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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 약
콘택트 렌즈와 같은 눈 보호막은 그 보호막 아래에 있는 눈물 액체를 펌핑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구조물을 포함
하여 그러한 보호막이 눈에 유지될 수 있고 연장된 시간 동안 시력을 교정할 수 있게 한다. 많은 구체예에서,
보호막은 보호막 아래의 눈물 액체를 유도하는 천공을 지닌 물질 및 공막 상의 결막과 접촉하는 모양의 외부 부
분을 포함하여, 눈이 닫힐 때에 하나 이상의 눈꺼풀의 압력이 하나 이상의 천공을 통해서 그리고 결막과 접촉하
는 모양의 외부 부분 아래에서 눈물 액체를 강제하게 한다. 보호막의 하부 표면을 따라서 연장되는 하이드로겔
층이 천공과 커플링될 수 있다. 많은 구체예에서, 눈꺼풀의 개방은 보호막 상의 압력을 감소시켜서 보호막의 일
부가 각막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막 아래의 액체를 천공을 통해서 유도하게 하고, 보호막의 외부 부분이 결막과
접촉하여, 예를 들어, 보호막이 결막과 접촉되는 곳에서 밀봉부의 형성에 의해서, 눈물 액체의 흐름을 억제하게
한다. 눈이 후속적으로 깜박이는 때에, 하나 이상의 눈꺼풀의 압력은 보호막을 각막을 향해서 강제하여 눈물 액
체가 천공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게 하고, 결막과 접촉되는 외부 부분이 결막으로부터 약간 분리되어 외부 부분
아래의 눈물 액체를 통과시키고 각막을 세정하고 외부 부분이 결막과 접촉하는 곳을 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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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눈 상에 위치되는 때에 변형에 견디기에 충분한 제 1 강성을 포함하는 눈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광학적 구성
요소; 및 각막과 결막을 접촉하고 동공과 관련하여 광학적 구성요소를 지지시키기 위한 커플링 구성요소
(coupling component)를 포함하는, 눈물 액체, 동공, 각막, 및 결막을 지니는 환자의 눈을 치료하기 위한 보호
막으로서,
상기 커플링 구성요소는 결막과 접촉하도록 하는 크기의 외부 부분, 광학적 구성요소에 커플링되는 내부 부분,
및 내부 부분과 외부 부분 사이에서 연장되는 중간 부분을 포함하고, 광학적 구성요소 또는 커플링 구성요소 중
하나 이상이 눈이 깜박거릴 때에 눈물 액체를 펌핑시키기 위한 복수의 천공을 포함하는, 환자의 눈을 치료하기
위한 보호막.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보호막이 커플링 구성요소의 내부 부분 및 광학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한 내부 부분을
포함하고, 보호막의 외부가 커플링 구성요소의 중간 부분과 커플링 구성요소의 외부 부분을 포함하는 보호막.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눈이 눈꺼풀을 포함하고, 중간 부분이 각막의 외부 위치에 상응하고, 보호막이 눈꺼풀이 분리
된 눈에 위치되는 때에 중간 부분이 공간을 지니는 챔버를 형성시키기에 충분한 휘어짐에 대한 내성을
포함하고, 눈꺼풀 중 하나 이상이 중간 부분과 접촉하는 때에 휘어짐에 대한 내성이 보호막을 각막을 향해서 휘
어지게 하여 챔버의 용적을 감소시키고 눈물 액체를 펌핑하게 하는 보호막.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각막이 내부 부분과 외부 부분을 포함하고, 커플링 구성요소의 내부 부분이 각막의 내부 부분
의 상부 표면의 곡률에 상응하는 곡률을 지니는 하부 표면을 포함하고, 커플링 구성요소의 중간 부분이 각막의
외부 부분의 상부 표면 이하의 곡률을 지니는 하부 표면을 포함하여, 보호막이 눈 상에 위치되는 때에, 커플링
구성요소의 중간 부분이 각막의 외부 부분 상에 위치되도록 하고 커플링 구성요소의 외부 부분이 결막으로 연장
되어 챔버를 한정하게 하는 보호막.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눈이 윤부를 포함하고, 커플링 구성요소의 외부 부분이 결막과 접촉되고 커플링 구성요소의
내부 부분이 각막의 내부 부분과 접촉되는 때에 커플링 구성요소의 외부 부분이 갭에 의한 챔버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휘어짐에 대한 제 2 내성을 포함하는 보호막.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커플링 구성요소가 휘어짐 가능한 물질을 통한 눈물 액체의 통과를 억제하는 휘어짐 가능한
물질을 포함하여 눈이 깜박이고 눈꺼풀이 광학적 구성요소 상에 압력을 발휘하는 때에 눈물 액체가 천공을 통해
서 통과하게 하는 보호막.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커플링 구성요소가 눈꺼풀이 광학적 구성요소로부터 이격되는 때의 제 1 형태 및 눈꺼풀이 광
학적 구성요소 상에 압력을 발휘하는 때의 제 2 형태를 포함하고, 눈이 깜박거릴 때에 커플링 구성요소의 휘어
짐 가능한 물질이 눈의 적어도 일부에 탄성적으로 순응하는 탄성적 순응성 물질을 포함하고, 눈꺼풀이 광학적
구성요소로부터 이격되어 이동하는 때에 커플링 구성요소가 제 1 형태로 되돌아오는 보호막.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광학적 구성요소가 제 1 강성을 포함하고 커플링 구성요소가 제 1 강성보다 작은 제 2 강성을
포함하고, 광학적 구성요소가 실질적인 표면적을 포함하여, 눈이 깜박거리고 제 2 구성요소를 휘게 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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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구성요소의 일부 상의 눈꺼풀의 압력이 천공을 통한 눈물 액체의 체적 펌핑을 제공하게 하는 보호막.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제 2 구성요소의 휘어짐 가능한 물질이 각막 및 결막과 함께 챔버를 한정하고 제 1 구성요소
를 눈꺼풀의 압력으로 각막 상에서 하향으로 이동시켜 챔버의 용적을 감소시키고, 외부 부분이 결막과 접촉되는
때에 천공을 통해서 외향으로 흐름에 의해서 눈물 액체를 변위시키는 보호막.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제 2 구성요소의 휘어짐 가능한 물질이 제 1 구성요소를 눈꺼풀의 감소된 압력으로 각막 상에
서 이격되어 이동되게 하여 챔버의 용적을 증가시키고, 외부 부분이 결막과 접촉되는 때에 천공을 통해서 내향
으로 흐름에 의해서 눈물 액체를 변위시키는 보호막.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외부 부분이 제 1 강성 및 제 2 강성보다 작은 제 3 강성을 포함하여, 제 3 부분이 결막과 접
촉하게 하고, 광학적 구성요소를 각막을 향해 이동시키기 위해서 탄성적으로 신장되게 하고, 눈이 깜박거리고
눈꺼풀이 광학적 구성요소 상에 압력을 하향으로 발휘할 때에 천공을 통해서 외향으로 눈물 액체를 펌핑하게 하
며; 탄성적으로 신장된 외부 부분이 광학적 구성요소를 각막으로부터 이격되어 이동시키고, 눈이 깜박거리고 광
학적 구성요소 상에 압력을 하향으로 발휘할 때에 천공을 통해서 흐름에 의해 눈물 액체를 내향으로 펌핑하는
보호막.
청구항 12
제 8항에 있어서, 광학적 구성요소가 실질적인 표면적에 상응하는 약 5mm 이상의 횡단 최대 치수를 포함하고 실
질적인 표면적이 15 mm2 이상인 보호막.
청구항 13
제 8항에 있어서, 제 1 강성이 약 3.5E-5 내지 약 6E-4 Pa*m^3 범위 내의 상대적인 강성을 포함하고, 제 2 강성
이 약 2.5E-6 내지 약 3E-4 범위 내의 상대적인 강성을 포함하는 보호막.
청구항 14
제 1항에 있어서, 내부 부분, 외부 부분, 및 주변 부분의 크기 및 곡선이 주변 부분이 결막에 커플링되어 각막
을 따른 광학 구성요소의 활주 운동을 억제하도록 그리고 눈이 깜박이는 때에 외부 부분이 결막과 커플링되는
장소에서의 눈물 흐름을 억제하도록 하는 크기 및 곡선인 보호막.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외부 부분이 결막과 접촉되기 위한 탄성 물질 및 하부 표면을 포함하고, 하부 표면이 결막의
곡률반경 이하의 곡률반경에 상응하여 눈이 깜박거리는 때에 외부 부분이 결막에 순응되도록 그리고 결막과 밀
봉부를 형성시키도록 신장되게 하는 보호막.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중간 부분과 외부 부분이 만나는 곳에서 중간 부분의 하부 표면이 제 1 슬로프 각 및 제 1
곡률을 포함하고, 외부 부분이 중간 부분과 만나는 곳에서 외부 부분의 하부 부분이 제 2 슬로프 각 및 제 2 곡
률을 포함하고, 제 1 곡률이 제 2 곡률보다 크고, 제 2 슬로프 각이 제 1 슬로프 각과 정렬되어 외부 부분이 중
간 부분과 만나는 경계를 따라서 융기부의 형성을 억제하는 보호막.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하부 표면이 약 12 mm 이하의 제 1 비-신장된 곡률반경을 포함하여 하부 표면의 곡률반경이
제 1 비-신장된 곡률로부터 외부 부분의 하부 표면이 결막과 접촉하는 때의 결막의 곡률반경에 상응하는 제 2
신장된 곡률까지 감소되게 하는 보호막.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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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보호막이 콘택트 렌즈를 포함하고, 광학적 구성요소가 하부 표면 및 상부 표면을 포함하고,
하부 표면이 각막의 곡률에 상응하는 제 1 곡률을 지니고, 상부 표면이 눈의 광학적 교정에 상응하는 표면 상승
프로필(surface elevation profile)을 포함하고, 광학적 구성요소가 커플링 구성요소에 부착되는 보호막.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표면 상승 프로필 및 광학적 교정이 구면 굴절이상(spherical refractive error), 난시성 굴
절이상, 구면 수차 교정, 파면 수차 교정, 이초점 교정, 근시 예방 교정,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이초점
교정,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수차 교정, 또는 노안 교정 중 하나 이상의 교정에 상응하는 보호막.
청구항 20
제 1항에 있어서, 중간 부분이 복수의 곡률을 지니는 하부 표면을 포함하는 보호막.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복수의 곡률이 제 1 곡률반경을 지니는 제 1 곡률 및 제 2 곡률반경을 지니는 제 2 곡률을
포함하는 보호막.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중간 부분이 제 1 곡률반경을 지니는 내부 중간 부분 및 제 2 곡률반경을 지니는 제 2 중간
부분을 포함하고, 제 1 곡률반경이 제 2 곡률반경보다 작고, 제 1 중간 부분이 제 2 중간 부분에 근접한 제 1
슬로프 각을 포함하고, 제 2 중간 부분이 제 1 중간 부분에 근접한 제 2 슬로프 각을 포함하며, 제 1 슬로프 각
이 제 2 슬로프 각과 정렬되어 제 1 중간 부분이 제 2 중간 부분과 만나는 경계를 따른 융기부 형성을 억제하는
보호막.
청구항 23
제 20항에 있어서, 중간 부분의 복수의 곡률이 원뿔 상수를 지닌 비구면 표면의 곡률에 상응하고, 원뿔 상수가
광학적 구성요소의 중심으로부터 이격된 제 1 방사상 위치에서의 제 1 곡률반경 및 광학적 구성요소의 중심으로
부터 이격된 제 2 방사상 위치에서의 제 2 곡률반경에 상응하는 보호막.
청구항 24
제 1항에 있어서, 커플링 구성요소의 내부 부분이 광학적 구성요소의 하부 표면을 따라서 연장되어서 광학적 구
성요소가 각막에 지지되고 동공에 대해서 정렬되게 하고, 커플링 구성요소의 내부 부분이 광학적 구성요소와 각
막 사이에서 연장되는 보호막.
청구항 25
제 1항에 있어서, 보호막의 적어도 상부 표면이 플라즈마 코팅, 화학적 기상 증착 또는 발광 화학적 기상 증착
(luminous chemical vapor deposition) 중 하나 이상에 의해서 코팅되는 보호막.
청구항 26
제 1항에 있어서, 복수의 천공이 광학적 구성요소로부터 이격되어 위치되어서 광학적 구성요소 아래의 눈물 액
체를 펌핑하는 보호막.
청구항 27
제 1항에 있어서, 복수의 천공이 광학적 구성요소로부터 이격되어 위치되어서 복수의 천공의 광학적 효과를 억
제하는 보호막.
청구항 28
제 1항에 있어서, 광학적 구성요소가 제 1 중심을 포함하고 커플링 구성요소가 제 2 중심을 포함하고, 커플링
구성요소가 결막에 커플링되고 눈의 축과 정렬되는 때에 제 1 중심이 제 2 중심과 이격되어 위치해서 광학적 구
성요소를 동공과 정렬시키는 보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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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 1항에 있어서, 보호막이 약 7일 이상 동안 제거하지 않으면서 눈 상에서 안전하고 연속적인 착용을 가능하게
하는 연장된 착용 보호막을 포함하는 보호막.
청구항 30
광학적 구성요소와 커플링 구성요소를 지니는 보호막을 제공함을 포함하여, 눈물 액체, 동공, 각막, 및 결막을
지니는 환자의 눈을 교정하는 방법으로서, 보호막이 광학적 구성요소 또는 커플링 구성요소 중 하나 이상의 통
한 복수의 천공을 지니며, 광학적 구성요소가 휘어짐을 견디고 눈의 시력을 교정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커플링 구성요소가 광학적 구성요소로부터 결막까지 연장되는 크기 및 모양을 지니며, 눈이 깜박이는 때에 커플
링 구성요소가 눈물 액체를 펌핑하는, 환자의 눈을 교정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커플링 구성요소가 눈이 깜박이는 때에 동공에 대해서 광학적 구성요소의 활주 운동을 억제
하고 눈물 액체를 펌핑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보호막이 동공 아래에 위치된 하나 이상의 하부 천공을 포함하고, 눈이 위로 회전하고 상부
눈꺼풀이 아래로 이동하여 눈이 깜박이는 때에 상부 눈꺼풀이 하부 천공을 덮게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눈이 하부 눈꺼풀로 지지된 눈물 액체를 포함하는 누로(rivulet)를 포함하고, 상부 눈꺼풀이
누로와 접촉하고 하나 이상의 하부 천공 및 상부 천공을 가로질러 하부 누로의 눈물 액체를 유도하여 누로의 눈
물 액체가 천공을 통해서 유도되게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30항에 있어서, 커플링 구성요소가 눈 상에 위치되는 때에 챔버를 한정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 34항에 있어서, 챔버의 용적이 증가하고 커플링 구성요소가 눈꺼풀이 개방되는 때에 결막과 접촉하여 결막과
커플링 구성요소 사이의 눈물 액체의 흐름을 억제해서, 눈물 액체가 천공을 통해서 챔버내로 흐르게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 34항에 있어서, 챔버의 용적이 눈꺼풀이 닫히는 때에 감소하여, 눈물 액체가 천공을 통해서 그리고 결막과
커플링 구성요소의 외부 부분 사이에서 챔버로부터 펌핑되게 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 34항에 있어서, 눈이 눈꺼풀을 포함하고, 커플링 구성요소가 광학적 구성요소에 커플링되는 내부 부분, 외부
부분 및 내부 부분과 외부 부분 사이에서 연장되는 중간 부분을 포함하고, 내부 부분이 각막의 내부 부분에 상
응하고, 중간 부분이 각막의 외부 위치에 상응하고, 보호막이 눈꺼풀이 분리된 눈 상에 위치되는 때에 중간 부
분이 용적을 지닌 챔버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휘어짐에 대한 내성을 포함하고, 눈꺼풀 중 하나 이상이 커플링 구
성요소의 중간 부분과 접촉하는 때에 보호막의 중간 부분이 챔버의 용적을 감소시키고 눈물 액체를 펌핑하도록
보호막의 중간 부분이 각막을 향해서 휘어지는 방법.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커플링 구성요소의 내부 부분이 각막의 내부 부분의 상부 표면의 곡률에 상응하는 곡률을 지
니는 하부 표면을 포함하고, 커플링 구성요소의 중간 부분이 각막의 외부 부분의 상부 표면보다 작은 곡률을 지
닌 하부 표면을 포함하여 커플링 구성요소의 중간 부분이 커플링 구성요소의 중간 부분과 각막의 외부 부분 사
이에서 연장되는 갭과 함께 각막의 외부 부분으로부터 이격되어 연장되되고, 보호막의 내부 부분의 하부 표면이
각막의 내부 부분의 상부 표면과 접촉하고, 커플링 구성요소의 외부 부분이 결막으로 연장되어 보호막이 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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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되는 때에 챔버를 한정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눈이 윤부를 포함하고, 보호막이 눈에 위치되는 때에 커플링 구성요소의 외부 부분이 윤부의
적어도 일부와 커플링의 외부 사이에서 연장되는 갭과 함께 챔버를 형성시키기에 충분한 휘어짐에 대한 제 2 내
성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 30항에 있어서, 보호막이 눈에 위치되는 방법.
청구항 41
제 40항에 있어서, 커플링 구성요소가 결막과 접촉하기 위한 하부 곡선 표면을 지닌 외부 탄성 부분을
포함하고, 하부 곡선 표면의 곡률이 결막의 곡률반경보다 작은 곡률반경에 상응하여 눈이 깜박이는 때에 하부
곡선 표면이 탄성적으로 신장되고 눈꺼풀이 각막을 향해서 하향으로 광학적 구성요소를 강제되게 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 40항에 있어서, 눈꺼풀이 보호막으로부터 이격되어 이동하는 때에 눈물 액체가 각막을 향해서 천공을 통해서
유도되고, 눈꺼풀이 보호막을 향해서 이동하는 때에 눈물 액체가 각막으로부터 이격되어 흐르는 방법.
청구항 43
제 42항에 있어서, 눈꺼풀이 보호막을 향해서 이동하는 때에 일정량의 약물이 각막을 향해서 천공을 통해서 유
도되고, 눈꺼풀이 보호막을 향해서 이동하는 때에 약물의 양의 일부가 각막으로부터 이격되어 흐르는 방법.
청구항 44
제 30항에 있어서, 커플링 구성요소가 동공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정된 관계로 광학적 구성요소를 지지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 30항에 있어서, 커플링 구성요소가 결막과 접촉하는 크기의 외부 부분, 광학적 구성요소에 커플링되는 내부
부분, 및 내부 부분과 외부 부분 사이에서 연장되는 중간 부분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 30항에 있어서, 커플링 구성요소가 휘어짐 가능한 물질을 포함하고, 그러한 휘어짐 가능한 물질은 그 물질을
통한 눈물 액체의 통과를 억제하여 눈이 깜박이는 때에 눈물 액체가 천공을 통해서 통과하게 하고 눈꺼풀이 광
학적 구성요소 상에 압력을 발휘하게 하는 방법.
청구항 47
제 46항에 있어서, 커플링 구성요소가 눈꺼풀이 광학적 구성요소로부터 이격되는 때의 제 1 형태 및 눈꺼풀이
광학적 구성요소 상에 압력을 발휘하는 때의 제 2 형태를 포함하고, 눈이 깜박거릴 때에 커플링 구성요소의 휘
어짐 가능한 물질이 눈의 적어도 일부에 탄성적으로 순응하는 탄성적 순응성 물질을 포함하고, 눈꺼풀이 광학적
구성요소로부터 이격되어 이동하는 때에 커플링 구성요소가 제 1 형태로 되돌아오는 방법.
청구항 48
제 47항에 있어서, 커플링 구성요소가 광학적 구성요소로부터 이격된 눈꺼풀을 지닌 제 1 형태를 포함하는 때에
커플링 구성요소의 밀봉 표면이 갭으로 결막으로부터 분리되고, 눈꺼풀이 제 1 커플링 구성요소 상에 압력을 발
휘하여 결막과 밀봉부를 형성시키는 때에 커플링 구성요소의 밀봉 표면이 결막과 접촉하는 방법.
청구항 49
제 46항에 있어서, 광학적 구성요소가 제 1 강성을 포함하고 커플링 구성요소가 제 1 강성보다 작은 제 2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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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광학적 구성요소가 실질적인 표면적을 포함하여, 눈이 깜박거리고 커플링 구성요소를 휘게 하는
때에 광학적 구성요소의 일부 상의 눈꺼풀의 압력이 천공을 통한 눈물 액체의 체적 펌핑을 제공하게 하는 방법.
청구항 50
제 49항에 있어서, 커플링 구성요소의 휘어짐 가능한 물질이 각막 및 결막과 함께 챔버를 한정하고 광학적 구성
요소를 눈꺼풀의 압력으로 각막 상에서 하향으로 이동시켜 챔버의 용적을 감소시키고, 외부 부분이 결막과 접촉
되는 때에 천공을 통해서 외향으로 흐름에 의해서 눈물 액체를 변위시키는 방법.
청구항 51
제 50항에 있어서, 커플링 구성요소의 휘어짐 가능한 물질이 광학적 구성요소를 눈꺼풀의 감소된 압력으로 각막
으로부터 이격되어 이동되게 하여 챔버의 용적을 증가시키고, 외부 부분이 결막과 접촉되는 때에 천공을 통해서
그리고 챔버 내로 내향 흐름으로 눈물 액체를 유도하는 방법.
청구항 52
제 51항에 있어서, 챔버의 용적이 감소하고 눈물 액체를 천공을 통해서 챔버내로 유도하는 때에 커플링 구성요
소의 휘어짐 가능한 물질이 결막과 접촉하여 결막을 따른 눈물 흐름을 억제하는 방법.
청구항 53
제 52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눈꺼풀이 천공을 덮고, 하나 이상의 눈꺼풀의 압력으로 광학적 구성요소 또는
커플링 구성요소 중 하나 이상을 이동시켜 챔버의 용적을 감소시키고 결막과 커플링 구성요소 사이의 외향 흐름
으로 챔버로부터 눈물 액체를 변위시키는 방법.
청구항 54
제 49항에 있어서, 외부 부분이 제 1 강성 및 제 2 강성보다 작은 제 3 강성을 포함하여, 제 3 부분이 결막과
접촉하게 하고, 광학적 구성요소를 각막을 향해 이동시키기 위해서 탄성적으로 신장되게 하고, 눈이 깜박거리고
눈꺼풀이 광학적 구성요소 상에 압력을 하향으로 발휘할 때에 천공을 통해서 외향으로 눈물 액체를 펌핑하게 하
며; 탄성적으로 신장된 외부 부분이 광학적 구성요소를 각막으로부터 이격되어 이동시키고, 눈이 깜박거리고 광
학적 구성요소 상에 압력을 하향으로 발휘할 때에 천공을 통해서 흐름에 의해 눈물 액체를 내향으로 펌핑하는
방법.
청구항 55
제 49항에 있어서, 광학적 구성요소가 실질적인 표면적에 상응하는 약 5mm 이상의 횡단 최대 치수를 포함하고
실질적인 표면적이 15 mm2 이상인 방법.
청구항 56
제 49항에 있어서, 제 1 강성이 약 3.5E-5 내지 약 6E-4 Pa*m^3 범위 내의 상대적인 강성을 포함하고, 제 2 강
성이 약 2.5E-6 내지 약 3E-4 범위 내의 상대적인 강성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7
제 30항에 있어서, 내부 부분, 외부 부분, 및 주변 부분의 크기 및 곡선이 주변 부분이 결막에 커플링되어 각막
을 따른 광학적 구성요소의 활주 운동을 억제하도록 그리고 눈이 깜박이는 때에 외부 부분이 결막과 커플링되는
장소에서의 눈물 흐름을 억제하도록 하는 크기 및 곡선인 방법.
청구항 58
제 57항에 있어서, 외부 부분이 결막과 접촉되기 위한 탄성 물질 및 하부 표면을 포함하고, 하부 표면이 결막의
곡률반경 이하의 곡률반경에 상응하여 눈이 깜박거리는 때에 외부 부분이 결막에 순응되도록 그리고 결막과 밀
봉부를 형성시키도록 신장되게 하는 방법.
청구항 59
제 58항에 있어서, 중간 부분과 외부 부분이 만나는 곳에서 중간 부분의 하부 표면이 제 1 슬로프 각 및 제 1

