 벽면(34, 35)을 포함한다.

도 4 및 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삽입물(10)은 삽입물 조절장치(91)를 포함한다. 삽입물 조절장치(91)는 수술과정에서

수술도구(표시하지 않음)로 삽입물(10)을 조절하고 교묘하게 다룰 수 있도록 형성된다. 도시된 실시예의 삽입물 조절장치

(92)는 내부 부재(14) 상에 위치하여, 제 1 및 제 2 벽(28, 39)의 내부 벽면(32, 33) 상에 형성된 삽입물 조절구조(92)를 포

함한다. 삽입물 조절구조(92)는 반대 벽(28, 30)을 향하여 안으로 돌출한 돌기부(94)를 포함한다. 돌기부(94)에는 홀(96)

이 형성되어, 예를 들면 수술 도구의 끝을 수용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본 발명의 삽입물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수술기구의

예로는 이와 함께 출원된 대리인 사건기록(Attorney Docket) 제 6683.0076US01호의 미국출원 "삽입물과 함께 사용되는

기구 및 제조방법"에 설명되어 있다.

내부 부재(14)는 폭(W2), 높이(H2) 및 길이(L2)를 가진다. 폭(W2)은 제 1 및 제 2 벽(28, 30)의 외부 벽면(34, 35) 사이에

서 확장한다. 폭(W2)은 바람직하게는 0.2 내지 0.6인치 사이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0.3 내지 0.5인치 사이이고, 가장 바

람직하게는 약 0.4인치이다. 내부 부재(14)의 높이(H2)는 기저 부분(26)으로부터 벽(28, 30)의 자유단(28a, 30a)으로 확

장한다. 높이(H2)는 바람직하게는 0.2 내지 0.5인치 사이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0.2 내지 0.4인치 사이이며, 가장 바람

직하게는 약 0.3인치이다. 삽입물의 길이(L2)는 일반적으로 삽입물의 제 1 단부(62)에서 삽입물의 제 2 단부(64)로 확장

한다. 길이(L2)는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2인치 사이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0.7 내지 0.9인치 사이이며, 가장 바람직

하게는 약 0.8인치이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외부 및 내부 부재(12, 14)는 서로 대응되어 상호 연결하도록 형성된다. 특히, 외부 부재(12)의 외부벽

(18, 20)은 내부 부재(14)의 내부벽(28, 30)을 수용하도록 형성되고 그 치수로 만들어진다. 특히, 내부 부재(14)의 폭(W2)

은 외부 벽면(34, 35)에 의해 한정되어 외부 부재(12)의 내부 벽면(22, 23)과 상호작용하도록 형성된다. 하나의 선택적인

구성에서, 내부 부재(14)의 벽은 내부 부재(14)의 내부 벽면(32, 33)이 외부 부재(12)의 외부 벽면(24, 25)와 상호작용하

는 치수로 만들어지고 형성된다.

도 5를 참조하면, 외부 부재(12)는 단단한 구조로 형성된다. 즉, 외부 ㅂ부재(2)의 제 1 및 제 2 벽(18. 20)은 삽입물이 확

장하는 동안 벽(18, 20)이 휘는 것을 감소하거나 제거하도록 형성된다. 특히, 외부 부재(12)의 제 1 및 제 2 벽(18, 20)은

두께(T1)를 갖는다. 두께(T1)는 벽(18, 20)이 옆으로 이동하거나 휘지 않도록 외부 부재(12)에 단단함을 제공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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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부재에 있어 변형(flexure)이란 삽입물(10)이 제 1의 확장되지 않은 높이에서 제 2의 확장된 높이로 증가하면서 확장

되거나 래치드식으로 움직일 때, 부착된 단부 근처의 벽의 자유단을 따라 밖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안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도 1 및 도 2). 내부 부재에 있어 변형(flexure)이란 삽입물(10)이 제 1의 확장되지 않은 높이에서 제 2의 확장된

높이로 증가하면서 확장되거나 래치드식으로 움직일 때, 부착된 단부 근처의 벽의 자유단을 따라 안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밖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외부 부재(12)의 단단한 구조와는 다르게, 내부 부재(14)는 탄력적인 구조가 되도록 구성된다. 즉, 내부 부재(14)의 제 1

및 제 2 벽(28, 30)은 삽입물이 확장하는 동안 벽(28, 30)의 변형을 허용하도록 형성된다. 내부 부재(14)의 탄력적인 구조

는 두 방식으로 제공된다.

