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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한 수술을 위한 자동 늑골 견인기. 
 

미국의 한 최첨단 회사가 환자의 통증 감소와 빠른 회복을 돕는 소형의 자동 늑골 견인기를 개발했습니다. 

강력한 토크의 맥슨 모터가 이 수술 도구의 부드러운 구동을 책임집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오늘날 외과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도구 중 일부는 1930 년대에 개발된 이후 크게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이러한 수술도구의 경우, 대부분 환자의 회복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수술용으로는 

충분히 적합합니다. 특히 외과의가 심장 또는 폐 수술을 위해 개흉을 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의사가 시술을 할 수 있을 만큼 흉곽을 벌리는 데는 개흉술(흉강 절개) 및 흉골절개술(흉골의 종절개)의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개흉술은 두 늑간의 절개를 통해 흉곽을 벌리는 것이고, 흉골절개술은 

외과의가 개흉을 위해 흉골을 종절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외과의가 수동 잭, 이른바 견인기로 

늑골 혹은 흉골 사이를 벌리는 것으로 이는 큰 힘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의 Physcient 사의 개발팀은 늑골을 

벌리기 위해 필요한 힘이 환자의 체중과 대략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견인기의 사용이 골절, 신경 압박, 관절 변형 및 인대 파열을 동반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수술후의 

외과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더럼에 위치한 Physcient 사는 흉곽을 벌림으로써 발생하는 손상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휴 크렌쇼와 함께 Physcient 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척 펠은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늑골 견인기가 오늘날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수백 번의 멸균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진 1: Physcient-프로토 

타입의 모터 결합 상세도 

디테일. © 2012 Phys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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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cient 사의 Assuage™ Smart Retractor™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외과의사의 기존 시술 방법을 

유지하면서도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펠은 "나와 휴 크렌쇼 모두 생체역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동작 패턴에 대한 저희의 지식을 기술에 응용하려고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주 흥미로운 분야인 수술도구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과의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도구들은 

생체역학이 하나의 완전한 학문 분야로 굳어지기 전에 개발된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심장·폐·혈액 

연구소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에 따르면 매년 50 만번 이상의 심장 수술이 시행되고 있고, 

여기에 수십만 번의 폐 수술까지 생각해본다면 더 나은 수술도구의 필요성은 명백해집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늑골 견인기의 구식 구조와 시행되고 있는 수술 횟수로 인해 늑골절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크렌쇼와 펠은 그 동안 늑골 견인기에 의해 생성되는 힘에 대한 연구가 없었음을 인식하여 그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손상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팀을 구성했습니다. 견인기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사람의 뼈가 골절되기도 합니다. 뼈 조직은 늘어나기 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견인기에 의해 늑골이 갑자기 벌려지면 바로 골절될 수 있습니다. 자동 늑골 견인기인 Assu-

age™에 내장된 센서는 인체의 섬유조직에 무리가 가게 되면 이를 곧바로 인식합니다. 인식된 정보들은 

견인기로 전송되어 조직의 상태에 즉각적으로 반응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듯 의료장비에 사용되는 

클로즈드-루프 방식의 피드백은 높은 정밀성과 높은 신뢰성을 요구합니다. 

 

Physcient 사는 맥슨 모터로 프로토 타입의 늑골 견인기를 설계했습니다. 모터의 가장 중요한 사양 중 

하나는 저속에서 구동할 시에 코깅 토크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늑골 견인기가 부드럽게 움직여야 

환자의 통증을 최소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러시리스 DC 모터는 배터리로 쉽게 

구동되며 센서 시스템과 함께 내장된 제어기가 

늑골 견인 절차를 제어합니다. Physcient 사는 

필요한 강한 힘을 위해 높은 토크의 모터를 

선택했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맥슨 모터는 

의료기술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견인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인대와 연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정확하고 정밀해야 합니다.“라고 펠은 

설명합니다. 

 

부드러운 동작을 위한 강력한 토크의 맥슨 모터 

맥슨 모터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직경 Ø 

6 mm 에서 최대 Ø90 mm 의 모터를 생산합니다. 

전자식 정류 방식에 의해 전자파 장애가 최소화되는 이 

브러시리스 DC 모터는 브러시가 없기 때문에 긴 수명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추가된 고품질의 예압 볼 

베어링으로 인해 모터의 수명이 더욱 연장됩니다. 

사진 2: 맥슨은 광범위한 모터와 제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러시리스 DC 모터인 

EC 시리즈는 의료기술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에 

매우 이상적입니다. © 2012 maxon motor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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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cient 의 Assuage™ Smart Retractor™는 뼈와 조직의 물리적 성질을 고려합니다. 대부분의 흉부외과 

분야에서는 생체역학적으로 사람과 매우 유사한 동물인 돼지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Phy-

scient 사는 각각의 늑골을 부드럽게 감싸는 두 줄로 된 곡선 모양의 메탈 핑거를 사용한 프로토 타입을 

설계하였습니다. 견인기가 늑골을 자동으로 벌리는 동안 맥슨 모터는 센서에 의해 제공되는 피드백으로 

부드러운 개흉 프로세스를 보장합니다. 생체 실험에서 Physcient 사의 견인장치는 조직의 외상과 통증을 

현저히 감소시켰으며 환자의 호흡 또한 수월해 졌을 뿐 아니라 회복 속도도 매우 빨랐습니다. 

Physcient 사의 개발팀은 Assuage™의 생산이 시작되고 나면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은 다른 의료장비의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Physcient 사는 항상 환자 지향적이며 의료장비를 개선하여 외과의의 모든 수술 

장비의 자동화와 품질의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Assuage™ Smart Retractor™는 2013 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자: 데보라 세터스, maxon precision motors; 안야 쉬츠, maxon motor ag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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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on motor ag 
Brünigstrasse 220 
Postfach 263 
CH-6072 Sachseln 

 

전화번호 +41 41 666 15 00 

팩스 +41 41 666 16 50 

Web www.maxonmotor.com 

 

Physcient 
112 South Duke Street 
Durham, North Carolina 27701-2852 
 

 

전화번호 +1 919-686-0300 

팩스 +1 919-246-0202 

Web  www.physcient.com  

maxon precision motors, inc. 
101 Waldron Road 
Fall River, MA 02720 

 

전화번호 +1 508-677-0520 

팩스 +1 508-677-0530 

Web http://www.maxonmotorusa.com 

 

 

Caption & Image Credit: 

사진 1: 최첨단 모터 기술을 이용한 Physcient 사의 프로토 타입에 적용된 모터 하우징 디테일. Assuage™ 

Smart Retractor™의 사용은 간단한 트레이닝만으로 가능하며, 이 장비를 통해 외과의는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 2012 Phys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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