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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성 분석
1. 기술정의 및 특징
○ 본 발명은 척추 수술용 근육 견인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척추
수술 시 척추뼈 주변의 근육을 견인하여 벌릴 수 있도록 한 척추 수술용 근육 견
인장치에 관한 것임
○ 척추수술의 초기에는 근육을 견인하기 위해 인력을 동원한 견인기가 사용되었으
나, 이는 당기는 힘이 사람마다 다르고 보조자가 당기는 동작에만 집중하기 어려
워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자가 견인기가 개발되었고, 이러한 자가 견
인기는 근육과 접촉하는 블레이드 부분과 이를 벌리기 위한 견인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초기에는 이 두 부분이 일체로 되었으나, 일체형의 블레이드는 근육
사이에 넣을 때 비스듬한 각도로 넣거나 근육을 헤집으며 넣기가 어렵고, 척추근
육 깊이가 개인마다 달라서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블레이드를 갈아 끼우기 위하
여 이 두 부분이 분리되어 있다가 근육에 삽입된 후 결합시키는 형태의 자가 견
인기가 개발되었음
○ 하지만, 이러한 자가 견인기는 블레이드 부분의 하단 끝부분이 적당한 각도과 길
이를 가진 상태로 굴곡되어 있어서 근육을 견인할 때 블레이드가 미끄러져 빠져
나오지 않고 근육을 안정적으로 감싸 잡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 굴곡부는 블레
이드를 좁은 근육 사이로 삽입할 때 주변에 간섭되어 삽입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척추 수술 시 척추뼈로부터 주변의 근육을 일정한 힘으로 동일하게 견인하여 일
정한 시술 공간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척추 수술용 근육 견인장치를 제
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그림] 척추 수술용 근육 견인장치의 대표도면

2. 기술적용분야
○ 척추뼈로부터 주변의 근육을 견인하는 장치

[그림] 척추 수술 예시

기술 수요

Ÿ

의학 연구소 및 병원

응용분야

Ÿ

척추 수술 장치

3. 기술경쟁력
○ 확장기에 의해 제 1,2 견인기가 합체되었다가 벌어지면서 제 2 견인기는 척추뼈
를 지지하고 제 1 견인기의 플레이트 형태의 견인블레이드가 척추뼈 주변의 근육
을 척추뼈로부터 일정하게 당겨 견인함으로써 척추수술에 비교적 흔하게 시행되
는 편측후궁절제술에 적합한 수술 공간을 제공하는 할 수 있음
○ 견인블레이드를 근육에 삽입할 때는 평평한 일자형태로 근육에 삽입된 후 그 단
부의 보조블레이드가 근육을 감싸는 형태로 잡을 수 있도록 회전되어 굴곡됨으로
써 좁은 근육 사이로 견인블레이드를 원만하게 삽입할 수 있는 한편 근육을 견고
하게 잡아 견인할 수 있게됨
○ 블레이드와 견인기가 옆방향으로 슬라이딩 결합되므로 결합과정에서 블레이드를
들어올리지 않아도 되고, 결합과정에서 블레이드에 잡혀 있던 근육이 블레이드로

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두 개의 블레이드가 각 견인기를 통해 일체로 합체된 상태로 근육 사이에 삽입하
게 됨으로써 블레이드의 삽입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