하나는, 내부 부재(14)의 제 1 및 제 2 벽(28, 30)은 두께(T2)를 갖는다. 두께(T2)는 외부 부재의 벽 두께(T1)보다 작고,

삽입물(10)이 래치트식으로 확장되는 동안 옆으로 이동 또는 변형되도록 구성된다.

두번째는, 내부 부재(14)는 제 1 및 제 2 벽(28, 30)의 부착된 단부(28b, 30b)와 기저 부분(26)에 근접하여 형성된 홈

(slot)(68)을 포함한다(도 3 및 도 5). 도시된 실시예에서, 홈(68)은 기저 부분(26)의 만곡된 돌출부(27)로부터 확장하는

아치형태를 갖는다(도 5). 바람직하게는 홈(68)은 내부 부재(14)의 길이(L2)를 따라 삽입물의 제 1 단부(62)로부터 삽입물

의 제 2 단부(64)로 확장한다(도 3). 홈(68)은 삽입물이 팽창하는 동안 제 1 및 제 2 벽(28, 30)의 옆으로 이동 또는 변형되

는 것을 허용하도록 구성된 탄력적인 조인트를 제공한다.

내부 및 외부 부재(12, 14)가 조립될 때, 외부 부재(12)의 기저 부분 및 벽(16, 18 및 20)과 내부 부재(14)의 기저부분 및

벽(26, 28 및 30)은 삽입물(10)의 제 1 단부(62)에서 개구부(44)를 형성한다(도 3). 마찬가지로, 개구부(46)는 삽입물(10)

의 제 2 단부(64)에 형성된다. 이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수술과정 동안 수술도구는 삽입물(10)을 잡거나 교묘하게 다

루기 위하여 개구부(44, 46) 사이로 삽입될 수 있다. 나아가, 개구부(44, 46)는 삽입물의 내부로의 접근을 제공한다. 삽입

물(10)이 척추 요소(V1, V2) 사이로 삽입되어 확장되면, 뼈의 성장 물질은 개구부(44, 46)를 통하여 삽입물의 내부에 쌓일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내부 부재(14)의 기저 부분(26)은 윈도우(window)(42)를 포함한다. 윈도우(42)는 삽입물을 통하여 척추

요소(V1, V2)(도 1 및 도 2) 사이에서 뼈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제공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윈도우(42)는 기저 부분(26)

의 중앙에 위치하며 일반적으로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외부 부재(12)의 기저 부분(16) 또한 삽입물을 통

하여 척추 요소(V1, V2)(도 1 및 도 2) 사이에서 뼈의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를 포함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기저(16)는

기저 부분(16) 내에 중앙에 위치한 한쌍의 윈도우(40)를 포함한다. 삽입물(10)은 척추 요소 사이에서 결합하는 뼈의 성장

을 촉진하도록 형성된 다른 형태의 윈도우를 더 많이 또는 적게 가지는 다른 윈도우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삽입물(10)의 장금장치(50)(도 1 및 도 2)는 외부 부재(12)의 제 1 및 제 2 벽(18, 20)에 형성된 제 1 연동식 톱니구조

(52)(도 3 내지 5), 및 내부 부재(14)의 제 1 및 제 2 벽(28, 30)에 형성된 대응되는 제 2 연동식 톱니구조(54)를 포함한다.