-8-

공개특허 10-2014-0023378
곡률을 포함하고, 외부 부분이 중간 부분과 만나는 곳에서 외부 부분의 하부 부분이 제 2 슬로프 각 및 제 2 곡
률을 포함하고, 제 1 곡률이 제 2 곡률보다 크고, 제 2 슬로프 각이 제 1 슬로프 각과 정렬되어 외부 부분이 중
간 부분과 만나는 경계를 따라서 융기부의 형성을 억제하는 보호막.
청구항 60
제 58항에 있어서, 하부 표면이 약 12 mm 이하의 제 1 비-신장된 곡률반경을 포함하여 하부 표면의 곡률반경이
제 1 비-신장된 곡률로부터 외부 부분의 하부 표면이 결막과 접촉하는 때의 결막의 곡률반경에 상응하는 제 2
신장된 곡률까지 감소되게 하는 방법.
청구항 61
제 30항에 있어서, 보호막이 콘택트 렌즈를 포함하고, 광학적 구성요소가 하부 표면 및 상부 표면을 포함하고,
하부 표면이 각막의 곡률에 상응하는 제 1 곡률을 지니고, 상부 표면이 눈의 광학적 교정에 상응하는 표면 상승
프로필을 포함하고, 광학적 구성요소가 커플링 구성요소에 부착되는 방법.
청구항 62
제 61항에 있어서, 표면 상승 프로필 및 광학적 교정이 구면 굴절이상, 난시성 굴절이상, 구면 수차 교정, 파면
수차 교정, 또는 노안 교정 중 하나 이상의 교정에 상응하는 방법.
청구항 63
제 62항에 있어서, 중간 부분이 복수의 곡률을 지니는 하부 표면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4
제 63항에 있어서, 복수의 곡률이 제 1 곡률반경을 지니는 제 1 곡률 및 제 2 곡률반경을 지니는 제 2 곡률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5
제 64항에 있어서, 중간 부분이 제 1 곡률반경을 지니는 내부 중간 부분 및 제 2 곡률반경을 지니는 제 2 중간
부분을 포함하고, 제 1 곡률반경이 제 2 곡률반경보다 작고, 제 1 중간 부분이 제 2 중간 부분에 근접한 제 1
슬로프 각을 포함하고, 제 2 중간 부분이 제 1 중간 부분에 근접한 제 2 슬로프 각을 포함하며, 제 1 슬로프 각
이 제 2 슬로프 각과 정렬되어 제 1 중간 부분이 제 2 중간 부분과 만나는 경계를 따른 융기부 형성을 억제하는
방법.
청구항 66
제 63항에 있어서, 중간 부분의 복수의 곡률이 원뿔 상수를 지닌 비구면 표면의 곡률에 상응하고, 원뿔 상수가
광학적 구성요소의 중심으로부터 이격된 제 1 방사상 위치에서의 제 1 곡률반경 및 광학적 구성요소의 중심으로
부터 이격된 제 2 방사상 위치에서의 제 2 곡률반경에 상응하는 방법.
청구항 67
제 30항에 있어서, 광학적 구성요소가 제 1 폴리머 물질을 포함하고, 제 1 폴리머 물질이 제 2 물질과 유사한
공유결합을 지녀서 광학적 구성요소가 공유결합으로 커플링 구성요소에 결합되는 방법.
청구항 68
제 30항에 있어서, 광학적 구성요소가 제 1 실록산 결합을 지닌 실리콘을 포함하고, 커플링 구성요소가 제 2 실
록산 결합을 지닌 실리콘을 포함하고, 제 3 성분이 제 3 실록산 결합을 지닌 실리콘을 포함하여, 광학적 구성요
소, 커플링 구성요소 및 제 3 구성요소의 각각이 제 1 실록산 공유결합, 제 2 실록산 공유결합 및 제 3 실록산
공유결합으로 서로 결합되게 하는 방법.
청구항 69
제 30항에 있어서, 보호막의 적어도 상부 표면이 플라즈마 코팅, 화학적 기상 증착 또는 발광 화학적 기상 증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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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 이상에 의해서 코팅되는 방법.
청구항 70
제 30항에 있어서, 복수의 천공이 광학적 구성요소로부터 이격되어 위치되어서 광학적 구성요소 아래의 눈물 액
체를 펌핑하는 방법.
청구항 71
제 30항에 있어서, 복수의 천공이 광학적 구성요소로부터 이격되어 위치되어서 복수의 천공의 광학적 효과를 억
제하는 방법.
청구항 72
제 71항에 있어서, 복수의 천공의 각각이 약 0.05 mm 내지 약 0.5 mm 범위 내의 직경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3
제 30항에 있어서, 광학적 구성요소가 제 1 중심을 포함하고 커플링 구성요소가 제 2 중심을 포함하고, 커플링
구성요소가 결막에 커플링되고 눈의 축과 정렬되는 때에 제 1 중심이 제 2 중심과 이격되어 위치해서 광학적 구
성요소를 동공과 정렬시키는 방법.
청구항 74
제 30항에 있어서, 보호막이 약 7일 이상 동안 제거하지 않으면서 눈 상에서 안전하고 연속적인 착용을 가능하
게 하는 연장된 착용 보호막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5
유동성 물질을 모울드내로 주입하는 단계;
광학적 구성요소에 부착되는 커플링 구성요소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유동성 물질을 경화시키는 단계;
모울드로부터 보호막을 제거하는 단계; 및
보호막에 복수의 천공을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보호막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광학적 구성요소에 부착되는 커플링 구성요소가 눈에 위치되는 대에 눈물 액체를 펌핑할 수 있는 방법.
청구항 76
제 75항에 있어서, 보호막이 제 1항 내지 제 39항 중 어느 한 항의 보호막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7
내부 유동성 물질을 내부 구성요소 모둘드 내로 주입하는 단계;
내부 구성요소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내부 유동성 물질을 경화시키는 단계;
내부 구성요소 모울드로부터 내부 구성요소를 제거하는 단계;
내부 구성요소를 보호막 모울드에 넣어서, 내부 구성요소의 제 1 표면이 모울드의 내부 하부 표면으로 지지되게
하고, 그리고 갭이 내부 구성요소의 제 2 표면과 보호막 모울드의 상부 표면 사이에서 연장되게 하는 단계;
외부 유동성 물질을 보호막 모울드내로 주입시켜 적어도 내부 구성요소의 주변부을 따라서 내부 구성요소와 접
촉시키고 갭을 충전시켜서, 내부 구성요소의 제 2 표면이 유동성 물질과 접촉되게 하는 단계;
보호막의 적어도 외부 부분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외부 유동성 물질을 경화시키는 단계;
보호막 모울드로부터 보호막을 제거하는 단계; 및
보호막 내에 복수의 천공을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보호막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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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항에 있어서, 내부 구성요소가 적어도 외부 부분보다 더 큰 강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9
제 77항에 있어서, 내부 구성요소 모울드에 광학적 구성요소를 넣어서 광학적 구성요소의 제 1 표면이 광학적
구성요소의 제 2 표면과 내부 구성요소 모울드의 상부 표면 사이에서 연장되는 갭과 함께 내부 구성요소의 하부
표면과 접촉되게 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여기서, 내부 유동성 물질이 내부 구성요소 모울드내로 주입되
는 때에 갭이 충전되는 방법.
청구항 80
제 77항에 있어서, 내부 유동성 물질이 실리콘을 포함하고, 외부 유동성 물질도 실리콘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1
제 77항에 있어서, 보호막의 적어도 상부 측을 습윤성 물질로 코팅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2
유동성 물질을 모울드내로 주입하는 단계;
광학적 구성요소에 부착된 커플링 구성요소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유동성 물질을 경화시키는 단계;
하이드로겔 층을 형성시키는 단계; 및
하이드로겔 층으로 연장되는 보호막내의 복수의 천공을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보호막을 제조하는 방법으
로서,
광학적 구성요소에 부착된 커플링 구성요소가 눈 상에 위치되는 때에 눈물 액체를 펌핑할 수 있는 방법.
청구항 83
눈에 위치되는 때에 변형을 견디기에 충분한 제 1 강도를 포함하는 환자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광학적 구성요
소; 및
각막 및 결막과 접촉하고 동공과 관련하여 광학적 구성요소를 지지하기 위한 커플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환자
의 눈을 치료하기 위한 보호막으로서,
커플링 구성요소가 보호막의 전방 표면으로부터 하이드로겔 층까지 연장되는 복수의 천공을 지니는 수분 억제층
을 포함하는 보호막.
청구항 84
제 83항에 있어서, 천공이 하이드로겔 층을 통해서 연장하여 눈물 액체를 펌핑하는 보호막.
청구항 85
제 83항에 있어서, 후방 표면을 따라서 연장되는 하이드로겔 층이 천공의 후방 단부를 덮는 보호막.
청구항 86
눈 상에 위치되는 때에 변형에 견디기에 충분한 제 1 강성을 포함하는 눈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광학적 구성
요소; 및 각막 및 결막을 과 접촉하고 동공과 관련하여 광학적 구성요소를 지지시키기 위한 커플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눈물 액체, 동공, 각막, 및 결막을 지니는 환자의 눈을 치료하기 위한 보호막으로서,
상기 커플링 구성요소가 보호막의 후방 표면을 따라서 연장되는 하이드로겔의 층을 포함하고, 커플링 구성요소
가 결막과 접촉하도록 하는 크기의 외부 부분, 광학적 구성요소에 커플링되는 내부 부분, 및 내부 부분과 외부
부분 사이에서 연장되는 중간 부분을 포함하고, 광학적 구성요소 또는 커플링 구성요소 중 하나 이상이 눈이 깜
박거릴 때에 눈물 액체를 펌핑시키기 위한 복수의 천공을 포함하는, 환자의 눈을 치료하기 위한 보호막.
청구항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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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이상의 어떠한 구면 성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요망되는 구면 성분을 측정하는 단계; 및
상이한 구면 굴절력을 지닌 복수의 택일적 안과 렌즈 중에서, 요망되는 구면 굴절력에 상응하는 전방 표면을 제
공하는 안과 렌즈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굴절 모양을 제공하는 상피를 지닌 각막을 지니는 환자의 눈의
굴절이상을 교정하기 위한 안관 렌즈를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전방 표면이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을 따라서 연장되고,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이 변형 가능하고, 안과 렌즈의
주변 부분이 내부 부분의 강도보다 낮은 강도를 지니고;
주변 부분이 광학적 부위 외부의 눈과 맞물리기에 적합한 모양을 지녀 눈의 광학적 부위와 정렬되어 내부 부분
을 지지하는, 안관 렌즈를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88
제 87항에 있어서, 상피의 굴절 모양이 눈의 광학적 부위를 가로질러 연장되고, 굴절이상이 난시 및/또는 고위
수차를 포함하고, 안과 렌즈의 후방 표면이 눈에 인접한 광학적 부위를 가로질러 연장되도록 구성되고;
눈물 유체가 후방 표면과 굴절 모양 사이의 렌즈모양 용적을 충전하여 난시 및/또는 고위 수차를 완화시키도록
주변 부분이 적합한 모양을 지니게 안과 렌즈의 선택이 수행되고, 안과 렌즈의 확인이 난시의 굴절력, 눈의 광
학적 축에 대한 난시의 배향 및/또는 고위 수차의 유형 및/또는 고위 수차의 세기의 그룹 중 일원 이상과 무관
한 방법.
청구항 89
안과 렌즈를 눈 상에 정위시켜서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이 각막의 광학적 부위상에 배치되게 하는 단계 및 안과
렌즈의 주변 부분과 광학적 부위 외부의 눈 사이의 맞물림에 의해서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을 지지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굴절 모양을 제공하는 각막을 지닌 환자의 눈의 노안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이 변형 가능하고 주변 부분이 내부 부분의 강도보다 더 작은 강도를 지니고, 안과 렌즈
의 표면이 노안-완화 굴절 모양을 지니는 방법.
청구항 90
제 89항에 있어서, 노안-완화 모양이 애드 부위(add region), 다초점 모양, 및/또는 비구면 모양을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91
안과 렌즈를 눈 상에 정위시켜서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이 각막의 광학적 부위상에 배치되게 하는 단계 및 안과
렌즈의 주변 부분과 광학적 부위 외부의 눈 사이의 맞물림에 의해서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을 지지시켜서 유체
가 렌즈모양 용적을 충전시키고, 안과용 렌즈의 전방 표면을 통해서 눈으로 볼 때 굴절이상을 완화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여, 눈의 광학적 부위를 가로질러 연장되는 굴절 모양을 제공하는 상피를 지닌 각막을 가지는 눈의 굴
절이상을 교정하는 방법으로서,
정위된 안과 렌즈의 후방 표면이 눈에 인접하여 연장되고 상피의 굴절 모양으로부터 분기되는 모양을 지녀서 렌
즈모양 용적이 그 사이에 배치되는 방법.
청구항 92
제 91항에 있어서, 눈의 굴절이상이 난시 및/또는 구면 수차를 포함하고,
복수의 천공이 전방 표면과 후방 표면 사이에서 연장되고, 천공이 광학적 부위의 외부에 그리고 주변 부분과 눈
의 조직 표면 사이의 맞물림 영역의 안쪽으로 배치되며;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이 변형 가능하고, 안과 렌즈의 주변 부분이 내부 부분의 강도보다 낮은 강도를 지녀서,
눈의 깜박임이 렌즈모양 용적의 내외로 천공을 통한 눈물 유체의 흐름을 유도하게 하며;
맞물림 부위를 따른 눈의 조직 표면과 주변 부분 사이의 맞물림이 깜박이는 동안의 각막에 대한 내부 부분의 측
면 운동을 억제하고;
전방 표면을 통해서 눈으로 볼 때의 굴절이상의 완화가 약 1½D 이상의 난시성 이상의 범위 전체에 걸쳐서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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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 용적의 모양에 실질적으로 무관하고, 눈의 시각 축에 대한 안과 렌즈의 회전 배향과 무관한 방법.
청구항 93
안과 렌즈를 눈 상에 정위시켜서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이 각막의 광학적 부위상에 배치되게 하는 단계 및 안과
렌즈의 주변 부분과 광학적 부위 외부의 눈 사이의 맞물림에 의해서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을 지지시켜서 상피
가 렌즈모양 용적을 충전시키고, 안과 렌즈의 전방 표면을 통해서 눈으로 볼 때 굴절이상을 완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눈의 광학적 부위를 가로질러 연장되는 굴절 모양을 제공하는 상피를 지닌 각막을 가지는 눈의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방법으로서,
정위된 안과 렌즈의 후방 표면이 눈에 인접하여 연장되고 상피의 굴절 모양으로부터 분기되는 모양을 지녀서 렌
즈모양 용적이 그 사이에 배치되는 방법.
청구항 94
제 93항에 있어서,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이 변형 가능하고, 주변 부분이 내부 부분의 강도보다 낮은 강도를 지
니며, 눈의 조직 표면과 주변 부분 사이의 맞물림이 각막의 광학적 부위로부터 내부 부분의 측면 운동을 억제하
고;
전방 표면을 통해서 눈으로 볼 때의 굴절이상의 완화가 약 1½D 이상의 난시성 이상의 범위 전체에 걸쳐서 렌즈
모양 용적의 모양에 실질적으로 무관하고, 눈의 시각 축에 대한 안과 렌즈의 회전 배향과 무관하며;
광학적 성형이 눈으로부터 안과 렌즈의 제거 후 약 8 시간 후에 약 1½D 이상까지 눈의 굴절이상을 완화시키는
방법.
청구항 95
상이한 구면 굴절력을 지니는 복수의 택일적인 안과 렌즈를 포함하는, 굴절 모양을 제공하는 상피를 지닌 각막
을 지니는 환자 집단의 눈의 굴절이상을 교정하기 위한 택일적으로 선택 가능한 안과 렌즈의 세트로서,
각각의 안과 렌즈가 회합적으로 요망되는 구면 굴절력에 상응하는 전방 표면과 내부 부분으로부터 방사상 외향
으로 연장하는 안과 렌즈의 주변 부분을 지니며; 전방 표면은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을 따라서 연장되고,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은 변형 가능하며;
전방 표면은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을 따라서 연장되고,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은 변형가능하고;
주변 부분이 내부 부분의 강도보다 더 작은 강도를 지니며, 광학적 부위 외부의 조직과 맞물리도록 구성되어 광
학적 부위와 정렬되어 내부부분을 지지하는, 택일적으로 선택 가능한 안과 렌즈의 세트.
청구항 96
각막의 광학적 부위상에 배치되도록 구성되고 변형 가능한 내부 부분;
내부 부분의 강도보다 더 작은 강도를 지니며 주변 부분과 광학적 부위 외부에 배치된 눈 조직 사이의 맞물림에
의해서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을 지지하도록 구성된 주변 부분; 및
내부 부분을 따라서 연장되고 노안-완화 굴절 모양을 지니는 표면을 포함하는, 굴절 모양을 제공하는 상피를 지
닌 각막을 가지는 환자의 눈의 노안을 치료하기 위한 안과 렌즈.
청구항 97
각막의 광학적 부위상에 배치되도록 구성 내부 부분;
내부 부분이 광학적 부위 상에 배치되는 때에 눈에 인접한 내부 부분을 따라서 연장되는 후방 표면;
내부 부분의 방사상 외향으로 배치된 안과 렌즈의 주변 부위; 및
후방 표면 반대의 내부 부분을 따라서 연장되어서 유체 충전된 렌즈모양 용적 및 내부 부분을 통해서 눈으로 볼
때 굴절이상을 환화시키는 안과 렌즈의 전방 표면을 포함하는, 눈의 광학적 부위를 가로질러 연장되는 굴절 모
양을 제공하는 상피를 지닌 각막을 가지는 눈의 굴절 이상을 교정하기 위한 안과 렌즈로서,
후방 표면이 상피의 굴절 모양으로부터 분기되는 모양을 지녀서 렌즈모양 용적이 그 사이에 배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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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부분이 광학적 부위 외부의 눈과 맞물리도록 구성되어 렌즈모양 용적을 유체 충전시켜 유지하는, 눈의 굴
절 이상을 교정하기 위한 안과 렌즈.

명 세 서
기 술 분 야
[0001]

본 원은 2012년 4월 20일자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61/636,404호, 2011년 7월 14일자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
61/507,971호, 및 2011년 4월 28일자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61/480,222호의 우선권을 주장하고, 이들 각각의 전
체 내용이 본원에서 참조로 포함된다.

배 경 기 술
[0002]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눈의 시력 및 개선된 시력을 제공하기 위한 눈의 치료에 관한 것이다.

굴절 이상의 보정

과 같은 시력 보정용 보호막(covering) 및 또한 굴절교정레이저각막절제술(photorefractive keratectomy) 후의
상피 결함을 갖는 눈의 치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지만, 본 발명의 구체예는, 예를 들어, 수차 보정
(aberration correction), 다초점 보정, 노안 보정 및 난시 교정 중 하나 이상에 의한 바와 같이 많은 방식으로
시력을 보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연장된 착용의 콘택트 렌즈를 포함할 수 있다.
[0003]

눈은 환자들의 시력을 허용하는 몇 가지 조직들을 포함한다.
켜 상이 망막상에 형성되도록 하는 눈의 전방 조직이다.

눈의 각막은 건강한 눈에서 투명하고 빛을 굴절시

상기 망막은 이의 위에 형성된 상으로부터 빛을 감지

하고 상기 시그날을 상으로부터 뇌에 전달하는 눈의 후방 조직이다.

상기 각막은 보우만(Bowman) 막, 간질, 및

상기 간질 및 보우만 막으로 연장된 신경 섬유와 같은 각막의 기저 조직을 보호하는 조직의 외부층인 상피를 포
함한다.

건강한 눈은 상피 상에 분포된 눈물막을 포함한다. 상기 눈물막은 광학적으로 평활 표면을 제공하도록

상피의 작은 불규칙성을 평활시킬 수 있다.
막의 형태에 의해 모양이 결정된다.
을 포함하는 액체를 포함한다.

상기 눈물막은 경우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저 상피, 간질 및 보우만

상기 눈물막은 대부분이 물이고 추가의 성분, 예를 들어, 유점액 및 지질

상기 각막의 많은 신경 섬유는 각막을 눈물막으로 보호할 수 있는 눈의 깜박거

림을 촉진시키는 감각을 제공한다.

상기 신경섬유는 또한 통증을 감지하여 정상적으로 각막에 대한 외상을 회

피하도록 하고 또한 사물이 각막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하여 상기 중요한 조직을 보호하게 한다.
[0004]

본 발명의 구체예와 관련된 연구는 선행 기술의 콘택트 렌즈 및 치료학적 보호막의 적어도 일부가 적어도 몇몇
경우에 이상적이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환자에게 콘택트 렌즈 또는 치료학적 보호막을 제거하고 대체시

키는 것이 다소 성가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콘택트 렌즈 및 치료학적 보호막은 이상적인 시간 보다 적은 시간
동안 착용될 수 있고, 적어도 일부의 경우에는, 환자는 이상적일 수 있는 시간 보다 더 길 수 있는 시간 동안
콘택트 렌즈 또는 치료학적 보호막을 눈에 착용한 채로 있을 수 있다.

장기간 착용 렌즈가 어느 정도 더 긴 시

간 동안 눈에 유지될 수 있지만, 상기 렌즈가 눈에 착용될 수 있는 시간 범위는 이상적인 시간 미만일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체예와 관련된 연구는 또한 선행 기술의 콘택트 렌즈의 눈물 흐름이 이상적이지 못할 수 있고 이상
적이지 못한 눈물 흐름은 잠재적인 합병증과 관련되거나 상기 렌즈가 눈에 유지될 수 있는 시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0005]

건강한 각막에서, 때때로, 각막의 탈수로서 언급되는 각막의 적당한 양의 수화가 유지되어 각막이 투명한 채로
유지되게 한다.
을 포함한다.

상기 각막은 각막으로부터 인접한 전방 챔버(anterior chamber)로 물을 펌핑하는 후방 내피층
상피는 눈물 액체로부터 각막으로의 물의 흐름을 억제하여 각막 간질이 내피의 펌핑과 함께 적당

한 양의 수화를 유지할 수 있다.

각막으로부터 물의 내피 펌핑은 눈의 적당한 수화 및 두께를 유지시키고 이는

흔히 각막건조도(deturgescence)로서 언급된다.

각막 상피가 치유되는 경우, 결함 상에 형성된 세포 층은 적어

도 어느 정도는 적어도 몇몇 경우에 불규칙하여 환자의 시력은 이상적이지 못할 수 있다.
[0006]

절제술 후 각막은 복잡한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선행 기술의 시판되는 많은 렌즈는 상기 절제된 각막에
는 맞지 않아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고 적어도 일부 경우에 렌즈의 끼워 맞추기(fitting)가 시간 소모적이고 곤
란할 수 있다.

강성 중심 RGP 부분 및 연성 주변 스커트를 지니는 시판되는 콘택트 렌즈는 절제된 각막에 맞추

기에 어려울 수 있고/거나 시간 소모적일 수 있으며, 적어도 일부의 경우에는 매우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기 절제된 각막은

상

절제 가장자리 근처의 곡선에서 급작스런 변화를 포함할 수 있고, 적어도 일부 경우에, 절제

가장자리 근처에서 상기 렌즈를 끼워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시판되는 콘택트 렌즈의 적어도 일부는

장기간 착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매일 제거될 수 있어, 이는 어느 정도 환자에게는 곤란할 수 있고 순응도
부재를 유발하고 렌즈가 적어도 일부 경우에 이상적인 것 보다 오랫동안 눈에 유지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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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

상기 관점에서, 시력 보정용의 개선된 콘택트 렌즈 및 각막의 상피 결함, 예를 들어, 굴절교정레이저각막절제술
(이후부터 "PRK") 후 상피 결함과 관련된 치료를 위한 보호막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다.

이상적으로,

상기 콘택트 렌즈 및 보호막은 눈물 흐름을 개선시키고 공지된 기술의 결점의 적어도 일부를 회피하는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편안함 및/또는 시력을 개선시킬 것이다.

발명의 내용
[0008]

발명의 간단한 요약

[0009]

본 발명의 구체예는 장시간 동안 개선된 시력을 제공하고 정상의 눈 또는 상피 결함, 예컨대, 굴절교정수술
(refractive surgery), 예컨대, PRK후의 상피 결함을 지니는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개선된 보호
막을 제공한다.

보호막은

콘택트 렌즈를 포함할 수 있고, 개선된 눈물 흐름을 제공하여 그러한 보호막이 장시

간 동안 시력을 교정하도록 눈에 유지될 수 있게 한다.

보호막은 물 억제층 및 보호막의 물 억제 층 아래의 눈

물 액체를 펌핑하는 하나 이상의 구조물을 포함하여 보호막이 눈에 유지되고 장시간 동안 시력을 교정할 수 있
게 한다.

대안적으로 또는 조합적으로, 보호막은 수화 및 환자의 편리를 제공하도록 천공(fenestration)과 연

결된 보호막의 후방 표면을 따라서 연장되는 하이드로겔 층을 포함할 수 있다.

하이드로겔 층은 각막을 천공과

유체 연결시켜서 눈물 액체와 치료제가 천공과 하이도로겔을 통해서 보호막의 전방 표면으로부터 각막으로 통과
하게 할 수 있다.

많은 구체예에서, 보호막은 눈을 깜빡일 때 결막과 접촉하여 눈물 액체를 펌핑하도록 형성된

천공 및 외부 부분을 갖는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보호막은 굴절 내성을 갖는 편향 가능한 외부 부분을 포함

하여 상기 보호막이 눈에 위치되고 눈이 눈꺼풀 분리와 함께 개방되는 경우 챔버가 형성되도록 할 수 있다.
공과 연결된 하이드로겔 층은 챔버의 적어도 일부를 보호하는 하부 표면을 따라서 연장될 수 있다.

천

편향 가능

한 외부 부분의 편향 내성은 눈물 액체를 펌핑하도록 눈꺼풀이 닫히는 때에 각막에 대해서 외부 부분이 안쪽으
로 편향되도록 형성될 수 있다.

천공은 눈이 개방되는 때에 보호막 아래에 위치한 챔버 내로 눈물 액체를 유도

할 수 있고, 챔버는 확장될 수 있다.

천공은 펌핑을 제공하도록 하이드로겔 층을 통해서 연장될 수 있다.

대

안적으로 또는 조합적으로, 하이드로겔 층은 천공의 전단부를 덮을 수 있고, 외부 부분의 편향이 하이드로겔을
따라서 액체 및 약물이 이동되게 할 수 있다.

보호막의 외부 부분은 보호막이 눈에 위치되는 때에 결막과 접촉

하여 챔버를 한정하도록 하는 모양의 공막 커플링 부분(sclera coupling portion)을 포함한다.

천공 및 보호막

의 공막 커플링 부분은 눈이 감기고 하나 이상의 눈꺼풀의 압력이 보호막을 각막에 압박하는 때에 눈물 액체가
챔버 밖으로 통과하게 하여 챔버 용적이 감소되게 한다.

많은 구체예에서, 눈꺼풀이 분리되게 하는 눈의 개방

은 보호막의 외부 부분상의 압력을 감소시켜서 각막의 외부 부분 상의 보호막의 외부 부분이 각막의 외부 부분
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액체가 천공으로 유도되고 보호막 아래에 위치한 챔버 내로 유도되게 할 수 있다.

보호

막의 공막 커플링 부분은, 눈이 개방되는 때에, 예를 들어, 상기 보호막이 결막과 접촉하는 위치에서 밀봉부의
형성과 함께, 공막 커플링 부분 아래 눈물 액체의 흐름을 억제하도록 결막과 접촉할 수 있고, 눈물 액체가 천공
을 통해 유도된다.
[0010]

후속적으로 눈을 깜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눈꺼풀의 압력은 상기 보호막이 각막을 향하도록 재촉하여 눈물
액체가 천공을 통과하도록 할 수 있고 공막 커플링 부분은 결막으로부터 약간 분리되어 상기 공막 커플링 부분
아래 눈물 액체가 통과하도록 하여 펌핑된 눈물 액체로 각막, 윤부(limbus), 결막 및 상기 보호막의 아래 측면
을 세정할 수 있게 한다.

상기 보호막은 실리콘과 같은 높은 산소 투과성을 갖는 물질을 포함하여 상기 보호막

이 개선된 눈물 흐름 및 높은 산소 투과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눈물 액체의 상기 개선된 흐름은 콘택트

렌즈와 같은 보호막이 적어도 약 1주, 예를 들어, 30일 또는 60일 이상의 연장된 시간 동안 착용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개선된 눈물 흐름은 상피 결함, 예를 들어, PRK 후 상피 결함을 갖는 눈의 치유 및 시력을 개선시

킬 수 있다.
[0011]

많은 구체예에서, 보호막은 렌즈와 같은 시력을 위한 내부 광학 성분, 및 동공과 관련하여 상기 내부 성분을 유
지시켜 시력을 개선시키는 외부 커플링 구성요소을 포함한다.

상기 커플링 구성요소은 물질을 통한 눈물 액체

의 통과를 억제할 수 있는 편향 가능한 물질을 포함하여 눈을 깜박하고 눈꺼풀이 상기 광학 성분을 가압하는 경
우 상기 눈물 액체가 천공을 통과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외부 커플링 구성요소은 눈물 액체를 통과시키는 천

공 및 결막과 접촉하도록 하는 외부 공막 커플링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는 제1 물질 및 제1 두께를 포함할 수 있다.
께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광학 성분은 제1 경도에 상응하

상기 커플링 구성요소은 제2 경도에 상응하는 제2 물질 및 제2 두

상기 제2 물질은 제1 물질보다 연성일 수 있고 제2 두께는 제1 두께보다 얇아서 상기 커

플링 구성요소은 눈꺼풀과 함께 휘어질 수 있고 상기 커플링 구성요소은 눈꺼풀이 제1 성분과 제2 성분을 보호
하도록 닫히는 경우 광학 성분 보다 크게 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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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서 상기 커플링 구성요소은 외부 부분이 하나 이상의 눈꺼풀과 함께 휘어지는 경우 시력을 제공할 수 있다.
[0012]

결막 및 하부 공막에 커플링하도록 제공된 동공에 대한 광학 성분의 배열이 시력을 위해 이로울 수 있다. 상기
광학 성분은 노안 보정 및 측정된 파면 수차, 구면 수차, 코마수차(coma) 및 세조각수차(trefoil)와 같은 동공
의 위치에 의존할 수 있는 수차 시력 보정과 같은 개선된 시력을 제공하도록 동공과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고
정된 위치에 유지될 수 있다.

[0013]

광학 성분 및 커플링 구성요소이 상피 결함을 갖는 눈에서 상피의 시력 및 소생을 개선시키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
있다.

상기 광학 성분은 각막을 평활화시킬 수 있고 상기 상피 및 절제된 간질의 불규칙성을 평활화시킬 수

상기 커플링 구성요소은 광학 성분을 지지하여 광학 성분이 미끄러져 이동하지 않도록 하고 상피의 소생

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눈물 액체의 펌핑은 상피 결함 근처에서 소생하는 상피로의 눈물 흐름

을 개선시켜 상기 결함 상에서 상피의 소생을 촉진시킬 수 있다.

눈물 액체의 펌핑은 또한 약물,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의 절제된 영역으로의 전달을 촉진시켜 각막의 침윤 및 혼탁을 억제할 수 있다.
[0014]

첫 번째 양태로, 본 발명의 구체예는 환자의 눈을 치료하기 위한 보호막을 제공한다.
각막 및 결막을 지닌다.

눈은 눈물 액체, 동공,

보호막은 눈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광학 성분과 커플링 구성요소을 포함 포함한다.

광학 성분은 눈 상에 위치되는 때에 변형에 견디기에 충분한 제1 강성을 포함한다.
결막과 접촉하고 동공과 관련하여 광학 성분을 지지한다.

커플링 구성요소은 각막 및

커플링 구성요소은 결막과 접촉하도록 하는 크기의

외부 부분, 광학성분에 결합되는 내부 부분, 및 내부 부분과 외부 부분 사이에 연장되는 중간 부분을 포함한다.
광학 성분 또는 커플링 구성요소 중 하나 이상이 복수의 천공을 지녀서 눈을 깜박거릴 때에 눈물 액체를 펌핑한
다.
[0015]

많은 구체예에서, 보호막은 광학 성분을 포함하는 내부 부분과 커플링 구성요소의 내부 부분을 포함한다.

보호

막의 외부 부분은 커플링 구성요소의 중간 부분과 커플링 구성요소의 외부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6]

도 1aa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라,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보호막의 사용에 적합한 눈을 도시한다.
도 1ab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혼입을 위해 적합한, 상피 결함을 유발하는 굴절교정수술 직후의 절제된 눈
을 도시한다.
도 1ac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눈 상에 정위된 보호막 및 눈의 껌벅거림을 도시하고 있다.
도 1ad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보호막 아래에서 눈물 액체를 펌핑할 수 있는 도 1ac의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도 1ae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눈을 감을 때에 눈물 액체를 펌핑하는 도 도 1ac 및 도 1ad의 보호막의 개
략적인 예시를 도시하고 있다.
도 1af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눈을 뜰 때에 눈물 액체를 펌핑하는 도 도 1ac 및 도 1ad의 보호막의 개략
적인 예시를 도시하고 있다.
도 1ag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공막과 맞도록 트리커브 특징(tricurve profile)을 지니는 보호막으로서,
절제된 각막과 맞도록 사용될 수 있는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도 1ah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곡선 부분의 경계들에서 릿지를 억제하도록 정렬된 곡선 특성의 슬로프를
지닌 공막과 맞는 트리커브 특징을 지니는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도 1ai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각막윤부에 대한 압력이 실질적으로 감소되도록 하는, 공막 커플링 부분의
하부 표면의 슬로프와의 각막 접촉 부분의 하부 표면의 슬로프의 정렬을 도시하고 있다.
도 1aj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도 1ag의 보호막의 테이퍼링된 에지를 도시하고 있다.
도 1ak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곡선 부분의 경계에서 릿지를 억제하도록 정렬된 곡선 프로파일의 슬로프로
각막, 각막윤부 및 공막과 맞는 트리커브 특징을 지니는 보호막의 평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1al은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도 1ak의 보호막 및 각막, 각막윤부 및 공막에 커플링되도록 상응하는 곡선
부분의 측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1am은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도 1ak의 보호막 및 상부 표면의 상응하는 곡선 부분의 측단면도를 도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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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도 1an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도 1ak의 보호막의 테이퍼링된 에지를 도시하고 있다.
도 1ao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외부 두께보다 더 두꺼운 내부 두께를 지니는 단일 물질 조각을 포함하는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도 1ap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내부 두께 및 내부 물질을 포함하는 내부 부분과 외부 두께 및 외부 물질을
포함하는 외부 부분을 지닌 도 1ac 내지 도 1ah에서와 같은 보호막으로서, 내부 두께가 외부 두께보다 큰 보호
막을 도시하고 있다.
도 1aq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내부 두께 및 내부 물질을 포함하는 내부 부분과 외부 두께 및 외부 물질을
포함하는 외부 부분을 지닌 도 1ac 내지 도 1ah에서와 같은 보호막으로서, 내부 두께가 외부 두께보다 크며 외
부 물질이 내부물질 둘레로 연장되는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도 1ar은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보호막의 전방 표면상의 하이드로겔 물질의 층을 지니는 도 1ac 내지 도
1an 중 하나에서와 같은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도 1as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보호막을 가로지른 최대 거리보다 작게 연장되는 보호막의 전방 표면상의
하이드로겔 물질의 층을 지녀서 눈에 위치되는 때에 보호막의 단부가 하이드로겔 층으로부터 떨어져 눈의 외피
와 맞물리고 보호막의 이동을 억제하도록 형성되게 하는 도 1ac 내지 도 1an 중 하나에서와 같은 보호막을 도시
하고 있다.
도 1at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보호막의 후방 표면상에 하이드로겔 물질의 환형 층을 지녀서 눈에 위치되
는 때에 보호막의 내부 부분이 하이드로겔 층으로부터 떨어져 각막과 접촉하고, 보호막의 외부 부분이 보호막으
로부터 떨어져 각막과 접촉되게 하는 도 1ac 내지 도 1an 중 하나에서와 같은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도 1au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공막을 도 1ah에서와 같이 곡선 부분의 경계에서 릿지를 억제하도록 정렬된
곡선 프로파일의 슬로프와 맞도록 하는 트리커브 특징을 지니며 하부 표면 상에 하이드로겔 물질의 층을 지니는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도 1av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각막, 각막윤부 및 공막을 도 1ak에서와 같이 곡선 부분의 경계에서 릿지를
억제하도록 정렬된 곡선 프로파일의 슬로프와 맞도록 하는 트리커브 특징을 지니며, 결막을 하이드로겔 물질과
떨어져서 보호막과 맞물리도록 보호막을 가로지른 최대 거리 미만으로 연장되는 하부 표면 상의 하이드로겔 물
질의 층을 지니는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도 1aw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보호막의 후방 표면을 따라서 연장되는 하이드로겔의 층으로 덮힌 후방 단
부를 지니는 천공을 도시하고 있다.
도 1ax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보호막의 후방 표면을 따라서 연장되는 하이드로겔의 층을 통해서 연장되는
천공을 도시하고 있다.
도 1ay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보호막의 하부 표면을 따라서 후방 표면을 따라서 방사상으로 외향으로 연
장되는 채널을 포함하는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도 1az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보호막의 하부 표면을 따라서 방사상으로 내향으로 연장되는 채널을 포함하
는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도 1ba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부하에 대한 반응으로 렌즈의 일부의 굴절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장치를 도
시하고 있다.
도 2aa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눈꺼풀이 분리된 상태에서 눈에 위치된 콘택트 렌즈를 포함하는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도 2ab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눈꺼풀이 감겨진 상태에서 도 2aa의 보호막의 측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2ac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눈꺼풀이 감겨진 상태에서 도 2aa의 보호막의 정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2ad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눈꺼풀이 개방된 상태에서 도 2aa의 보호막의 측면 특징을 도시하고 있다.
도 2ae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보호막이 각막 및 결막의 내부 부분에 의해서 지지되고, 그러한 보호막이
눈꺼풀이 분리된 때에 챔버를 한정하도록 각막의 외부 부분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눈상에 위치된 콘택트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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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도 2af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눈꺼풀이 감겨진 상태에서의 도 2ae의 보호막의 측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2ag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눈물 액체가 펌핑되는 때에 상피를 따른 보호막의 슬라이딩이 억제되도록
눈꺼풀이 감기는 때에 눈의 회전과 함게 도 2af의 보호막의 측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2ah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눈꺼풀이 개방된 상태에서에서 도 2ae의 보호막의 측단면도를 도시하고 있
다.
도 2ai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챔버가 중간 용적을 포함하도록 눈꺼풀이 중간 위치에서 위치되는 상태에서
도 2ae의 보호막의 측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2aj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하이드로겔이 눈과 접촉되어 있으면서 눈상에 위치된 도 1av의 보호막의 측
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3a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상피 결함을 지니는 눈의 각막상에 정위된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도 3b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상피 결함을 지니는 눈의 각막상의 위치 전에 제 1 형태의 보호막을 도시하
고 있다.
도 3c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제 2 형태를 지니는 눈상에 위치된 도 3b의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도 4a는 보호막의 광학 성분을 형성시키기 위한 모울드를 도시하고 있다.
도 4b는 도 4a의 광학 성분을 포함하는 보호막을 형성시키기 위한 모울드를 도시하고 있다.
도 4c는 도 4a의 광학 성분 및 보호막의 연질 물질의 층을 포함하는 보호막을 형성시키기 위한 모울드를 도시하
고 있다.
도 4d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유동성 물질의 주입 전에 내부에 위치된 강성 물질을 포함하는 고형의 내부
성분을 지니는 보호막을 형성시키기 위한 모울드를 도시하고 있다.
도 4e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에너지에 의한 보호막 내의 천공의 형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 4f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보호막의 후방 표면 상의 하이드로겔 물질의 스핀 코팅을 도시하고 있다.
도 4g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위에 형성된 하이드로겔 물질을 지니는 보호막 상의 화학 기상 증착을 도시
하고 있다.
도 4h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컨테이너내에 패킹된 하이드로겔을 포함하는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구체예에 따른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도 6a는 난시 눈상에 정위된 하드 렌즈의 예에 대한 방사상 도면을 도시하고 있다.
도 6b는 난시 눈상에 정위된 소프트 렌즈의 에에 대한 방사상 도면을 도시하고 있다.
도 6c는 난시 눈 상에 정위된 본 발명의 특정 구체예에 따른 보호막의 예에 대한 방사상 도면을 도시하고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7]