장금장치(50)의 제 1 연동식 톱니구조(52)는 외부 부재(12)의 내부벽면(22, 23)에 위치된 제 1 톱니형태(56)를 포함하며,

장금장치(50)의 제 2 연동식 톱니구조(54)는 내부 부재(14)의 외부벽면(34, 35)에 위치된 제 2 톱니형태(58)를 포함한다.

도 11을 참조하면, 삽입물(10)의 확대된 부분 전면도 및 장금장치(50)의 상세 전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1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제 1 톱니형태(56)의 각각의 톱니는 맞물림면(76)과 인접한 면(78)을 포함한다. 유사하게, 제 2 톱니형태(58)의

각각의 톱니는 맞물림면(86)과 인접한 면(88)을 포함한다. 맞물림면(76, 86)은 팁(tip)(80, 90)에서 각각 인접한 면(78,

88)과 만난다.

외부 부재(12)의 제 1 톱니형태(56)는 외부 부재(12)의 기저 부분(16)(도 5)에 반대 방향으로 경사져 있다. 마찬가지로 내

부 부재(14)의 제 2 톱니형태(58)는 내부 부재(14)의 기저 부분(26)(도 5)에 반대 방향으로 경사져 있다. 부재(12, 14)가

서로 조합될 때, 외부 부재(12)의 제 1 톱니형태(56)는 도 11에서 화살표 D1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제 1 상승방향으로 경

사져 있으며, 내부 부재(14)의 제 2 톱니형태(58)는 화살표 D2로 표시된 바와 같이 제 2 하강방향으로 경사져 있다. "경사

져 있다"는 것은 톱니가 경사각을 가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톱니형태(56, 58)의 맞물림면(76, 78)이 부재(12, 14)의

벽의 평면 X-X에 상대적으로 수직인 면(파선으로 표시된)으로부터 기울어진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맞물림면(76,

78)이 외부 및 내부 부재의 벽에 상대적으로, 및 삽입물 팽창 방향(도 2에서 화살표 B로 표시된)에 대하여 직각이 아닌 방

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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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을 참조하면, 제 1 톱내형태(56)의 맞물림면(76)은 각 A1(파선으로 도시된 직각방향에 상대적으로)로 경사져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 A1은 바람직하게 1도 내지 8도 사이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4도이다. 마찬가지로, 제 2 톱내

형태(58)의 맞물림면(86)은 각 A2(파선으로 도시된 직각방향에 상대적으로)로 경사져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 A2

는 바람직하게 수평면에 대하여 1도 내지 8도 사이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4도이다. 택일적인 맞물림에 있어서는, 단

지 한 부분의 톱니만 벽에 대하여 각지게 경사질 수 있다. 즉, 톱니(56, 58)은 개시된 바에 일치하는 형태의 직각 부분과 각

진 부분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외부 부재(12)에 형성된 제 1 연동식 톱니구조(52)의 맞물림면(76)은 외부 부재의 벽(18, 20)의 내부벽면

(22, 23)에 대하여 바람직하게는 91도 내지 98도 사이로 각져있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내부벽면에 대하여 약 94도로 각져

있다. 마찬가지로, 내부 부재(14)에 형성된 제 2 연동식 톱니구조(54)의 맞물림면(86)은 내부 부재의 벽(28, 30)의 외부벽

면(34, 35)에 대하여 바람직하게는 91도 내지 98도 사이로 각져있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외부벽면에 대하여 약 94도로 각

져있다.