본원에 기재된 본 발명의 구체예는 발명의 명칭 "Therapeutic Device for Pain Management and Vision"의 2009
년 4월 6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원 제12/384,659호에 기재된 통증 관리 및 시력을 위한 치료학적 보호막 장치
와 조합될 수 있으며, 이의 전체 내용은 본원에서 참조로 통합되고 본원에 기재된 본 발명의 일부 구체예에 따
른 조합에 적합하다.

[0018]

본원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보호막은 환자의 눈을 덮고 그 자체로는 굴절시력 교정을 제공하지 않는 안과용
장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굴절 교정을 제공하는 안과용 장치는 본원에서 콘택트 렌즈 또는 안과용 렌

즈로 일컬어진다.
[0019]

본원에서 기재된 구체예는 콘택트 렌즈와 같은 보호막과 함께 많은 방식으로 눈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
다.

본원에서 기재된 보호막은 보호막이 장시간 동안 눈 상에 정위되는 경우에 각막의 팽윤을 억제하는 장시간

착용 콘택트 렌즈에 의한 장기간 시력 교정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형태의 안구 수술,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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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교정레이저각막절제술과 조합될 수 있다.
[0020]

본원에서 사용된 수학 방정식 및 과학적 표기법을 당업자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많은 방식의 수치로 환산하여
TM

예를 들어, 제조사(Microsoft)에서 시판되는 Excel 과 같은 많은 시판되는 스프레드쉬트에 사용되는 표기법에
따라 데이타를 산출할 수 있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이 기호 "E"를 사용하여 1E1이 약 10과 균등하고 2E1은

약 20과 균등하며 4E2는 약 400과 균등하도록 기저 10의 지수를 표현할 수 있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기

B

호 "∧"를 사용하여 A∧B는 A 와 균등하도록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단위는 당업자에게 이해

되는 많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예를 들어, "m"은 미터를 "Pa"는 압력에 대한 파스칼 단위를 "MPa"는 메가
파스칼을 나타낼 수 있다.
[0021]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실록산 결합은, 예를 들어, 실리콘 엘라스토머의 Si-O-Si 공유결합을 포함한다.

[0022]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보호막, 예컨대, 콘택트 렌즈의 온 K 피트(on K fit)는 콘택트 렌즈를 각막의 가장 평탄
한 경선(meridian)에 피팅함을 포함하고 온 K 피트는 약 1.5D내의 평탄한 경선보다 더 평탄할 수 있다.
들어,

예를

약 44D axis 90 및 43D axis 180의 각막만곡계 값(이하 "K")을 지니는 각막의 경우에, 온 K 피트는 측

정된 눈의 영역에 대해서 약 43D 내지 약 41.5D 범위 내의 광출력(optical power)에 상응하는 곡률을 지니는 보
호막을 제공할 수 있다.

본원에 기재된 온 K 피트는 눈물 액체가 보호막 아래에서 형성되어 그러한 눈물 액체

가 본원에 기재된 구체예에 따라서 펌핑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0023]

이옵터(Diopter: "D")로의 각막의 광출력은 식 D = (1.3375-1)/R의 곡률반경 R과 관련될 수 있으며, 여기서,
1.3375은 수양액의 굴절지수에 상응하며, R은 각막의 곡률반경에 상응한다.

각막의 곡률은 곡률반경 R과 역으

로 관련되어 곡률반경이 증가함에 따라서 각막의 골률은 감소하고 곡률반경이 감소함에 따라서 각막의 골률은
증가하게 한다.
[0024]

도 1aa는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보호막(100)과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눈(2)를 도시한다.
구체예에서, 보호막(100)은 콘택트 렌즈를 포함한다.

눈은 망막(5)상에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구성된 각막(10)

과 수정체(4)를 지니며, 이미지는 고시력에 상응하는 안와 5F(fovea 5F)상에 형성될 수 있다.
의 윤부(6)으로 연장될 수 있고, 상기 윤부는 눈의 공막(S)에 연결될 수 있다.
환자에게 보이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도록 수용될 수 있다.

상기 각막은 눈

상기 눈(2)은 윤부(6) 근처에

위치한 편평부(pars plana: PP)를 갖는다. 눈의 결막 (C)은 공막 상에 배치될 수 있다.
동공(9)을 한정하는 홍채(8)를 갖는다.

많은

수정체는 상기 렌즈는

상기 눈은 빛에 응답하여 확장하고 수축할 수 있는

상기 눈은 또한 공막(7)과 망막(5) 사이에 배치된 맥락막(CH)을 포함한

다. 상기 눈은 수정체와 망막 사이에서 연장하는 유리체액(VH)를 갖는다.

상기 망막(5)은 이미지의 빛을 감지

하고 상기 빛 이미지를, 시각 신경(ON)을 따라 환자의 뇌로 프로세싱되고 전송되는 신경 펄스로 전환시킨다.
[0025]

도 1ab는 예를 들어, 상피 결함을 유도하는 PRK 수술인 굴절교정수술 직후 절제된 눈을 도시한다.

본원에 기재

된 콘택트 렌즈를 포함하는 보호막은 절제된 각막 상에 위치될 수 있고 결막에 결합하여 개선된 시력을 제공한
다.
있다.

상기 눈(2)은 동공(9)을 한정하는 홍체(8)를 포함하며, 그러한 동공을 통해서 빛이 통과되어 환자가 볼 수
각막(10)은 간질(16)상에 배치된 상피(12)를 포함한다.

를 포함한다.

눈물 액체는 상피(12)의 전방 표면을 보호한다.

막(14)이 상피(12)와 간질(16) 사이에 배치된다.

상기 상피(12)는 약 50㎛일 수 있는 두께(12T)
적어도 사람, 영장류 및 일부 조류에서, 보우만

보우만 막(14)은 약 5 내지 10㎛의 두께를 갖는 비세포성의

실질적으로 콜라겐성 조직을 포함한다. 간질(16)은 그 내에 배치된 각막간질세포를 갖는 실질적으로 콜라겐성
조직을 포함한다.

일부 동물에서, 보우만 막은 부재일 수 있고 상피는 간질 층에 인접하게 배치될 수 있다.

내피(18)는 간질(16) 아래에 배치된다. 내피(18)는 홍채(8)를 향해 각막(10)으로부터 물을 펌핑하는 세포 층을
포함한다.

눈물 액체는 또한 상피 결함에 의해 노출된 각막의 표면, 예를 들어, 보우만 막의 노출된 표면 및

노출된 간질 표면을 보호한다.
[0026]

굴절교정수술, 예를 들어, PRK에 의해서, 상피가 제거되어 보우만 막(14) 및/또는 간질(16)로의 굴절 보정을 제
거할 수 있다.

간질 및/또는 보우만 막의 전방 표면의 초기 프로필은 환자의 시력을 보정하기 위해 절제된 프

로필(20)로 절제된다.

시력을 보정하기 위해 제거된 조직의 프로필은 미국 특허 제5,163,934호(제목:

Photorefractive Keratectomy)에 기재되어 있고, 이의 내용은 본원에 기재된 본 발명의 몇몇 구체예에 따른 조
합을 위해 적합할 수 있다.

절제된 프로필(20)은 일반적으로 눈의 굴절 이상를 보정하기 위해 각막을 따라 연

장하는 시각 영역을 포함하고 눈의 수차, 예를 들어, 파면 수차를 보정할 수 있다.
들어, 절제된 프로필을 억제할 수 있는 경계(20B)에 의해 한정된다.
는 최대 차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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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7]

외피는 화살표(30)에 의해서 표시된 바와 같이 구심적으로 안쪽으로 이동하는 내부 경계를 포함할 수 있다.

[0028]

본원에 기재된 많은 구체예에서, 각막의 불규칙성은 외피가 개선된 시력 또는 편안함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도
록 재생되는 때에 감소된다.

본원에 기재된 보호막은 각막 불규칙성의 시력에 대한 효과를 감소시키도록 구성

될 수 있다.
[0029]

도 1ac는 깜박이는 눈상에 정위된 보호막(100)을 도시하고 있다.
박일 수 있다.

상부 눈꺼풀 및 하부 눈꺼풀이 눈 상에서 깜

구체예와 관련된 연구는 상부 눈꺼풀이 하향 운동(22A)을 발휘할 수 있고 하부 눈꺼풀이 눈상에

서 상향 운동(22B)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향 운동(22A)은 상향 운동(22B)보다 더 클 수 있다.

본원

에 기재된 습윤 가능한 코팅 물질은 보호막의 운동을 억제하도록 눈꺼풀로부터 보호막으로 전달되는 힘 및 운동
을 감소시킬 수 있다.
[0030]

도 1ad는 보호막 아래에서 눈물 액체를 펌핑할 수 있는 도 1ac의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보호막(100)은 내부

부분(110) 및 외부 부분(120),약물을 포함할 수 있는 눈물 액체(TL)를 흐르도록 하는 외부 부분 상의 보호막 두
께를 통해서 연장되는 천공(100F)을 지닌다.

약물은, 예를 들어, 마취제, 진통제 또는 그 밖의 약물을 포함할

수 있다.
[0031]

보호막(100)은 광학 성분(100A) 및 커플링 구성요소(100B)을 포함한다.

광학 성분(100A)은 보호막(100)의 내부

부분(110)을 포함할 수 있고, 커플링 구성요소(100B)은 보호막(100)의 외부 부분(120)을 포함할 수 있다.

광학

성분(100A)은 변형에 견디기에 충분한 강성이어서 광학 성분(100A)이 눈의 시력을 교정할 수 있게 한다.

광학

성분(100A)은 단일 물질 층, 또는 복수의 물질 층을 포함할 수 있다.

커플링 구성요소(100B)은 광학 성분

(100A) 미만의 강성이어서, 눈꺼풀로 덮히는 때에 커플링 구성요소이 각막에 순응되도록 굽혀지거나 탄성적으로
변형되는 것 중 하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커플링 구성요소(100B)은 광학 성분에 커플링되는 내부 성분

(100B1), 공막에 커플링되는 외부 부분(100B3) 및 중간 부분(100B2)을 포함할 수 있다.

중간 부분(100B2)은 눈

상에 위치되는 때에 챔버를 한정하도록 내부 성분(100B1)과 외부 부분(100B3)에 연장될 수 있다.
[0032]

광학 성분(100A) 및 커플링 구성요소(100B)은 눈을 감고 뜨는 때에, 예를 들어, 눈을 깜박일 때에, 각막 아래에
서 눈물 액체를 펌핑할 수 있다.

외부 부분(120)을 포함하는 외부 성분(100B)은 천공(100F)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간 부분(100B2)은 천공(100F)을 포함할 수 있다.

외부 부분(120)은 공막 커플링 부분(130)을 포

함하는 외부 부분(100B3)을 포함하여 공막 및 주변 부분(120P) 상의 결막과 접촉할 수 있다.
(130)은 주변 부분(120P)로 연장되는 얇은 플랜지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공막 커플링 부분

공막 커플링 부분은 눈이 깜박일 때

에 탄성 변형이 가능한 얇은 탄성 부분을 포함하여 광학 성분이 하향으로 운동하게 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또

는 조합적으로, 외부 부분(120)은 눈이 깜박일 때에 굽혀지기에 충분한 강성을 포함할 수 있다.
[0033]

도 1ae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라서 눈이 감길 때에 눈물 액체를 펌핑하는 도 1ac 및 도 1ad의 보호막의 개략
적인 예시를 도시하고 있다.

[0034]

눈 상에 위치되는 때에, 보호막(100)은 챔버를 한정할 수 있으며, 보호막의 하부 표면은 공막 상의 각막, 각막
윤부 및 결막을 따라서 연장된다.

눈꺼풀이 분리되는 때에, 보호막(100)은 보호막의 외부 부분 아래에서 연장

되는 눈꺼풀로부터의 약간의 압력에 의해서 눈 상에 느슨하게 고정된다.

눈이 깜박일 때에, 눈꺼풀은 보호막에

압력을 가하도록 보호막의 외부 부분(120)과 내부 부분(110) 상에서 연장되어서, 보호막이 각막을 향해서 하향
으로 강제되고 보호막 아래의 챔버의 용적이 감소되게 한다.

보호막(100)의 내부부분(110)의 광학 성분(100A)

의 하향 운동은 펌핑된 눈물 액체(100TL)를 천공을 통해서 통과하도록 보호막을 하량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많은 구체예에서, 펌핑된 눈물 액체(100TL)는 주변 부분(120P) 아래로 통과할 수 있다.
[0035]

도 1af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라서 눈을 뜰 때에 눈물 액체를 펌핑하는 도 1ac 및 도 1ad의 보호막의 개략적
인 예시를 도시하고 있다.

[0036]

눈꺼풀이 개방되는 때에, 보호막 상의 압력은 감소되어서, 보호막은 각막으로부터 떨어져서 이동하고 챔버의 용
적을 증가시킨다.

각막으로부터 떨어진 광학 부분(100A)의 운동은 펌핑된 눈물 액체(100TL)를 천공을 통해서

보호막내로 유도하고, 결막과의 주변 부분(120P) 및 공막 커플링 부분(130)의 접촉은 주변 부분(120P) 아래에서
의 눈물 액체의 흐름을 억제할 수 있다.

많은 구체예에서, 주변 부분(120P)과 공막 커플링 부분(130)은 눈꺼풀

이 개방되는 때에 밀봉을 형성하도록 결막과 접촉할 수 있으며, 광학 부분(100A)은 각막과 떨어져서 운동한다.
[0037]

천공(100F)은 광학 성분으로부터 이격되어, 예를 들어, 광학 성분 중심으로부터 약 3.5 내지 약 4.5mm에 위치하
여 천공(100F)의 광학적 인공물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천공은 감지할만한 가시적 인공물을 생성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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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충분히 작은 직경 및 충분히 적은 때에는 광학 성분 내에 위치할 수 있다.
(100)의 배향을 나타내기 위한 패터(patter)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천공은 각막상의 보호막

예를 들어, 상부 천공 및 하부 천공은 환자 상

의 90도 축을 나타낼 수 있고 수평 천공은 환자에 대해 180도 축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천공은 보호막이 환자에 대해 180도로 뒤집어지지(예를 들어, 업사이드 다운)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하위에 위
치해야만 하는 추가의 천공을 포함할 수 있다.

추가의 하위 천공은 또한 하부 눈꺼풀 근처에서 형성되는 눈물

액체를 포함하는 리불렛에 커플링되어 눈물 액체의 펌핑을 촉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눈이 깜박이는 경우,

하부 눈꺼풀은 하위 천공 상으로 연장할 수 있고 상부 눈꺼풀은 하부 리불렛에 커플링되도록 하향으로 연장할
수 있다.

눈이 개방되고 눈꺼풀이 분리되는 경우, 상부 눈꺼풀은 상부 천공 상으로 리불렛의 눈물 액체를 유도

할 수 있고 하부 눈꺼풀은 아래로 움직여서 하위 리불렛상으로 상기 리불렛을 통과시킬 수 있다.
[0038]

보호막(100)은, 2010년 2월 11일자로 공개된 미국 특허공보 제2010-0036488A1호인 2009년 4월 6일자로 출원된
발명의 명칭 "Therapeutic Device for Pain Management and Vision"의 미국 특허출원 제12/384,659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많은 광학적으로 투명한 물질, 예를 들어, 합성 물질 또는 콜라겐 기반 물질과 같은 천연 물질 및
이의 조합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렌즈 물질은 천연 물질, 예를 들어, 콜라겐 기반

대안적으로 또는 조합적으로, 상기 렌즈 물질은 공지된 합성 물질, 예를 들어, 하이드

록시에틸 메타크릴레이트(HEMA) 하이드로겔, 하이드로겔, 실리콘, 예를 들어, 수화된 실리콘 및 이의 유도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학적으로 투명한 물질은 실리콘, 실리콘 하이드로겔, 수지를 포함하는 실리콘,

실리케이트를 포함하는 실리콘, 아크릴레이트 또는 콜라겐을 포함할 수 있다.
열 경화되고 RTV(실온 가황된) 실리콘을 포함할 수 있다.

경화된 실리콘은 2부(two-part)

예를 들어, 폴리디메틸 실록산, 예를 들어, NuSil,

또는 폴리(디메틸)(디페닐)실록산을 사용하여 상기 보호막, 예를 들어, 상기 보호막을 통한 산소 확산을 증가시
키기 위해 물 함량이 10% 미만인 보호막을 성형할 수 있다.
루오로포칼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보호막(100)은 퍼플루오로폴리에테르 또는 플

상기 렌즈 물질은 탄성, 예를 들어, 연신 가능한 탄성 물질, 예를 들어, 실리콘

일 수 있어서, 상기 렌즈가 각막을 밀봉할 수 있다.