삽입물(10)의 경사각 구조는 삽입물이 확장하는 동안 플라스틱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에 삽입물(10)의 구조적 보전과 기능

을 유지한다. 특히 제 1 및 제 2 연동식 톱니구조(52, 54)는 압력이 삽입물에 가해질 때 내부 부재(14)의 벽(28, 30)이 외부

부재(12)의 벽쪽으로(도 11에서 화살표 F로 표시된) 외부로 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더욱 상세하게는, 외부 부재(12)

는 벽(18, 20)의 변형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도록 형성된 단단한 구조이다. 그래서, 척추 요소(V2)로부터의 압력 C(도 12)

은 외부 부재(12)를 통하여 내부 부재(14)의 맞물림면(86)으로 이동된다. 연동식 톱니구조(52, 54)의 맞물림면(76, 86)의

경사각 형태는 맞물림면(86)의 수직인 각도(화살표 C로 표시된)로 압력 C 성분을 전달한다. 내부 부재(14)는 벽(28, 30)의

변형을 허용하도록 형성된 잘 휘어지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내부 부재(14)의 내부벽(28, 30)은 압력 C의 방향, 즉 단단

하게 구성된 외부 부재(12)의 벽(18, 20) 쪽으로 휜다.

이러한 구조는 삽입물의 확장이 내부 부재(14)의 잘 휘어지는 구조에 의해 조절되는 것에 유리하다. 그러나, 확장은 장금

장치(50)의 증가하면서 래치트식으로 움직이는 운동에 의하여 내부 부재의 구조에 기계적 스트레스와 피로를 야기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기계적 스트레스는 플라스틱 변형이 일어날 정도로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플라스틱 변형이 전형적인 삽

입물 조립에 일어난다면, 삽입물은 최적으로 수행하거나 상호작용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삽입물(10)의 경사각 형태는 플라스틱 변형이 일어나더라도 삽입물의 구조적인 보전과 기능을 유지한다. 특히, 내부 부

재(14)의 벽(28, 30)은 압력 C에 의하여 외부 부재(12) 쪽으로 외부로 당겨지거나 휘어진다. 벽(28, 30)의 당김이나 휨은

래치트식의 확장 동안 경험하는 어떠한 변형에도 불구하고, 기저(26)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직각인 방향으로 벽(28, 30)을

유지하도록 기능을 한다.

도 3 내지 5에 도시된 삽입물(10)은 장금장치의 경사각 형태를 사용한 삽입물의 일실시예에 지나지 않는다. 도 6 내지 8을

참조하면, 택일적인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210)이 도시되어 있다. 이 삽입물의 실시예(210)는 제 1 외부 부재(212), 제

2 내부 부재(214), 및 외부 및 내부 부재(212, 214)에 형성된 장금장치(250)를 포함하는 이전의 실시예와 유사하다.

내부 부재(214)는 기저 부분(226)과 제 1 및 제 2 내부벽(228, 230)을 포함한다. 기저 부분(226)은 척추 요소(V1, V2)(예

컨대, 도 1 및 도 2) 사이에서 연결하는 뼈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제공된 윈도우(242)를 가진다. 삽입물 조절장치(291)는

삽입물 조절구조(292)를 포함하여 내부 부재(214)의 내부벽(228, 230)의 내부벽면(232, 233) 상에 형성된다.

외부 부재(212)는 기저 부분(216)과 제 1 및 제 2 외부벽(218, 220)을 포함한다. 기저 부분(216)은 또한 척추 요소(V1,

V2)(예컨대, 도 1 및 도 2) 사이에서 연결하는 뼈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제공된 적어도 하나의 윈도우(240)를 가진다. 그러

나, 이러한 실시예의 외부 부재(212)는 선반구조(70)를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외부 부재(212)의 제 1 및 제 2 벽(218,

220)은 철면(convex) 구조의 외부면(224, 225)을 가진다. 철면의 외부면(224, 225)은 벽(218, 220)의 옆으로 이동이나

변형을 방지하는 더욱 단단한 구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벽(218, 220)의 벽두께(T3)(도 8)를 증가시킨다. 다양한 구조

적 형태는 벽두께(T3) 및 외부 부재(212)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철면의 외부면

(224)은 일반적으로 트레이(tray)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삽입물 실시예(210)의 장금장치(250)는 각각의 외부 및 내부 부재(212, 214)에 형성된 제 1 및 제 2 연동식 톱니