상기 렌즈 물질은 상기 보호막이 약 4 내지 약 40MPa 범위

의 모듈러스를 포함하도록 하는 강도 및 크기 및 형태로 경화될 수 있다.

상기 물질은, 예를 들어, 내부에 배

치된 광학적으로 투명한 실리케이트 및 약 10% 이하, 예를 들어, 약 5% 이하의 물 함량를 갖는 실리콘 탄성체를
포함하여, 상기 렌즈 보호막이 150을 초과하는 매우 높은 Dk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실리케이트를 포함하는 상기
실리콘 렌즈는 습윤성 표면을 제공하도록 처리될 수 있게 한다.

상기 렌즈는 하이드로겔, 예를 들어, 실리콘

하이드로겔을 포함할 수 있고 약 5% 내지 약 35% 범위의 물 함량 및 약 4 내지 약 40MPa 범위내 모듈러스로 형
성되어 상기 보호막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절제된 간질에 순응하게 할 수 있다.
[0039]

상기 보호막은 낮은 이온천공을 갖는 실리콘 또는 실리콘 하이드로겔을 포함하여, 상기 보호막이 상기 각막에
밀봉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막은 낮은 이온 투과성을 포함하는 실리콘 하이드로겔을 포함할 수

있고, 물의 범위는 약 5% 내지 약 35%여서, Dk가 100 이상이게 할 수 있다.

상기 낮은 이온 투과성은, 각막을

밀봉시키도록, 약 0.25 x 10-3 cm2/초 이하, 예를 들어, 약 0.08 x 10-3 cm2/초의
과성 계수를 포함할 수 있다.

이오노톤(Ionoton) 이온 투

상기 낮은 이온 투과성은 각막을 밀봉하기 위해 약 2.6 x 10-6 mm2/분 이하, 예

를 들어, 약 1.5 x 10-6 mm2/분 이하의 이오노톤 이온 투과성 계수를 포함한다.
[0040]

상기 보호막(100)은 적어도 상기 보호막의 상부 측면상에 배치된 습윤성 표면 코팅(134)을 포함하여 상기 환자
의 눈물막이 상기 보호막 상에서 평활화되고 환자는 볼 수 있게 한다.

상기 습윤성 표면 코팅은, 예를 들어,

환자가 눈을 깜박하는 경우 눈을 윤활시키기 위한, 환자 편안함을 위한 매끄러운 코팅을 포함할 수 있다.
습윤성 코팅은 약 80도 이하의 접촉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예를 들어, 상기 코팅은 약 70도 이하의 접촉각을 포

함할 수 있고, 상기 접촉각은 시력을 위한 평활 눈물 층을 갖는 표면을 제공하기 위해 약 55 내지 65도 범위 내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습윤성 코팅은 보호막의 상부 표면 및 하부 표면 둘 다에 배치될 수 있다.

상기

상부 표면은 적어도 내부 부분(110) 상에서 연장하는 습윤성 코팅을 포함할 수 있다.
[0041]

상기 습윤성 코팅(134)은 많은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습윤성 코팅(134)은 폴

TM

리에틸렌 글리콜(PEG)을 포함할 수 있고, 상기 PEG 코팅은 Parylene 상에 배치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상기

습윤성 코팅은 플라스마 코팅을 포함할 수 있고 상기 플라스마 코팅은 발광 화학 기상 증착(LCVD) 막을 포함한
다.

예를 들어, 상기 플라즈마 코팅은 하나 이상의 탄화수소, 예를 들어, CH4, O2 또는 불소 함유 탄화수소,

예를 들어, CF4 코팅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또는 조합적으로, 상기 습윤성 코팅은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코팅 또는 2-하이드록시에틸메타크릴레이트(HEMA)를 포함할 수 있다.
팅은 Parylene

TM

예를 들어, 상기 습윤성 코

코팅 상에 배치된 HEMA를 포함할 수 있거나, 상기 습윤성 코팅은 Par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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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비닐피롤리돈(NVP)를 포함할 수 있다.
[0042]

상기 보호막(100)은 각막의 중심 부분의 곡률에 상응하는 기저부 곡률반경 R1을 포함할 할 수 있다.

보호막

(100)은 각막 상에 위치되고 눈꺼풀이 떨어져 이격되는 때의 제 1 형태(100C1) 및 각막 상에 위치되고 눈꺼풀을
깜박이는 때의 제 2 형태(100C2)를 포함한다.

제 1 형태(100C1) 및 제 2 형태(100C2)는 보호막(100) 아래의

눈물 액체를 펌핑한다.
[0043]

보호막(100)은 많은 적합한 모양 중 하나 이상에 상응하는 하부 표면을 포함하여 보호막을 각막, 예컨대, 천연
비절제된 각막 또는 굴절교정수술, 예컨대, PRK 후의 절제된 각막에 피팅할 수 있다.
(110)의 하부 표면은 기저부 곡률반경에 상응할 수 있다.

보호막(100)의 내부 부분

절제 후 각막의 경우에, 보호막은 변형에 견디고 약

3mm에 걸친 외피를 평활화시킬 수 있으며, 더 큰 치수, 예컨대, 6mm에 걸쳐서 절제된 각막에 실질적으로 순응되
도록 굽혀질 수 있다.

보호막은 첫 번째 커브와 함께 두 번째 커브를 포함하여 하부 표면이 이중 커브

(bicurve) 표면을 포함하게 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하부 표면은 비구면 표면에 상응할 수 있다.

비구면 표면은 PRK 후 눈에 피팅되도록 편원 형상 및 원추 상수(conic constant)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원에 기

재된 바와 같은 곡선 비구면 표면은 비-절제된 눈에 피팅될 수 있으며, 보호막은 각막의 비-절제된 중심 영역의
곡률을 기반으로 하여 선택될 수 있다.

또한, 각막에 피팅되는 보호막을, 예를 들어, 복수의 크기로부터 한 보

호막을 선택하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0044]

보호막(100)은 광학 성분(100A)을 지닌 내부 부분(110)을 포함할 수 있다.
내부 부분(110)을 포함할 수 있다.

광학 성분(100A)은 보호막(100)의

광학 성분은 약 5MPa 내지 약 40MPa 범위내의 모듈러스 및 약 100㎛ 내지

약 300㎛ 범위의 두께를 지녀서, 중심 부분이 변형을 견디고 불규칙성을 평활화시키며 시력을 교정하기에 충분
한 강도를 지닐 수 있게 한다.

보호막은 탄성의 신장 가능한 물질을 포함하여, 예를 들어, 보호막이 각막에 피

팅되도록 신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약 4MPa 내지 약 40MPa 범위 내의 모듈러스를 지니는 보호막이 본원에

기재된 많은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막은 각막을 가로질러 연장되는 비-균일 두께를 지닌

한 조각의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보호막은 많은 방법으로 성형도리 수 있으며, 한 가지 물질의 한 조각을 포

함할 수 있거나, 두 가지의 유사한 물질로 구성된 단일 조각을 포함할 수 있거나 함께 혼합된 복수의 물질을 포
함할 수 있다.
[0045]

도 1ag는 공막 및 각막에 피팅되도록 3중 곡선 프로파일을 갖는 보호막(100)을 도시한다.

3중 곡선 프로파일은

비절제된 자연적인 눈에 피팅되도록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서, 기저부 곡률(R1)은 각막의 광학적으로 사용된
중심 부분에 상응한다.

절제된 각막의 경우에, 기저부 곡률(R1)은 절제된 각막에 상응할 수 있다.

3중 곡선

보호막은 곡률반경 R1을 지닌 내부 하부 표면을 지니는 내부 부분과 곡률반경 (R1B)를 지닌 외부 하부 표면을
포함하는 외부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외부 부분(130)은 내부 부분(110)의 슬라이딩 운동을 억제하도록 공막

상에 위치된 결막에 피팅되고 결막과 접촉되는 크기를 지닌 제 3 곡률반경(R1C)을 지니는 공막 커플링 부분
(130)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체예와 관련된 연구는 공막으로의 커플링이 각막 상의 렌즈의 정렬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0046]

3중 곡선 프로파일을 갖는 상기 보호막(100)은 눈(2)의 각막 및 공막에 피팅되는 크기를 지닌 치수를 포함할 수
있다.

3중 곡선 프로파일을 갖는 보호막(100)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부 부분(110) 및 외부 부분(120)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외부 부분(120)은 눈의 공막에 피팅되는 형태를 갖는, 예를 들어, 눈의 결막에 접촉되어

상기 결막이 공막과 공막 커플링 부분(130) 사이에 배치되도록 하는 형태를 갖는, 곡률(R1C)을 갖는 제3 공막
커플링 부분(130)을 포함할 수 있다.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내부 부분(110)은 치수(102)를 포함할 수 있고

외부 부분(120)은 치수(104)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보호막(100)은 내부 부분(110)의 상부 위치와 각막에 피

팅되는 형태의 외부 부분(120)의 외부 경계 사이로 연장되는 새그 높이(sag height: 105)를 포함할 수 있다.
공막 커플링 부분(130)은 치수(103)를 가로지른 크기를 포함할 수 있다.
[0047]

치수(102), 치수(104), 치수(103), 치수(105) 및 치수 (105S)는 눈의 측정치를 기반으로 하여 눈에 크기 조절될
수 있다.

치수(103)는 약 1 내지 4 mm 범위내, 예를 들어, 약 1.5 내지 2mm 범위내의 거리를 가로질러 윤부로

부터 공막 커플링 부분의 외부 경계로 연장되는 공막의 환상 영역에 상응할 수 있다.

눈의 윤부의 크기는 예를

들어 치수(104)에 상응하도록 측정될 수 있고, 약 11 내지 13mm 범위내에 있을 수 있다.

치수(105)는 각막의

정점으로부터 윤부까지의 눈의 높이에 상응할 수 있고, 치수(150S)는 보호 커플의 외부 위치로부터 공막을 덮고
있는 결막까지의 새그 높이에 상응할 수 있다.
[0048]

치수(102)는 자연적인 각막의 내부 부위 또는 절제부를 가로지른 치수에 상응할 수 있다.

치수(102)는 보다 더

강성인 내부 부분(110)에 상응할 수 있으며, 절제 영역을 가로지른 치수보다 약 0.5 내지 약 2mm 작은 크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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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서, 연질의 덜 강성 외부 부분(120)이 절제부 및 상피 죽은조직제거부(epithelial debridement)의 가장
자리 근처의 눈과 접촉하게 할 수 있다.
[0049]

부분(130)의 곡률반경(R1C)은 눈에 피팅되도록 결정될 수 있고, 약 12mm +/- 3mm 범위 내 일 수 있다.

외부 부

분의 반경(R1B)은 약 +/- 0.5mm 범위내, 예를 들어, 약 +/- 0.25mm 범위 내에서 피팅될 수 있다.
[0050]

보호막(100)의 치수는 많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 각막 및 공막의 지형 측정으로 결정될 수 있다.
및 공막 지형은 많은 장치, 예를 들어, 제조원[ Bausch and Lomb]으로부터 시판되는 Orbscan
제조원(Oculus)으로부터 시판되는 Pentacam

TM

TM

상기 각막

지형 시스템, 및

쉐임프플러그(Scheimpflug) 카메라 시스템으로 측정될 수 있다.

절제 특징은 지형과 조합하여 눈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0051]

보호막(100)의 치수는 임상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관용성을 기반으로 하여 각막 및 공막 중 하나 이상에 대해서
크기 측정될 수 있다.

[0052]

외부 부분(120) 및 공막 커플링 부분(130)은 하이드로겔 물질, 예를 들어, 실리콘 하이드로겔 물질을 포함할 수
있고, 내부 부분(110)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강성 물질(110M), 예를 들어, 제 1 물질(110M1)의 제 1 층
(100L1)과 제 3 물질(110M3)의 제 3 층(100L3) 사이의 제 2 층(100L2) 및 제2

[0053]

물질(110M2)을 포함할 수 있다.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보호막의 부분들, 예를 들어, 내부 부분 및 외부 부분은 제 1 부분을 제 2 부분과 연
결시키는 연결부를 포함할 수 있고, 그러한 연결부는 본원에서 기재된 바와 같은 모듈러스를 지닐 수 있다.

상

기 보호막은 적어도 약 5psi*mm2의 렌즈 연결 강도를 갖는 외부 렌즈 연결부에 커플링된 적어도 약 2 psi*mm2의
중심 강도를 갖는 중심 렌즈부를 갖는 콘택트 렌즈를 포함할 수 있다.
[0054]

도 1ah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라서 곡선 부분의 경계에서 릿지를 억제하도록 정렬된 곡선 프로파일의 슬로프
로 공막에 피팅되도록 하는 3중 곡선 프로파일을 지니는 보호막(100)을 도시하고 있다.
성분((100A)을 포함하고, 외부 부분(120)은 커플링 구성요소(100B)을 포함한다.

내부 부분(110)은 광학

커플링 구성요소(100B)은 광학

성분의 개선된 편리 및 지지를 위해서 광학 성분(100A) 아래에서 연장되는 얇은 물질 층(120M)을 포함할 수 있
다.

커플링 구성요소(100B)을 포함하는 외부 부분(120)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천공(100F)을 포함할 수 있

다.

내부 부분(120)은 하부 표면을 따른 제 1 반경(R1) 및 상부 표면을 따른 제 1 전방 반경(R1A)을 포함한다.

외부 부분(120)은 치수(102)에 상응하는 경계에서 제 1 반경(R1A)으로 정렬된 제 2 반경(R1B)을 지니는 내부 부
분에 커플링된다.

외부 부분(120)은 전방 표면을 따라서 연장되는 제 2 전방 반경(R1BA)을 지닌다.

각막과 접

촉되도록 하부 표면을 따른 제 2 반경(R1B)을 포함하는 외부 부분(120)은, 예를 들어, 치수(104)에 상응하는 경
계를 따라서, 눈의 윤부에 상응하는 위치에서 공막 커플링 부분(130)에 커플링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체예와

관련된 연구는 각막 접촉 부분의 경계와 공막 커플링 부분 근처에서의 릿지의 형성이 이상적일 수 있는 것 이상
으로 다소 상피 세포 이동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릿지 형성을 억제하기 위한 곡선 프로파일의 정렬이 윤부 상
의 평활한 전이를 제공할 수 있고, 윤부에 대한 기계적인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막 접촉 부

분(130)은 전방 곡률반경(R1CA)을 지니는 상부 표면을 포함한다.
[0055]

내부 부분(110)은 절제된 눈 또는 비-절제된 눈에 피팅되도록 굴곡될 수 있다.

공막 커플링 부분의 모듈러스

및 두께는 편리하게 눈에 피팅되도록 그리고 내부 부분(120)의 운동에 견디도록 많은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공막의 커플링 부분(130)의 모듈러스는 약 5MPa 이하일 수 있고, 두께는 약 200㎛ 이하, 예를 들어, 100㎛ 이하
이어서, 편안하게 신장되며 공막 상에 위치되는 때에 내부 부분의 운동에 견일 수 있다.
[0056]

공막 커플링 부분(130)의 치수(103)는 약 1 내지 4mm 범위내 거리를 가로질러 윤부로부터

공막 커플링 부분의

외부 경계까지 연장되는 공막의 환상 부위에 상응하여, 치수(103)가 약 12mm 내지 약 16mm, 예를 들어, 약 14mm
내지 약 16일 수 있게 한다.
[0057]

부분(130)의 곡률반경(R1C), 두께 및 모듈러스는 편안함과 함께 내부 부분(110)의 이동에 견디도록 눈에 피팅되
게 구성될 수 있다.

곡률반경(R1C)은 공막 및 결막의 곡률반경 미만의 크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곡률반경

(R1C)은 약 10mm 이하, 예를 들어, 눈의 공막 부분의 곡률이 예를 들어, 적어도 약 12mm인 경우 약 9mm 이하일
수 있다.

∧

제3의 상대적 강직도는 약 4E-5 Pa*m 3 이하이어서 편안함을 위해 실질적으로 신장하고 외부 부분이

공막 상에 위치되는 경우 내부 부분의 이동에 저항할 수 있다.
[0058]

곡률반경(R1C)을 지니는 공막 커플링 부분의 두께는 예를 들어, 약 100㎛로부터 테이퍼링된 엣지의 두께에 이르
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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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9]

도 1ai는, 윤부에 대한 압력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반경(R1C)을 포함하는 공막 커플링 부분(130)의 하
부 표면의 슬로프와의 제 2 반경(R1B)을 포함하는 각막 접촉 부분의 하부 표면의 슬로프의 정렬을 도시하고 있
다.

제 2 반경(R1B)에 상응하는 제 제 슬로프가 높이(R1BY)와 길이(R1BX)에 의해서 주어져 있고, 제 3 반경

(R1C)에 상응하는 제 3 슬로프가 높이(R1CY)와 길이(R1CX)에 의해서 주어져 있
[0060]

도 1je에서와 같은 공막 및 연마된 각막에 조립되는 3중 곡선 프로필을 갖는 보호막의 테이퍼링된 엣지를 도시
한다. 제3 부분 130은 챔퍼 120FE까지 거리 120FW 거리를 연장하는 협소해지는 테이퍼를 갖는 플랜지 120F를 포
함할 수 있다. 챔퍼 120FE는 제1의 볼록한 곡선 하부 표면이 제2의 볼록한 곡선 상부 표면과 연결되는 외부 테
두리를 따라 한정될 수 있다. 상기 외부 테두리를 따르는 상기 볼록 표면은 상기 보호막이 결막을 따라 슬라이
딩되도록 하고 협소해지는 테이퍼는 보호막의 제3 부분이 실질적으로 신장하여 편안함에 대해 감소된 내성을 갖
는 공막 및 결막에 커플링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윤부에 상응하는 위치에서 형성되지 않게 한다.
수 있다.

제 2 슬로프는 제 3 슬로프와 정렬되어 실질적인 릿지가

예를 들어, 제 1 슬로프는 제 2 슬로프와 실질적으로 동일할

내부 부분(110)의 슬로프는 유사한 방식으로 치수(102)에 상응하는 위치에서 제 2 부분(120)의 슬로

프와 정렬될 수 있다.
[0061]

도 1aj는 공막 및 각막에 피팅되도록 3중 곡선 프로파일을 지니는 도 1ag의 보호막의 테이퍼링된 에지를 도시하
고 있다.

공막 커플링 부분(130)은 거리(120FW)로 챔퍼(chamfer: 120FE)로 연장되는 좁아지는 테이퍼

(narrowing taper)를 지니는 플랜지(flange: 120F)를 포함할 수 있다.

챔퍼(120FE)는 외부 림을 따라서 한정

될 수 있으며, 그러한 림에서, 제 1 볼록 곡선 하부 표면이 제 2 볼록 곡선 상부 표면과 연결된다.

외부 립을

따른 볼록 표면은 보호막이 결막을 따라서 활주하게 하고, 좁아지는 테이퍼는 보호막의 공막 커플링 부분이 실
질적으로 신장되고 편안함을 위한 감소된 저항으로 공막 및 결막에 커플링되게 한다.
[0062]

보호막(100)의 치수는 많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 각막 및 공막의 하나 이상의 형상 측정(topography
measurement) 또는 단층촬영 측정(tomography measurement)으로 측정될 수 있다.
(topography)은, 예를 들어, 제조원(Bausch and Lomb)으로부터 시판되는 Orbscan
(Oculus)로부터 시판되는 Pentacam

TM

TM

상기 각막 및 공막 형상
단층촬영 시스템 및 제조원

쉐임플러그 카메라 시스템과 같은 많은 장치로 측정될 수 있다.

단층촬영

은, 예를 들어, 제이스/험프레이(Zeiss/Humphrey)로부터 시판되는 광학적 밀착 단층촬영(이하, OCT)으로, 윤부
와 결막의 새그 높이를 측정하도록 OCT로 측정될 수 있다.

절제 특징은 단층촬영과 조합하여 눈의 모양을 결정

할 수 있다.
[0063]

도 1ak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라 곡선 부분의 경계에서 융기부를 억제하기 위해 정렬된 곡선 프로파일의 슬로
프와 함께 각막, 윤부 및 공막에 피팅되도록 다중 곡선 프로파일을 지니는 보호막(100)의 평면도를 도시한다.
보호막(100)은 시력 보정을 위해 천공(100F) 및 광학 성분(100A), 및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눈물 액체를 펌
핑할 수 있는 외부 커플링 구성요소(100B)을 포함한다.