구조(252, 254)를 포함한다. 제 1 및 제 2 연동식 톱니구조(252, 254)는 첫번째 실시예와 관련하여 상술한 상기 장금장치

(50)와 유사하고, 동일한 이점을 제공한다. 즉, 장금장치(250)은 도 11 및 12에 도시된 경사각의 톱니형태(256, 258)를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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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 9 및 10을 참조하면,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310)의 또 다른 택일적인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이 실시예에서,

삽입물(310)은 또한 제 1 외부 부재(312), 제 2 내부 부재(314)와 외부 및 내부 부재(312, 314)에 형성된 장금장치(350)

를 포함한다.

내부 부재(314)는 지저 부분(326)과 제 1 및 제 2 내부벽(328, 330)을 포함한다. 기저 부분(326)은 척추 요소(V1, V2)(예

컨대, 도 1 및 도 2) 사이에서 연결하는 뼈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제공된 윈도우(342)를 가진다. 삽입물 조절장치(391)는

삽입물 조절구조(392)를 포함하여 내부 부재(314)의 내부벽(328, 330)의 내부벽면(332, 333) 상에 형성된다.

외부 부재(312)는 기저 부분(316)과 제 1 및 제 2 외부벽(318, 320)을 포함한다. 기저 부분(316)은 또한 척추 요소(V1,

V2)(예컨대, 도 1 및 도 2) 사이에서 연결하는 뼈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제공된 적어도 하나의 윈도우(340)를 가진다. 외부

부재(312)는 철면의 외부면(324, 325)을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서, 장금장치(350)은 외부 부재(312)의 제 1 및 제 2 벽(318, 320) 상에 형성된 연동식 톱니구조(352)(도 10)

와 내부 부재(314)의 제 1 및 제 2 벽(328, 330) 상에 형성된 대응되는 제 2의 연동식 톱니구조(354)를 포함한다.

도 9의 실시예의 제 2의 연동식 톱니구조(354)는 이전의 실시예(도 3-5 및 6-8)에서보다 더 많은 톱니를 포함한다. 특히,

내부 부재(314)의 제 1 및 제 2 벽(328, 330)은 이전의 실시예보다 더 높은 높이(H3)를 가진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높이

(H3)는 바람직하게는 약 0.45인치이고 약 6개의 개별적인 톱니를 형성하도록 한다. 도 3-5 및 6-8의 이전의 실시예는 약

4개의 톱니를 형성하는 높이(H2)를 가진다. 이러한 삽입물 형태(310)은 의사에게 더 큰 확장능력을 제공한다.

사용에 있어,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은 분리된 두 척추 요소(V1, V2)에 사용된다. 설치 과정은 수술도구(도시되지 않음)

로 삽입물(10)을 잡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삽입물의 외부 부재(12) 및 내부 부재(14)는 서로 조립되어 제 1의

확장되지 않은 높이를 가진다. 다양한 수술도구가 삽입물을 잡고 다룰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삽

입물 조절구조(즉, 92)가 제공된다. 삽입물 조절구조(92)는 홀(94)을 포함한다. 상기 삽입물은 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의 확장되지 않은 높이를 갖는 비확장 형태에서 두 척추 요소(V1, V2) 사이에 삽입된다. 삽입물은 다음에 수많은 불연속

증분 확장을 통하여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2의 확장된 높이를 가진 확장된 구조로 래치트식으로 증가한다. 상기 삽입

물은 외부 부재(12) 및 내부 부재(14)를 확장방향(화살표 B)으로 강제로 분리시킴으로써 확장될 수 있다.

삽입물(10)은 설치 및 확장 뒤에 장금장치(50)를 풀어서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장금장치(50)는 내부 부재(14)의 제 2 연동

식 톱니구조(54)를 외부 부재(12)의 제 1 연동식 톱니구조(52)로부터 떼어내도록 내부 부재(14)의 벽(28, 30)을 다른 쪽으

로 끌어당기거나 휨으로써 연결을 풀 수 있다. 예컨대, 삽입물 조절구조(92)의 홀(94)로 수술도구를 삽입하고, 벽(28, 30)

을 같이 압착함으로써 떼어내는 것을 완성할 수 있다. 제 1 및 제 2 연동식 톱니구조(52, 54)가 풀어지면, 외부 및 내부 부

재(12, 14)에 작용하는 압력은 삽입물을 제 1의 확장되지 않은 높이로 압축할 것이다. 아는 바와 같이, 연동식 톱니구조

(52, 54)를 풀어서 삽입물을 감소된 제 2의 높이로 래치트식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제 2의 확장된 높이를 변화시킬 수 있

다.

상기 상세한 설명은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 케이지"의 완전한 설명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많은 실시예는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에서 벗어남이 없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은 이하에서 첨부되는 청구항에 귀속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에 있어서, 상기 삽입물은,

a) 외부 부재 및 내부 부재;

b) 상기 외부 및 내부 부재 각각에 형성되는 연동식 톱니구조로서, 상기 연동식 톱니구조는 추간 삽입물의 확장을 허용하

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상기 연동식 톱니구조는;

ⅰ) 상기 외부 및 내부 부재에 형성되어 외부 및 내부 맞물림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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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상기 외부 및 내부 맞물림면은 확장된 형태로 삽입물을

고정하도록 서로 맞물리게 형성되어 있으며;

1) 상기 외부 및 내부 맞물림면은 삽입물의 확장방향에 대하

여 직각이 아닌 방향으로 배열된 연동식 톱니구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

청구항 2.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에 있어서, 상기 삽입물은,

a) 외부 부재 및 내부 부재로서, 각각의 부재는 제 1 벽을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외부 부재 및 내부 부재;

b) 상기 외부 및 내부 부재의 제 1 벽에 형성되는 연동식 톱니구조로서, 상기 연동식 톱니구조는 추간 삽입물의 확장을 허

용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상기 연동식 톱니구조는;

ⅰ) 상기 외부 부재에 형성되고, 상기 외부 부재는 확장된 형태로

삽입물을 고정하도록 상기 내부 부재 상에 맞물림면을 채용한 맞물

림면을 포함하며;

1) 상기 연동식 톱니구조의 맞물림면은 상기 외부 및 내부 부

재의 제 1 벽에 대하여 직각이 아닌 방향으로 배열된 연동식

톱니구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부재에 형성된 상기 연동식 톱니구조의 맞물림면은 약 4도로 위쪽으로 경사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부재에 형성된 상기 연동식 톱니구조의 맞물림면은 약 4도로 아래쪽으로 경사진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및 외부 부재에 형성된 상기 연동식 톱니구조의 각각의 맞물림면은 각각의 제 1 벽에 대하여

약 94도로 각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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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및 내부 부재의 상기 제 1 벽들은 내부벽면 및 외부벽면과, 상기 외부 부재의 내부벽면 및 상기

내부 부재의 외부벽면에만 형성된 연동식 톱니구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

청구항 7.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부재의 제 1 벽은 상기 외부 부재의 제 1 벽 내에 위치하고, 상기 연동식 톱니구조는 상기 내부

부재의 제 1 벽이 상기 외부 부재의 제 1 벽 쪽으로 바깥으로 휘어질 수 있도록 형성된 제 1 벽들에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부재는 추간 삽입물이 확장하는 동안 상기 외부 부재의 제 1 벽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형성된 단단한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부재는 추간 삽입물이 확장하는 동안 상기 내부 부재의 제 1 벽이 휠 수 있도록 형성된 탄력적

인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부재는 추간 삽입물이 확장하는 동안 상기 내부 부재의 제 1 벽이 휠 수 있도록 상기 제 1 벽의