[0064]

도 1al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각막, 윤부 및 공막에 커플링되는 상응하는 곡선 부분을 갖는 도 2ak의 보호
막의 측단면도를 도시한다.

[0065]

내부 부분(110)은 물질(110M)을 포함할 수 있는 광학 성분(100A)을 포함한다.
(120M)을 포함할 수 있는 커플링 구성요소(100B)을 포함한다.
따라 외부 부분에 커플링된다.

외부 부분(120)은 외부 물질

내부 부분(110)은 치수(102)에 상응하는 경계를

내부 부분(110)의 하부 표면은 제 1 반경(R1)에 상응하는 모양 특징을 갖는다.

외부 부분(120)은 제 1 외부 곡률반경(R1B1)을 지니는 내부 부분에 커플링되어, 슬로프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치수(102)에 상응하는 위치에서 정렬되게 한다.
는 제 2 외부 곡률반경(R1B2)을 포함한다.

외부 부분(120)은 제 1 외부 곡률반경(R1B1)에 커플링되

제 1 외부 곡률반경(R1B1)은 치수(104A)에 상응하는 위치에서 본원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렬된 슬로프로 제 2 외부 곡률반경(R1B2)에 커플링된다.
곡률반경(R1B2)에 커플링되는 제 3 외부 곡률반경(R1B3)을 포함한다.

외부 부분(120)은 제 2 외부

제 2 외부 곡률반경(R1B2)은 치수(104B)

에 상응하는 위치에서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렬된 슬로프로 제 3 외부 곡률반경(R1B3)에 커플링된다.
[0066]

제 1 외부 곡률반경(R1B1), 제 2 외부 곡률반경(R1B2) 및 제 3 외부 곡률반경(R1B3)은 환자 집단으로부터 결정
된 값을 포함할 수 있다.

제 1 곡률반경(R1)은 환자 집단을 기준으로 결정된 값을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으

로 또는 조합적으로, 제 1 곡률반경(R1)은 절제 후 특징에 상응할 수 있다.
[0067]

제 1 외부 곡률반경(R1B1), 제 2 외부 곡률반경(R1B2) 및 제 3 외부 곡률반경(R1B3)은 원뿔 표면과 같은 비구형
표면과 조합되거나 이로 대체될 수 있다. 원뿔 표면은 제 1 외부 곡률반경(R1B1), 제 2 외부 곡률반경(R1B2) 및
제 3 외부 곡률반경(R1B3)에 따라 결정되어 상기 원뿔 표면은 환자 집단으로부터 결정된 값에 상응하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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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0068]

상기 공막 커플링 부분(130)은 제 1 공막 커플링 곡률반경(R1C1)을 포함하는 하부 부분 및 제 2 공막 커플링 곡
률반경(R1C2)를 갖는 제 2 공막 커플링 부분을 가질 수 있다.

반경(R1C1)을 포함하는 제 1 공막 커플링 부분은

치수(104)에 상응하는 위치에서 제 3 반경(R1B3)에 정렬될 수 있다.

반경(R1C2)를 포함하는 제2 공막 커플링

부분은 테이퍼링 플랜지(120F)의 내부 경계에 상응하는 치수(120FW)에 상응하는 위치에서 반경(R1C1)을 갖는 제
1 공막 커플링 부분에 정렬될 수 있다.
[0069]

도 1am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상부 표면의 상응하는 곡선 부분을 갖는 도 2ak의 보호막의 측단면도를 도시
한다.

상부 표면은 내부 전방 곡률반경( R1A), 제 1 외부 전방 곡률반경(R1B1A), 제 2 외부 전방 곡률반경

(R1B2A)을 포함할 수 있다.

공막 커플링 부분(130)은 제 1 전방 곡률반경(R1C1A) 및 제 2 전방 커플링 곡률반

경(R1C2A)를 포함할 수 있다.
[0070]

도 1an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도 1ak의 보호막의 테이퍼링된 엣지를 도시한다.

[0071]

도 1ao는 균질 물질로 성형된 보호막을 포함하는 치료용 보호막(100)으로서, 외부 부분이 각막에 순응하도록 구
성된 두께를 포함하고, 내부 부분(110)이 상피 및 각막을 평활화시키도록 구성된 두께를 포함하는 보호막을 도
시하고 있다.
한다.

내부부분(110)은 광학 성분(100A)을 포함하고, 외부 부분(120)은 커플링 구성요소(100B)을 포함

내부 부분(110)은 약 300 마이크론 이하, 예를 들어, 약 200 마이크론 이하의 두께를 포함할 수 있다.

많은 물질이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용될 수 있으며, 보호막은 하나 이상의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막은 약 0.1% 내지 약 10% 범위, 예를 들어, 약 1% 이하의 물 함량 및 약 5 내지 약 90의 범위, 예를
들어, 약 40 내지 약 85의 범위내에서 경도 쇼어 A 경도계 파라미터를 갖는 실리콘과 같은 물질의 단일 조각을
포함할 수 있다.
[0072]

도 1ap는 내부 두께 및 내부 물질(110M)을 포함하는 내부 부분(110)을 갖고 외부 두께 및 외부 물질(120M)을 포
함하는 외부 부분(120)을 갖는 보호막(100)으로서, 내부 두께가 외부 두께보다 큰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상

기 내부 물질(110M)은 많은 물질을 포함할 수 있고 광학적으로 투명한 실리콘, 예를 들어, 수지를 갖는 실리콘
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내부 물질은 내부 부분 주변에 형성된 외부 부분(120)과 함께 주형에 위치한 실리콘

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내부 부분은 외부 부분과 유사한 경도를 포함할 수 있다.

질(120M)은 내부 부분과 유사한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외부 부분(120)의 외부 물

예를 들어, 상기 외부 물질(120M)은 실리콘을 포함할

수 있고 내부 물질(110M)도 실리콘을 포함할 수 있다.

내부 및 외부 부분상에서 유사 물질의 이러한 사용은 외

부 부분에 대한 내부 부분의 접착을 개선시킬 수 있다.

외부 물질(120M)은 내부 부분(110)을 따라, 예를 들어,

내부 부분 110의 하측면을 따라 연장되어 상기 내부 물질(110M)이 외부 물질(120M)의 포켓에 유지되게 할 수 있
다.

대안적으로, 상기 내부 물질(110M)은 실질적으로 내부 부분(110)의 두께를 가로질러 연장될 수 있어 외부

물질(120M)이 실질적으로 환상 모양을 포함하고, 내부 물질(110M)이 환상 모양 내에 배치되고, 존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상부 표면 코팅으로부터 하부 표면 코팅까지 연장되는 디스크 모양 부분을 포함한다.
[0073]

도 1aq는 내부 두께 및 내부 물질(110M)을 포함하는 내부 부분(110)을 갖고 외부 두께 및 외부 물질(120M)을 포
함하는 외부 부분(120)을 갖는 보호막(100)으로서, 내부 두께가 외부 두께보다 크고 외부 물질(120M)이 내부 물
질(110M) 둘레에 연장되어 있는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부분(120)은 커플링 구성요소(100B)를 포함한다.
곡선 보호막을 포함할 수 있다.

내부 부분(110)은 광학 성분(100A)를 포함하고 외부

보호막(100)은 적어도 제 2 반경(R1B)을 지니는 적어도 이중

내부 부분(110M)은 세 개의 물질층, 즉, 제 1 물질(110M1)의 제 1 층(110L1),

제 2 물질(110M2)의 제 2 층(110L2) 및 제 3 물질(110M3)의 제 3 층(110L3)을 포함할 수 있다.

제 2 물질

(110M2)은 강성 물질, 예를 들어, 강성 가스 투과성 물질, 강성 실리콘, 또는 강성 실리콘 아크릴레이트 중 하
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제 1 물질(110M1) 및 제 3 물질(110M3)은 연성 물질, 예를 들어, 연성 탄성체 또는

연성 하이드로겔, 예를 들어, 연성의 광학적으로 투명한 실리콘 또는 연성 실리콘 하이드로겔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제 1 물질, 제 3 물질 및 외부 물질(120M)은 유사한 물질을 포함하여 강성 물질(110M2)의 제

2 층이 제 1 연성 물질(110M1), 제 3 연성 물질(110M3)로 그리고 주변 상에서는 연성 외부 물질(120M)로 캡슐화
될 수 있다.

많은 구체예에서, 상기 제 2 강성 물질(110M2)은 제 1 물질(110M1), 제 3 물질(110M3) 및 외부

물질(120M)의 각각과 유사한 물질을 포함하여(예를 들어, 이들 각각은 실리콘을 포함할 수 있다), 보호막(100)
의 상응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실리콘 탄성체 물질과 유사한 실리콘과 함께 결합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구체

예에서, 보호막(100)은 모울드 내에 위치되어 제 1 물질(110M1), 제 3 물질(110M3) 및 외부 물질(120M)을 포함
하는 물질의 단일 조각내에 캡슐화되는 강성 제 2 물질(110M2)과 함께 모울드 내에서 형성되어서, 제 1 물질
(110M1), 제 3 물질(110M3) 및 외부 물질(120M)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물질, 예를 들어, 실리콘 탄성체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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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수 있다.

강성 제 2 물질(110M2)은 제 1 물질(110M1), 제 3 물질(110M3) 및 외부 물질(120M)의 각각에,

예를 들어, 경화에 의해서, 결합된 실리콘을 포함하여, 제 1 물질(110M1), 제 3 물질(110M3) 및 외부 물질
(120M)이 강성 실리콘을 포함하는 제 2 물질(110M2)에 결합된 동일한 연성 실리콘 물질을 포함하게 할 수 있다.
[0074]

연성 물질(120M)로 구성된 연성 외부 부분(120), 연성 물질(110M1)로 구성된 제 1 층(100L1) 및 연성 물질
(120M3)로 구성된 제 3 층(100L3)을 포함하는 연성 물질이 환자에 개선된 편안함 및 치유를 제공할 수 있고, 본
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천공(100F) 및 공막 커플링 구성요소(130) 및 주변 부분(120P) 및 플랜지(120F)와 조합
되는 때에 보호막이 눈에 착용될 수 있는 시간의 양을 연장시킬 수 있다.

연성 물질은 강성 물질(110M2)을 포

함하는 강성 부분이 환자의 시력을 보정하는 하는 때에 눈의 조직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순응하도록 굴절되거나
휘어지거나 요면화될 수 있다.

내부 부분(110)을 가로지르는 치수(102)는 실질적으로 눈의 입사 동공 또는 절

제 영역 중 하나 이상을 실질적으로 덮는 크기일 수 있다.

절제된 눈의 경우에, 치수(102)는 절제 치수, 예컨

대, 절제 직경 20D 보다 약간 작은 크기일 수 있어서, 내부 부분(110M)이 강성 물질(110M2)의 층에 의해서 시력
을 보정하는 경우에 상피가 안쪽으로 성장할 수 있고 강성 물질(120M2)로부터 실질적인 붕괴 없이 연성 제 1 물
질(110M1)의 층(100L1)과 접촉할 수 있게 한다.
이동할 수 있다.

눈꺼풀이 또한 개선된 편안함을 위해 제 3 층(100L3) 상에서

연성 제1 물질(110M1) 및 연성 제 3 물질(110M3)은, 예를 들어, 연성 탄성체 또는 연성 하이

드로겔을 포함할 수 있고 각각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하여 강성 제 2 물질(110M2)의 제 2 층(100L2)를 캡슐화할
수 있다.
[0075]

연성 물질(120M)로 구성된 연성 외부 부분(120), 연성 물질(110M1)로 구성된 제 1 층(100L1) 및 연성 물질
(110M3)로 구성된 제 3 층(100L3)을 포함하는 연성 물질은 약 1 내지 20MPa 범위, 예를 들어, 약 1 내지 5MPa
의 범위의 모듈러스를 가질 수 있다.

[0076]

제 2 층(100L2)의 물질 내부 물질(120M 및 110M2)는 예를 들어, 하기 표 A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약 5 내지 약 35
이상의 범위의 모듈러스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질(120M)이 실리콘 탄성체를 포함하거나 물질(110M2)의

층(100L2)이 실리콘 탄성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모듈러스는 약 5 내지 약 35MPa의 범위, 예를 들어, 약 20
내지 약 35MPa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
[0077]

보호막(100)의 층은 눈(2) 위에 위치하는 경우 치료학적 이득을 제공하도록 하는 치수를 포함할 수 있다.

층

(100L1)의 두께는 예를 들어 약 5 내지 50㎛ 범위, 예를 들어, 약 10㎛ 내지 30㎛ 범위 내에 있어서, 상기 층
(100L1)이 렌즈를 수용하기 위한 연성의 적어도 부분적으로 순응성인 물질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중간 층

(100L2)은, 예를 들어, 약 20㎛ 내지 약 150㎛일 수 있고 물질(110M2)은 제1 층(100L1)의 제 1 물질(110M1)보
다 큰 모듈러스를 가질 수 있어 중간층이 굴절되는 경우 눈의 상피를 굴절시킬 수 있다.

제 3 층(100L3)은 약

5㎛ 내지 50㎛ 범위내, 예를 들어, 약 10㎛ 내지 약 30㎛ 범위 내일 수 있고 보호막(100)의 내부 부분(110) 내
에 제 2 층을 보유하도록 제 2 층(100L2)을 덮을 수 있다.
[0078]

치료학적 보호막(100)은 제 1 내부 물질(110M) 및 제 2 외부 물질(120M)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외부 부분
(120)은 탄성적으로 신장되고 각막의 상피 또는 결막 중 하나 이상에 순응하도록 구성된 경도를 포함하고, 상기
내부 부분(110)은 각막을 평활화시켜서 광학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제 2 경도를 포함한다.
질(120M)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많은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도는 약 5 내지 약 90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

상기 외부 물

내부 부분 및 외부 부분 각각의 쇼어 A 경

예를 들어, 외부 물질(120M)은 약 20 내지 약 50, 예를

들어, 약 20 내지 약 40의 경도 쇼어 A 경도계 파라미터를 갖는 실리콘을 포함할 수 있고, 상기 내부 물질
(110M)은 약 40 내지 약 90, 예를 들어, 약 50 내지 약 90의 경도 경도계 파라미터를 갖는 실리콘을 포함할 수
있다.

외부 부분은 주변부(120P)를 포함하고 상기 주변부는, 예를 들어, 보호막의 기저 반경이 각막보다 작은

경우에, 상피와의 밀봉을 형성하도록 상피에 근접하도록 하는 주변 및 원주 엣지 구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주변 및 원주 엣지 구조는 많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 주변부로 연장하는 엣지 부분의 테이퍼, 주변부로 연장하
는 엣지 부분의 베벨 또는 주변부로 연장하는 엣지 부분의 챔퍼와 함께, 상피에 근접하도록 주변부 둘레로 연장
하는 엣지를 한정하도록 성형될 수 있다.

내부 부분(110)은 내부 두께 및 내부 물질(110M)을 포함할 수 있고

외부 부분(120)은 외부 두께 및 외부 물질(120M)을 포함할 수 있고, 여기서, 상기 내부 두께는 실질적으로 외부
두께와 유사하다.
[0079]

상피에 근접해 있는 주변 엣지 구조는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많은 형태의 내부 부분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내부 부분은 각막 및 상부 경성 광학 표면과 접촉하고 이를 평활화하도록 하기 위해 하부 경성
표면을 갖는 RGP 렌즈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순응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상기 내부 부분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막에

상기 외부 부분은 스커트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 스커트는 각막에 근접하여 이를 밀봉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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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엣지 구조, 예를 들어, 챔퍼를 포함할 수 있다.

엣지 구조를 포함하는 외부 부분의 강직도는 본원에 기재

된 바와 같은 경도 및 두께 중 하나 이상으로 각막을 밀봉시키도록 결정될 수 있다.
[0080]

도 1ar은 보호막의 후방 표면상에 하이드로겔 물질의 층을 갖는 도 1ac 내지 도 1an 중 하나 이상에서와 같은
보호막을 도시한다.

상기 보호막 100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보호막의 적어도 상부 측면 상에 배치된 습윤

성 표면 코팅(134)을 포함할 수 있다.

하이드로겔 물질의 층은 하이드로겔 물질(110MHG) 층의 내부 부분 및 하

이드로겔 물질(120MHG) 층의 외부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드로겔 물질이 상기 천공에 커플링될 수 있다.
있다.

하이드로겔 물질의 층은 천공으로 연장되어 상기 하

상기 하이드로겔 물질은 많은 방식으로 천공에 커플링될 수

예를 들어, 하이드로겔 물질 층은 천공을 덮을 수 있거나 천공(100F)이 하이드로겔 물질을 통해 연장될

수 있다.

하이드로겔 물질 층을 통해 연장하는 천공(1OOF)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액체 눈물의 펌핑을 촉

진시킬 수 있다.

대안적으로 또는 조합적으로, 천공(100F)을 하이드로겔 층에 커플링시키기 위한 천공(100F)의

후방 표면을 덮는 하이드로겔 물질 층이, 예를 들어, 각막의 중심부를 향해 하이드로겔 층을 따른 치료학적 제
제의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상기 하이드로겔은 보호막의 굴절가능한 부분을 따라 연장하여 하이드로겔 층

상에 적어도 일부 압력을 가하여 예를 들어, 환자가 깜박거리는 경우, 하이드로겔 층을 따라 눈물 액체 또는 치
료학적 제제중 하나 이상의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0081]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하이드로겔 층은 상피의 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고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광학 성분
아래에서 상피 재생을 촉진시키도록 절제부 상에서 재생하는 상피와 접촉하는 연성 표면을 제공할 수 있고, 상
기 광학 성분은 변형에 저항할 수 있어 상피를 보호하고 상피의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0082]

상기 하이드로겔 물질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하이드로겔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하부 표면

을 따라 연장하는 하이드로겔 물질은 눈위에 위치하는 경우 보호막의 편안함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이드로겔

물질은 약 1㎛ 내지 약 100㎛, 예를 들어, 약 2㎛ 내지 약 50㎛의 범위 및 많은 구체예에서 약 5㎛ 내지 약 20
㎛의 범위의 실질적으로 균일한 두께를 포함할 수 있다.

후방 표면을 따라 연장하는 하이드로겔 물질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물질들(110M, 110M1, 110M2, 110M3 또는 120M) 중 하나 이상과 조합된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
은 하이드로겔 물질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질들(110M, 110M1, 110M2, 110M3 또는

120M) 중 하나 이상은 실록산을 포함하는 실리콘 탄성체와 같은 실리콘을 포함할 수 있고, 상기 하이드로겔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물질과 같은 하이드로겔을 포함할 수 있다.
[0083]

도 1as은 보호막을 가로질러 최대 거리보다 짧게 연장되는 보호막의 후방 표면 상에 하이드로겔 물질의 층을 지
녀서 눈에 위치되는 때에 보호막의 단부가 하이드로겔 층과 이격되어 눈의 상피와 맞물리고 보호막의 운동을 억
제하도록 구성되는 도 1ac 내지 도 1an 중 하나 이상에서와 같은 보호막을 도시한다.

많은 구체예에서, 물질

(120M)이 눈의 표면, 예를 들어 상피에 커플링되어 보호막의 운동을 억제할 수 있다.

물질(120M)은 실리콘과

같은 점성의 소수성 물질을 포함하여 상피와 맞물려 운동을 억제시킬 수 있고, 상기 물질(120M)은 본원에 기재
된 바와 같은 하나 이상의 코팅, 예를 들어, 증착에 의한 코팅으로 코팅될 수 있다.
방식으로 천공에 커플링될 수 있다.

하이드로겔 물질은 많은

예를 들어, 하이드로겔 물질 층은 천공을 덮을 수 있거나 상기 천공(100

F)이 하이드로겔 물질을 통해 연장될 수 있다.
[0084]

도 1at는 보호막을 후방 표면 상에 하이드로겔 물질(120MHG)의 환상 층을 지녀서 눈에 위치되는 때에 보호막의
내부 부분이 하이드로겔 층으로부터 이격된 각막과 접촉되고 보호막의 외부 부분이 보호막으로부터 이격된 각막
과 접촉되는 도 1ac 내지 도 1an 중 하나 이상에서와 같은 보호막(100)을 도시한다.

본 발명의 구체예와 관련

된 연구는 환상 하이드로겔 층이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부 물질(110M1)의 후방 표면을 따라 상피의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물질(110M1)의 하부 표면은 예를 들어, 하이드로겔 보다 작은 두께를 갖는 물
질로 코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0085]

도 1au는 도 1ah에서와 같은 곡선 부분의 경계에서 융기부를 억제하도록 정렬된 곡선 프로파일의 슬로프를 갖는
공막에 피팅되기 위한 3중 곡선 프로파일을 갖고 하부 표면상에 하이드로겔 물질(120MHG)의 층을 갖는 보호막을
도시한다.

하이드로겔 물질(120M)은 실질적으로 보호막의 후방 표면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보호막은 눈, 예

를 들어, 각막 상피 또는 결막 상피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는 눈의 상피와 맞물리게 하기 위해 하이드로
겔이 없는 보호막의 일부를 제공하도록 보호막을 가로지르는 거리 보다 짧은 거리로 하부 표면을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보호막은 실질적으로 보호막을 가로지르는 거리에 상응하는 보호막의 후방 표면을 따라

실질적으로 연장하여 눈과 맞물리는 보호막의 외부 부분 상에 하이드로겔 피막을 제공할 수 있다.
[0086]

도 1av는 도 1ak에서와 같이 곡선 부분의 경계에서 융기부를 억제하도록 정렬된 곡선 프로필의 슬로프로 각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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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부 및 공막에 피팅되기 위한 3중 곡선 프로필을 갖고 하이드로겔 물질로부터 이격되어 결막을 보호막과 맞물
리게 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가로지르는 최대 거리 미만으로 연장하는 하부 표면상의 하이드로겔 물질을 갖는 보
호막의 평면도를 도시한다.

대안적으로, 보호막은 실질적으로 보호막을 가로지르는 거리에 상응하는 보호막의

후방 표면을 따라 연장되어 눈과 맞물리는 보호막의 외부 부분 상에 하이드로겔 피막을 제공할 수 있다.

하이

드로겔 피막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하부 표면을 따라 연장하는 환형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0087]

도 1aw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라 보호막(100)의 후방 표면을 따라서 연장하는 하이드로겔 물질(29MHG)의 층
으로 덮힌 후방 말단(100FPE)를 갖는 천공(100F)을 도시한다.

[0088]

도 1ax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라 보호막(100)의 후방 표면을 따라서 연장하는 하이드로겔 물질(120MHG)의 층
을 통해 연장하는 천공(100F)를 도시한다.

[0089]

도 1ay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라, 보호막의 하부 표면을 따라서 천공(100F)로부터 방사상 외향으로 연장하는
채널(100FC)을 포함하는 보호막을 도시한다.

[0090]

도 1az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라, 보호막의 하부 표면을 따라서 천공(100F)로부터 방사상 내향으로 연장하는
채널(100FC)을 포함하는 보호막을 도시한다.

[0091]

도 1ba는 부하량에 응답하여 렌즈의 일부의 휘어짐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장치(190)을 도시한다.

본원에 기재

된 바와 같는 보호막 및 복합 층의 부하 휘어짐은 보호막 및 상응하는 펌핑의 휘어짐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체예와 관련된 연구는 상피와 접촉하는 내부 보호막 또는 외부 보호막 중 하나 이상이

눈의 깜박거림이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보호막 아래로부터 눈물 액체를 강제하도록 하는 탄성 변형에 의해서
보호막을 충분히 휘어지게 하는 강성을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절제된 각막을 덮고 본원에 기

재된 바와 같이 펌핑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보호막의 내부 부분(120)이 또한 눈물 액체를 펌핑하면서 시력 교정
을 제공하도록 자연적인 비절제된 각막을 덮기에 매우 적합하다.

외부 부분(120)은 눈이 깜박일 때 휘어지고

콘택트 렌즈와 같은 보호막 아래의 눈물 액체를 펌핑할 수 있는 탄성 변형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강성을 포함할 수 있다.
[0092]

시험 장치(190)는 구멍(192)을 갖는 강성 지지부를 포함하여 구멍(192)을 통한 보호막(100)의 휘어짐이 측정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구멍(192)은 부하(196)에 응답하여 내부 부분(110)의 휘어짐(110D)을 측정하기 위해 내부

부분(110)을 가로지른 치수보다 작은 크기일 수 있는 횡단 치수(194)를 갖는다.
예를 들어, 거리를 포함할 수 있다.

휘어짐(110D)은 최대 휘어짐,

부하(196)는 점 부하 또는 직경(104)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해 분포된

부하, 예를 들어, 보호막의 하부 측면 상의 가스 또는 액체 기원의 압력을 포함할 수 있다.

보호막은 눈에 위

치하기 전의 보호막의 형태에 상응하는 제 1 형태(C1)을 포함할 수 있고 상기 보호막은 눈 위에 위치되는 경우
제 2 형태(C2)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보호막(100)이 실질적으로 시력을 파괴하는 것 없이 상피를 평활시키기 위
해 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보호막(100)을 휘게하기 위한 힘 및/또는 압력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막은 약간 휘어져 약 1 또는 2 라인의 시력 이하로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게 하고 보호막이 상피를 평활화
시킬 수 있고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환경(100E)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0093]

보호막의 모듈러스 및 두께를 사용하여 보호막(100)의 상대적 경도의 양, 일정 거리를 따라 보호막(100)을 휘게
하는 상응하는 힘의 양 및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휘어진 보호막으로 상피를 평활화시키기 위한 상응하는 압
력의 양을 결정할 수 있다.

[0094]

상대적 경도의 양은 두께의 세제곱을 곱한 모듈러스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휘어진 범위의 6 제곱, 모듈러스 및 두께의 세제곱에 상응한다.

휘어짐의 양은 보호막을 거쳐

휘어짐에 대한 범위의 대체적인 4차 관계는 본

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보호막이 약 4 내지 6mm 범위내 연마 프로필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순응하여, 예를 들어,
약 3mm 이하의 직경을 갖는 불규칙성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한다.
[0095]

상기 휘어짐은 하기의 방정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0096]

휘어짐

[0097]

상기 어림셈은,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균일한 두께의 내부 부분을 갖는 보호막(100)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

∧

∧

(상수)*(부하*범위 4)/(모듈러스*두께 3)

유용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균일한 두께는 약 +/- 25% 범위내, 예를 들어, 약 +/- 10% 범위내로 균일한 두께

를 포함하여 상기 보호막이 실질적으로 적어도 절제 영역이 표면적의 대부분에 순응할 수 있고 많아야 절제 영
역의 표면적의 소수 부분에 상응하는 작은 부분의 절제 영역 상에서 불규칙성을 억제할 수 있게 한다.

많은 구

체예에서, 보호막은 적어도 약 4mm의 직경을 갖는 영역 상에서 순응하고 약 4mm 이하의 직경을 갖는 영역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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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규칙성을 억제하고, 예를 들어, 약 3mm 이하의 영역에 대해 불규칙성을 덜 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방정식을 기준으로, 상기 휘어짐은 범위의 4 제곱과 관련되어, 상응하는 부하의 경우에, 2mm의 범위는 4mm
범위의 휘어짐의 약 16분의 1을 가질 것이다.
짐을 가질 것이다.
킬 수 있다.

유사하게, 3mm 범위는 6mm 범위의 휘어짐의 약 16분의 1인 휘어

휘어짐은 두께의 세제곱과 관련되기 때문에, 두께를 2배 하면 약 8인자로 휘어짐을 감소시

상기 어림셈은 임상 시험과 조합하여 본원에 기재된 구체예에 따른 혼입에 적합한 두께 및 모듈을

결정할 수 있다.
[0098]

실질적으로 균일한 두께를 갖는 물질의 지지되지 않는 환형 범위의 휘어짐에 대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0099]
[0100]

상기 식에서,

[0101]

W는 표면상에서 고르게 분포된 부하량, 압력(Pa)이고,

[0102]

R은 지지되지 않은 물질의 범위(m)이고,

[0103]

E는 영 모듈러스(Young's Modulus) (Pa)이고,

[0104]

t는 두께(m)이고,

[0105]

v는 포이손 비율(단위 없음, 물질 중에 일정한 것으로 추정됨)이고,

[0106]

y는 휘어짐(m)이다.

[0107]

휘어짐에 대한 방정식은 문헌[참조: Theory and Analysis of Elastic Plates, Junuthula Narasimha Reddy,
p.201 equation 5.3.43(1999)]에 기재되어 있다.

[0108]

상기 방정식은 실질적으로 편평한 표면에 대한 상대적인 경도를 기재하고 있지만, 상기 방정식은 곡선 표면에
근접할 수 있고 당업자는 본원에 기재된 교시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유한 요소 모델링을 사용하여 실험적으로
휘어짐 부하 및 상대적 경도를 결정할 수 있다.

[0109]

표 A1.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보호막의 내부 부분의 물질, 모듈러스, 두께, 상대적 경도 Dk
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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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0111]
[0112]

표 A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께가 약 50㎛인 엔플루포콘 또는 헥사포콘과 같은 RGP 물질은 상피 평활화에 적합
한 상대적 경도를 가질 수 있고 적어도 부분적으로 절제된 간질에 순응할 수 있다.

약 20MPa의 모듈러스 및 약

250㎛의 두께를 갖는 강성 실리콘은 약 2.4E-4의 상대적 경도를 제공하도록 약 50㎛의 두께 및 약 1900MPa의 모
듈러스를 갖는 RGP 물질과 유사한 부하 하에 상대적 경도 3E-4 및 휘어짐을 제공할 것이다.

표 A1에 나타낸 바

와 같은 시판되는 RGP 렌즈 물질은 보호막(100)을 제공하기 위해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구체예에 따라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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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본원에 기재된 교시를 기준으로, 당업자는 모듈러스 및 의도된 상대적 경도를 기준으로 보호막의

두께를 결정할 수 있다.
[0113]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임상 연구에 따른 구체예와 관련된 연구는 약 3E-4 (3xlO

-4

∧

Pa*m 3)의 상대적 경도를

갖는 보호막(100)의 내부 부분(110)이 시력을 개선시키고 적어도 부분적으로 눈에 순응하는데 효과적이어서 적
어도 일부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피팅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많은 눈들은 많은 보호막들로 측정되

∧

었고 본 발명의 구체예와 관련된 연구는 약 1E-4 내지 약 5E-4(Pa*m A3) 범위내 상대적 경도를 갖는 내부 부분
(110)이, 보호막이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절제부에 순응하고 상피를 평활화시킬 수 있도록 함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내부 부분(110)은 약 2E-4 내지 약 4E-4의 범위내 상대적 경도를 가질 수 있고 상기 눈은 보호막
(100)의 휘어짐을 기준으로 상응하게 피팅될 수 있다.
[0114]

상대적 경도는 눈 상의 보호막(100)의 휘어지는 양과 관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체예와 관련된 연구는 내부

부분(110)의 상대적 경도, 약 3E-4가 눈위에 위치하는 경우 약 +/- 2D로 휘어지게 하여 약 2 또는 3mm의 내부
직경이 평활화되는 경우 대략 5 또는 6mm의 절제 직경에 걸쳐 약 +/- 2D 내까지 절제부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함
을 지적한다.

약 1.5 E-4의 상대적 경도를 갖는 보호막(100)은 눈 상에 위치하는 경우 약 +/- 4D로 휘어지게

할 수 있어 약 2 또는 3mm의 내부 직경이 평활화되는 경우 대략 5 또는 6mm 직경에 걸쳐 약 +/- 4D 이내의 절제
부에 순응할 수 있다.
[0115]

보호막의 외부 부분은 각막의 외부 부분과 같은 눈의 외부 부분에 피팅되도록 하거나 결막 상에 위치하는 경우
공막에 피팅되도록 하기 위해 내부 부분 보다 적은 상대적 경도를 포함할 수 있다.

[0116]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보호막은 표 A1의 많은 보호막 중 2개 이상의 값내의 범위에 상응하는 상대적 경도,
∧

예를 들어, 약 2.50E-06 내지 약 6.41E-03(Pa*m 3) 범위내 상대적 경도, 및 예를 들어, 6.75E-05 내지 약
∧

5.47E-04(Pa*m 3) 범위내 2개 이상의 중간 값을 포함할 수 있다. 본원에 기재된 교시를 기준으로, 보호막은 약
∧

0.5E-3 내지 약 10E-3 (Pa*m 3)의 범위, 예를 들어, 약 1E-3 내지 약 6 E-3의 범위내와 같은 많은 범위 중 하
나 이상의 범위내에서 상대적 경도를 가질 수 있다.

본원에 기재된 교시를 기준으로, 당업자는 불규칙성을 평

활화시키고 절제 영역에 실질적으로 순응하도록 보호막(100)에 대한 내부 부분(110)의 상대적 경도에 상응하는
두께 및 모듈러스를 측정하기 위한 임상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0117]

표 A2. 표 1의 보호막에 대한 3, 4, 5 및 6 mm의 직경에서의 5㎛ 휘어짐에 대한 압력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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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0120]

표 A1 및 A2의 데이타는 5㎛ 거리의 3mm 영역을 휘어지게 하기 위한 압력이 5㎛ 거리에서 4mm 영역을 휘어지게
하기 위한 압력의 약 3배 일 수 있고 5㎛ 거리에서 6mm 영역을 휘어지게 하기 위한 압력의 약 15배일 수 있음을
도시한다.

∧

예를 들어, 약 3.13E-4 (Pa*m 3)의 상대적 경도의 경우에, 5㎛ 휘어짐 압력은 각각 3, 4, 5 및 6mm

의 직경에 대해 572.7, 181.2, 74.2, 35.8 (Pa)이고, 내부 부분(110)의 중심 3mm은 내부 부분(110)이, 예를 들
어, 약 35Pa의 압력으로 6mm 범위를 가로지르는 절제부에 순응하는 경우 약 570Pa의 불규칙성에 대한 압착력을
제공할 수 있다.

Hg의 mm로의 안내압(10P) 척도와 비교하여 보면, 12mm의 Hg는 약 1,600Pa이어서, 보호막은,

눈이 깜박이는 때에, 예를 들어, 6mm영역에 걸쳐서 각막에 순응할 수 있다.

눈이 깜박이는 때의 각막에 대한

보호막의 이러한 순응은 본원에 기재된 구체예에 따른 펌핑을 제공할 수 있다.
[0121]

상대적 경도 및 휘어짐 압력은 본원에 기재된 교시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보호막에 대해, 예를 들어, 복수의 물
질을 갖는 복수의 층을 갖는 보호막에 대해 결정될 수 있다.

[0122]

표 A3. 층상 보호막의 상대적 경도

[0123]

[0124]
[0125]

2개 이상의 물질이 2개 이상의 층을 제공하도록 조합되는 경우, 각각의 층의 상대적 경도는 총 복합 경도를 측
정하기 위해 조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조합된 경도는 제 1 물질의 제1 층(100L1), 제 2 물질(M2)의 제

2 층(100L2) 및 제 3 물질(110M3)의 제 3 층(110L3)을 갖는 보호막에 대해 측정될 수 있고, 여기서, 상기 제 1
및 제 3 물질은 동일한 물질일 수 있다.
[0126]

중량 평균 시스템을 사용하여 2개의 층을 하나의 물질로서 취급할 수 있다.

각각의 물질의 상대적 양 및 상기

2개의 물질의 모듈러스를 조합하여 각각의 층의 두께의 중량 평균을 기준으로 복합 모듈러스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0㎛의 20MPa 물질 층 및 10㎛의 5MPa 물질 층을 조합하여 다음과 같이 혼성 모듈러스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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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7]

20MPa*0.9 + 5MPa*0.1 = 18.5MPa

[0128]

본원에 기재된 방정식은 상이한 물질 및 두께의 많은 층들을 수용한다.

[0129]

복합 모듈러스를 기준으로, 본 예에서 복합 모듈러스에 세제곱의 전체 두께를 곱할 수 있다: 18.5MPa * 100 3.

∧

이들 계산을 어림셈을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당업자는 시뮬레이션, 예를 들어, 무한 요소 모델링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여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상대적 경도의 양, 압력 및 휘어지는 힘 및 압력을 결정할 수 있다.
[0130]

보호막(100)의 하나 이상의 층의 굴절 지수는 실질적으로 각막의 굴절 지수에 상응할 수 있다.

[0131]

물질들(110M1, 11OM2 또는 110M3)의 하나 이상은 약 +/- 0.05 내로 각막의 굴절 지수와 일치하도록 약 1.38 내
지 약 1.43 범위의 굴절 지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물질들(110M1 및 110M3)은 약 1.41의 굴절

지수를 갖는 광학적으로 투명한 연성 실리콘 탄성체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 물질(M2)은, 예를 들어, NuSil로부
터 구입 가능한, 약 1.43의 굴절 지수를 갖는 광학적으로 투명한 강성 실리콘 탄성체를 포함할 수 있다.

대안

적으로, 물질(110M1) 및 물질(110M3)은 실리콘 하이드로겔을 포함할 수 있고, 상기 물질(110M2)은, 예를 들어,
실리콘을 포함할 수 있다.
[0132]

상기 보호막은 보다 연성의 실리콘과 조합된 보다 큰 경도의 실리콘과 같은 유사한 물질을 포함할 수 있지만,
상기 보호막은 유사하지 않은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GP 물질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2중 곡
선 또는 3중 곡선 실시예와 같은 하이드로겔과 조합할 수 있다.

상기 보호막은 안정성을 위해 적어도 윤부까지

연장될 수 있다. 상기 RGP 물질은 예를 들어, 표 A에 따라, 제 2 물질 (110M2)의 제 2 층(10012)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 하이드로겔은 제1 물질 110M1의 제1 층 10011을 포함할 수 있고 제 3 물질(110M3)의 제3 층(10013)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하이드로겔은 약 1.377 내지 약 0.05내의 각막의 굴절 지수와 일치하는 약 1.38 내지 약
1.42의 굴절 지수를 가질 수 있고, 예를 들어, 제조원(Vista Optics, UK)으로부터 시판되는 HEMA, NVP, GMA,
MMA, SiH, TRS, HEMA/NVP, MMA/NVP, HEMA GMA, 또는 SiH/TRS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HEMA/NVP,
MMA/NVP, 또는 HEMA/GMA를 포함하는 하이드로겔은 약 1.38 내지 약 1.43의 범위내 굴절 지수를 포함하도록 약
40% 내지 약 70% 범위의 물 함량을 가질 수 있다. 약 40%의 물 함량은 약 1.43의 굴절 지수에 상응하고 약 70%
의 물 함량은 약 1.38의 굴절 지수에 상응한다. SiH/TRS를 포함하는 하이드로겔은 약 1.38 내지 약 1.43의 범위
내에 굴절 지수를 포함하도록 약 20% 내지 약 70% 범위내 물 함량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SiH 하이드로겔과 함
께, 약 20%의 물 함량은 약 1.43의 굴절 지수에 상응하고 약 70%의 물함량은 약 1.38의 굴절 지수에 상응한다.
[0133]

도 2aa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눈꺼풀이 분리된 상태에서 눈에 위치된 콘택트 렌즈를 포함하는 보호막(10
0)을 도시한다.

보호막(100)은 눈물 액체(TL)가 보호막과 각막 사이의 보호막의 적어도 일부 아래에서 연장되

어 챔퍼(100C)를 제공하도록 눈 상에 위치된다.
게 피팅되어 챔버(100C)를 제공할 수 있다.

보호막(100)은 각막에 온 K(on K)로 또는 그보다 약간 편평하

대안적으로 또는 조합적으로, 외부 부분(120)의 플랜지(120F) 및

공막 커플링 부분(120S)은 결막보다 가파른 각도를 포함할 수 있어 상기 보호막은 내부 부분(110) 근처에서 챔
버(100C)를 제공하도록 각막으로부터 이격되도록 촉진된다.

보호막(100)은 보호막의 중심에서 공막 커플링 부

분(130)의 외부 주변(120P)으로의 융기부 거리에 상응하는 새그 높이 (105S1)을 포함한다.

눈꺼풀은 환자가 사

물을 보이기 위해 분리될 수 있다.
[0134]

도 2ab는 눈꺼풀이 닫혀진 상태의 도 2aa의 보호막의 측단면도를 도시한다.

[0135]

도 2ac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라 닫히는 눈꺼풀과 함께 도 2aa의 보호막의 정면도를 도시한다.
부 눈꺼풀의 하향 이동(22A) 및 하부 눈꺼풀의 상향 이동(22B)로 닫힐 수 있다.
에 압력을 나타내어 보호막(100)이 제 2 형태(100C2)를 포함하게 한다.