단부에 인접하여 형성된 홈(slot)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부재의 제 1 벽은 외부벽 두께를 가지며, 상기 외부벽 두께는 상기 내부 부재의 내부벽 두께보

다 크고, 상기 외부 부재의 외부벽 두께는 제 1 외부벽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기 내부 부재의 내부벽 두께는 제 1 내

부벽이 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

청구항 12.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에 있어서, 상기 삽입물은,

a) 외부 부재에 있어서, 상기 외부부재는,

ⅰ) 외부 기저벽과, 상기 외부 기저벽으로부터 확장하는 제 1 및 제

2 외부벽을 포함하는 외부부재;

b) 내부부재에 있어서, 상기 내부부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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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내부 기저벽과, 상기 내부 기저벽으로부터 확장하는 제 1 및 제

2 내부벽;

ⅱ) 상기 제 1 및 제 2 외부벽 사이에 위치한 제 1 및 제 2 내부벽

들;을 포함하는 내부부재;

c) 확장된 위치에서 삽입물을 고정하도록 형성된 장금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금장치는,

ⅰ) 상기 제 1 및 제 2 외부벽 각각에 형성된 제 1 톱니형태로서,

상기 제 1 톱니형태는 위쪽 방향으로 경사진 제 1 톱니형태; 및

ⅱ)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벽 각각에 형성된 제 2 톱니형태로서,

상기 제 2 톱니형태는 아래쪽 방향으로 경사진 제 2 톱니형태;를 포

함하는 장금장치;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및 내부 부재의 위쪽 및 아래쪽 방향으로 경사진 톱니형태는 각각 상기 외부 및 내부 부재의

제 1 및 제 2 벽에 대하여 1도 내지 8도 사이의 경사각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위쪽 방향으로 경사진 톱니형태는 상기 외부 부재의 제 1 및 제 2 외부벽에 대하여 약 4도

로 각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

청구항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의 아래쪽 방향으로 경사진 톱니형태는 상기 내부 부재의 제 1 및 제 2 내부벽에 대하여 약 4

도로 각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

청구항 16.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톱니형태는 상기 외부 및 내부 부재의 기저벽들에 압력이 가해질 때 상기 내부 부재

의 내부벽이 상기 외부 부재의 외부벽 쪽으로 외부로 구부릴 수 있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

물.

청구항 17.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에 있어서, 상기 삽입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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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 1 기저 부분 및 상기 제 1 기저 부분으로부터 확장하는 벽들을 포함하는 제 1 부재;

b) 제 2 기저 부분 및 상기 제 2 기저 부분으로부터 확장하는 벽들을 포함하는 제 2 부재;

c) 상기 제 1 및 제 2 부재 각각에 형성되어, 확장된 형태로 삽입물을 고정하도록 형성된 장금장치;

d) 상기 제 1 및 제 2 부재에 형성된 상기 장금장치는 상기 제 1 및 제 2 부재의 기저 부분에 압력이 가해질 때 제 2 부재의

벽들이 제 1 부재의 벽들 쪽으로 휠 수 있도록 형성된 장금장치;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장금장치는 확장되지 않은 형태에서 확장된 형태로 선형 확장을 하도록 형성된 래치트 톱니

(ratchet teeth)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부재의 벽들만 확장이 있는 동안 래치트식으로 형성되고, 상기 제 2 부재의 벽들만 제 1 및 제

2 부재의 기저 부분에 압력이 가해질 때 휠 수 있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

청구항 20.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에 있어서, 상기 삽입물은,

a) 삽입물의 확장축을 따라 제 1 위치 및 제 2 위치 사이에서 확장하도록 형성된 제 1 부재 및 제 2 부재;

b) 상기 제 1 및 제 2 부재를 연결하는 맞물림 구조에 있어서, 상기 맞물림 구조는 삽입물의 확장축에 대하여 직각이 아닌

배향을 갖는 맞물림면을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맞물림 구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가능형 추간 삽입물.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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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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