눈꺼풀은 상

눈꺼풀의 닫힘은 보호막(100)

제 2 형태(100C2)는 제 2 새그 높이

(105S2)로 감소되는 새그 높이(105)를 포함하여 챔버(100C)의 용적이 감소되고 보호막 아래로부터 펌핑된 눈물
액체(100TL)를 강제하게 한다.

펌핑된 눈물 액체 (100TL)는 외부 부분(120P) 아래에서 방사상으로 외부로 흘러

눈꺼풀에 덮히지 않는 않은 천공과 같은 천공(100F)을 통과한다.
막(100)을 강제하여 챔버(100C)의 용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눈꺼풀의 압력은 각막(100)을 향하도록 보호

챔버(100C)의 용적은 플랜지(120F)를 포함하는 외

부 부분(120)이 탄성 변형으로 휘어지는 경우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또는 조합적으로, 각막

에 상응하는 외부 부분(120)은 휘어서 챔버(100C)의 용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많은 구체예에서, 광학 성분

(100A)을 포함하는 내부 부분(110)은 눈꺼풀의 압력으로 휘어서 챔버 (100C)의 용적을 감소시킬 수 있다.
[0136]

도 2ad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눈꺼풀 개방과 함께 도 2aa의 보호막의 측면 프로필을 도시한다.

눈꺼풀이

상부 눈꺼풀의 상향 이동(22C) 및 하부 눈꺼풀의 하향 이동(22D)으로 후퇴하는 경우, 보호막(100)은 제 1 새그
높이(105S1)를 갖는 제 1 형태(100C1)로 복귀할 수 있어 챔버의 용적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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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120F) 및 주변부(120P)를 포함하는 외부 부분(120)은 결막과 접촉하여 결막과 접촉 밀봉을 형성할 수 있
다.

결막과의 접촉 밀봉은 천공(100F)을 통한 챔버(100C)로의 눈물 액체(TL)의 흐름을 촉진시켜 펌핑된 눈물

액체(100TL)가 각막과 보호막(100)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0137]

하부 눈꺼풀의 눈물 리불렛은 눈의 표면상에 눈물 액체를 제공하도록 눈이 닫히는 때에 상향 이동할 수 있고,
상기 리불렛의 적어도 일부는 눈꺼풀이 서로 접촉하는 때에 상부 눈꺼풀에 커플링될 수 있다.

상부 눈꺼풀이

이동(22C)로 상향 이동하고 하부 눈꺼풀이 이동(22D)로 하향 이동하는 경우, 상부 눈꺼풀은 상부 천공 근처에
눈물 액체(TL)를 제공하여 상부 천공으로 통과시키고 하부 눈꺼풀은 하부 천공을 통해 이동하도록 하부 천공 근
처에 눈물 액체(TL)을 제공할 수 있다.
[0138]

눈의 반복적인 깜박거림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보호막 아래 눈물 액체를 펌핑하여 보호막 아래의 각막 및 결막
을 세정한다.

보호막에 의해 제공되는 상기 펌핑 및 세정은 정상의 비연마된 눈을 갖는 환자가 보호막을 착용

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을 연장시키고, 예를 들어, PRK 후 눈에서의 상피 재생을 촉진할 수 있다.
[0139]

도 2ae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눈꺼풀이 분리되는 때에 보호막이 챔버를 한정하도록 각막의 외부 부분으로
부터 분리된 보호막과 함께 각막 및 결막의 내부 부분으로 지지되도록 하여 눈 위에 위치한 콘택트 렌즈를 포함
하는 보호막을 도시한다.
있다.

보호막(100)은 각막의 내부 부분에서, 예를 들어, 중앙 위치에서 각막과 접촉할 수

내부 부분(110)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심적으로 각막에 피팅되는, 예를 들어, 온 K 피팅으로 피

팅되는 크기일 수 있다.

플랜지(120F) 및 공막 커플링 부분(130)을 포함하는 보호막(120)의 외부 부분은 내부

부분(110)이 구심적으로 공막과 접촉하는 때에 결막과 접촉하는 크기여서, 챔버(100C)가 각막의 외부 부분과 보
호막 사이로 연장된 갭으로 각막의 외부 부분 상에 형성되게 한다.

각막의 외부 부분 상으로 연장하는 보호막

의 외부 부분(120)은 각막보다 작은 곡률을 가져서, 각막의 외부 부분 상의 외부 부분(120)은 내부 부분(110)이
각막에 의해 지지되고 플랜지(120F)를 포함하는 외부 부분(120)이 결막과 커플링되는 때에 챔버(100C)를 형성할
수 있다.
있다.

천공(100F)은 눈꺼풀이 개방되는 경우 챔버(100C)와 갭의 위치에 상응하도록 보호막 상에 위치할 수

외부 부분(120)은 눈꺼풀이 개방되는 경우 챔버(100C)를 형성하기에 충분히 휘어짐에 대한 내성을 포함

하고, 눈꺼풀이 닫히는 때에 외부 부분이 각막을 향하여 이동하고 갭 거리를 감소시키도록 눈꺼풀이 외부 부분
상으로 이동하는 때에 휘어짐에 저항하기에는 불충분한 내성을 포함한다.
[0140]

보호막(100)은 각막에 피팅되어 챔버(100C)의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고 보호막(100)은 아래 형성된 챔버(100C)
를 지닌 초기 형태(100C1)를 포함한다.
윤부 새그 높이(105L)를 포함할 수 있다.

각막은 각막의 정점으로부터 윤부로 연장되는 융기부 거리에 상응하는
윤부는 눈의 측정 축으로부터 방사상 거리(105RL)에 위치할 수 있다.

눈은 눈의 축으로부터 방사상 거리(105RC)에서 결막 새그 높이(105C)를 포함할 수 있다.
사상 거리(105RL)에 상응하는 위치에서 윤부 새그 높이(105LC)를 포함할 수 있다.

보호막은 윤부로의 방

보호막은, 예를 들어, 플랜

지(120F)를 따라 결막의 방사상 거리(105RC)에 상응하는 결막 접촉 위치에서 결막 새그 높이(105CC)를 포함할
수 있다.

많은 구체예에서, 윤부에 상응하는 위치에서 보호막의 새그 높이(105LC)는 윤부 새그 높이(105L) 이

하이고 결막에 상응하는 위치에서 보호막의 새그 높이(105CC)는 결막 새그 높이(105C) 이하여서, 윤부에 대한
압력이 감소한다.

보호막이 눈 위에 위치하는 경우, 플랜지 부분(120F)을 포함하는 결막 커플링 부분(130)은

휘어져서 결막 접촉 부분의 새그 높이는 결막의 새그 높이(105CC)로부터 결막의 새그 높이(105C)로 감소하여 보
호막의 새그 높이가 새그 휘어진 새그 높이(105S2)를 포함하게 한다.
[0141]

도 2af는 보호막(100)이 감소된 용적을 갖는 챔버(100C)를 지닌 형태(100C2)를 포함하도록, 닫히는 눈꺼풀과 함
께 도 2ae의 보호막의 측단면도를 도시한다.

눈꺼풀이 닫히는 경우, 상부 및 하부 눈꺼풀은 보호막에 압력을

가하여 상기 보호막이 각막 및 결막의 외부 부분을 향하도록 강제된다.

각막의 외부 부분 상의 보호막의 외부

부분은 휘어짐에 대해 충분한 내성을 갖지 못하여 상기 보호막의 외부 부분이 각막의 외부 부분을 향하여 하향
으로 휘어지게 한다.

각막의 외부 부분 상의 보호막의 외부 부분 사이에서 연장하는 갭 거리는 감소하여 챔버

(100C)의 용적이 감소하고 펌핑된 눈물 액체(100TL)가 챔버(100C)로부터 천공(100F)을 통해 플랜지 부분(120F)
을 포함하는 결막 접촉 부분(130) 아래로 흐르게 한다.
공(100F)을 덮을 수 있다.

상부 눈꺼풀은 동공을 거쳐 연장하여 하위 및 상위 천

상부 눈꺼풀은 하부 눈꺼풀과 접촉하여 눈이 개방되는 때에 상위의 리블렛의 눈물

액체를 유도하여 리불렛의 눈물 액체가 하위 및 상위 천공을 통해 챔버 내로 유도될 수 있게 한다.
[0142]

∧

∧

각막의 외부 부분 상에서 보호막의 외부 부분의 휘어짐은 약 1.0E-6 Pa*m 3 내지 약 6E-4Pa*m 3, 예를 들어,
∧

∧

약 2.5 E-6 Pa*m 3 내지 약 5E-4 Pa*m 3의 범위내 상대적 경도를 갖는 보호막과 함께 제공될 수 있다.

표 A2

는 상대적 경도 및 각막의 외부 부분에 상응하는 외부 부분(120)의 상응하는 범위의 적합한 값을 보여주고, 이
는 본원에 기재된 교시를 토대로 결정될 수 있고 이로써 보호막의 외부 부분의 상대적 경도를 결정하여 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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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내성을 제공하고 눈꺼풀이 보호막의 부분으로 이격되는 경우 갭과 함께 챔버를 형성하며 각막을 향해
휘어지도록 하고 눈꺼풀이 보호막의 부분을 덮는 경우 갭 및 상응하는 챔버 용적을 감소시킨다.
[0143]

∧

결막에 커플링시키기 위한 공막 접촉 부분(130)의 휘어짐은 약 2 E-4 Pa*m 3 이하, 예를 들어, 약 1E-4 Pa*m

∧

∧

3 이하, 및 많은 구체예에서, 약 2E-5Pa*m 3 이하의 상대적 경도를 포함하는 공막 접촉 부분(130)과 함께 제공
될 수 있다.

표 A2는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교시를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는 공막 커플링 부분 (130)의 상

대적 경도 및 상응하는 범위에 적합한 값을 보여주고, 이로써 보호막의 공막 커플링 부분의 상대적 경도를 결정
하여 휘어짐에 대한 내성을 제공하고 눈꺼풀이 보호막 부분으로 이격되는 경우 갭과 함께 챔버를 형성하여 각막
을 향하여 휘어지도록 하고 눈꺼풀이 각막의 외부 부분상의 보호막의 외부 부분을 포괄하는 경우 갭 및 상응하
는 챔버 용적을 감소시킨다..
[0144]

∧

∧

결막에 커플링시키기 위한 플랜지 부분(120F)의 휘어짐은 약 1E-4 Pa*m 3 이하, 예를 들어, 약 2E-5 Pa*m 3 이
∧

하, 및 많은 실시예에서 약 2.5E-6 Pa*m 3 이하의 상대적 경도를 포함하는 플랜지 부분(130)과 함께 제공될 수
있다.

표 A2는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교시를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는 외부 플랜지 부분(120F)의 상대적 경

도 및 상응하는 범위에 적합한 값을 보여주고, 이로써 보호막의 플랜지 부분(120F)의 상대적 경도를 결정하므로
써 휘어짐에 대한 내성을 제공하고 눈꺼풀이 보호막으로부터 이격되는 경우 갭과 함께 챔버를 형성하여 각막을
향해 휘어지고 눈꺼풀이 각막의 외부 부분상에 보호막의 외부 부분을 포괄하는 경우 갭과 상응하는 챔버 용적을
감소시킨다.
[0145]

도 2ag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눈꺼풀이 닫히는 경우, 눈물 액체가 펌핑되는 때에 상피를 따른 보호막의
슬라이딩이 억제되도록, 눈꺼풀이 닫히는 때의 눈의 회전과 함께 도 2af의 보호막의 측단면도를 도시한다.
의 축은 상위로 회전하여 보호막이 상부 눈꺼풀과 하부 눈꺼풀을 따라 슬라이딩하도록 할 수 있다.

눈

눈의 축은

눈의 하나 이상의 공지된 축을 포함할 수 있고 당업자에 의해 많은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0146]

도 2ah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라, 눈꺼풀의 개방과 함께 도 2ae의 보호막의 측단면도를 도시한다.

눈꺼풀의

개방이 압력을 감소시키고 각막의 외부 부분 위에 있는 보호막의 외부 부분이 각막으로부터 이격되어 이동하도
록 한다.

눈물 액체(TL)는 천공(100F)을 통해 챔버(100C)로 통과할 수 있다.

부분(130) 및 플랜지(120F)를 포

함하는 보호막의 외부 부분은 결막과 접촉하여 눈물 흐름을 억제할 수 있고 보호막을 밀봉시킬 수 있다.
[0147]

도 2ai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라, 챔버가 중간 형태(100C12) 용적을 포함하도록 중간 위치에서 위치되는 눈꺼
풀과 함께 도 2ae의 보호막의 측단면도를 도시한다.

내부 부분(110)을 포함하는 광학 성분(100A)은 보호막이

챔버(100C)의 용적을 감소시키기도록 휘어지는 외부 부분(120)을 갖는 중간 부분(100C12)을 포함하는 때에 환자
에 대한 시력을 제공하도록 휘어짐에 대해 충분한 경도 및 내성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는 외부 부

분을 휘어지게 하기 위해 동공 가장자리에 대해 눈꺼풀을 닫을 수 있고, 광학 성분(100A) 및 내부 부분(110)은
실질적으로 휘지않게 유지될 수 있어 환자는 하나 이상의 눈꺼풀의 일부가 내부 부분(110)과 접촉하는 상태에서
20/20 이상(미터법 6/6 이상)의 시력을 가질 수 있다.

눈꺼풀의 개방은 챔버 용적을 증가시키고 눈물 액체를

펌핑할 수 있고 눈꺼풀의 닫힘은 챔버 용적을 감소시켜 눈물 액체를 펌핑할 수 있다.
[0148]

도 2aj는 하이드로겔이 눈과 접촉하면서 눈에 위치하는 도 1av의 보호막의 측단면도를 도시한다.

보호막(100)

은 눈을 하이드로겔 층의 적어도 일부와 접촉시키기 위한 보호막의 후방 표면을 따라 연장하는 하이드로겔 물질
(120MHG)의 층을 포함한다.

보호막(100)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하이드로겔 물질의 층에 의해서 한정되는 챔버

(100C)를 형성하도록 하는 치수일 수 있다.
펌핑을 제공할 수 있다.

천공은 하이드로겔 층을 통해 연장하여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대안적으로 또는 조합적으로, 천공의 후방 말단은 하이드로겔 물질 층으로 덮혀서 각

막을 하이드로겔 물질의 층을 지닌 천공에 커플링시킬 수 있다.

하이드로겔 물질(120MHG)의 층으로 덮힌 천공

은 보호막의 휠 수 있는 부분을 따라 위치하여, 예를 들어, 눈을 깜박이는 때에, 하이드로겔 물질을 따라 물과
치료학적 제제의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하이드로겔 층은, 예를 들어, 액체 및 치료학적 제제를 각막의 중

심 위치로 위킹(wicking)함에 의해서, 액체 및 치료학적 제제를 천공으로부터 각막의 요망되는 위치로 통과시키
기 위한 매질을 포함할 수 있다.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하부 표면을 따라 연장하는 하이드로겔 층을 포함하

는 보호막은 비절제된 눈에 피팅되어 굴절 보정을 제공할 수 있거나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절제된 눈에 피팅
될 수 있다.
[0149]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임상 시험은 보호막의 곡선 부분이 환자 집단의 각막 곡률 및 새그 높이 및 윤부 새그
높이 및 결막 새그 높이에 따라 온 K-값으로 피팅될 수 있음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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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0]

하기 본원에 나타낸 첨부 I는 본원에 기재된 구체예 및 교시에 따른 보호막(100)에 대한 치수 및 피팅 파라미터
를 제공한다.

보호막은, 예를 들어, 본원에 나타낸 A 계열 표내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보호

막의 치수 및 피팅 파라미터는 본원에 기재된 구체예에 따라 각막 상에 위치하는 때에 눈물 액체의 펌핑을 제공
할 수 있다.

첨부 I의 표는, 예를 들어, 가파른 K 각막, 중간 K 각막 및 편평한 K 각막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보호막을 확인하고 있다.

열거된 K 값은 집단 표준을 기초로 할 수 있어서, 눈 위에 위치하는 때에 보호막이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펌핑을 제공하게 한다.

보호막은 비-절제된 눈 또는 절제된 눈에 사용될 수 있고, 보

호막은 제 1 내부 곡률(R1)을 기준으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
[0151]

표 B1은 대략 14mm의 횡단 직경을 갖는 보호막 100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K 또는 편
평하게 조립될 수 있다. 상기 표는 각막의 중심 연마된 부분에 상응하는 R1을 열거한다. 광학 성분 100A 및 내
부 커플링 구성요소 100B1을 포함하는 내부 부분 110은 약 5mm를 가로질러 연장하는 차원 R1을 갖고 연마 영역
은 보다 크고 예를 들어 약 6mm일 수 있다. 반경 R1B1에 상응하는 부분은 약 5 내지 7mm의 횡단 차원을 갖고 곡
률은 디옵터(D)의 눈의 광출력에 상응하는 각막곡률측정 값(K-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반경 R1B2에 상응하는
부분은 약 7 내지 9mm의 횡단 차원을 갖는다. 반경 R1B3에 상응하는 부분은 약 9 내지 11mm 횡단 차원을
갖는다. R1C1에 상응하는 부분은 약 11 내지 13.5mm를 가로질러 연장할 수 있고 부분 R1B3 및 부분 R1C2 사이의
하나 이상의 값을 갖는 곡률, 예를 들어, 약 10mm와 같은 약 8mm 내지 약 12mm의 곡률반경을 포함할 수 있다.
R1C2에 상응하는 부분은 약 13.5 내지 14mm를 가로질러 연장될 수 있다. 부분 R1C2의 새그 높이는 예를 들어,
약 3.1 내지 약 3.4mm일 수 있다. R1C1에 상응하는 부분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내부 경계상에 R1B3으로 배
열된 부분 R1C1 및 외부 경계를 따라 위치하는 R1C2의 접선과 함께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융기부 형성을 억
제하도록 많은 방식으로 각막에 조립될 수 있다.

[0152]

표 B2는 예를 들어,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략 14mm를 가로지르는 직경을 갖는 보호막 100을 보여주고 K 또
는 편평하게 조립될 수 있다. 상기 표는 각막의 중심 연마된 부분에 상응하는 R1을 열거한다. 광학 성분 100A
및 내부 커플링 구성요소 100B1을 포함하는 내부 부분 110은 약 5mm를 가로질러 연장하는 차원 R1을 갖고 연마
영역은 보다 크고 예를 들어, 약 6mm일 수 있다. 반경 R1B1에 상응하는 부분은 약 5 내지 7mm의 횡단 차원을 갖
고 곡률은 디옵터(D)의 눈의 광출력에 상응하는 각막곡률측정 값(K-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반경 R1B2에 상응
하는 부분은 약 7 내지 9mm의 횡단 차원을 갖는다. 반경 R1B3에 상응하는 부분은 약 9 내지 11mm 횡단 차원을
갖고, 이들 값의 범위는 약 35.75 내지 약 40이고 각각의 값은 어느정도 표 B1의 상응하는 값 보다 주변부에서
더 편평하다.

예를 들어, 표 B1은 약 36.75 내지 약 41D의 범위를 가즌 것으로서 R1B3의 값을 열거한다.

R1C1

에 상응하는 부분은 약 11 내지 13.5mm을 가로질러 연장할 수 있다. R1C2에 상응하는 부분은 약 13.5 내지 14mm
가로질러 연장될 수 있다. 부분 R1C2의 새그 높이는 예를 들어, 약 3.1 내지 약 3.4mm일 수 있다. R1C1에 상응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내부 경계상에 R1B3로 배열된 부분 R1C1 및 외부 경계를 따라
위치하는 R1C2의 접선과 함께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융기부 형성을 억제하도록 많은 방식으로 각막에 조립될
수 있다.
[0153]

표 B3은 예를 들어,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략 16mm를 가로지르는 직경을 갖는 보호막 100을 보여주고 K 또
는 편평하게 조립될 수 있다. 상기 표는 각막의 중심 연마된 부분에 상응하는 R1을 열거한다. 광학 성분 100A
및 내부 커플링 구성요소 100B1을 포함하는 내부 부분 110은 약 5mm를 가로질러 연장하는 차원 R1을 갖고 연마
영역은 보다 크고 예를 들어, 약 6mm일 수 있다. 반경 R1B1에 상응하는 부분은 약 5 내지 7mm의 횡단 차원을 갖
고 곡률은 디옵터(D)의 눈의 광출력에 상응하는 각막곡률측정 값(K-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반경 R1B2에 상응
하는 부분은 약 7 내지 9mm의 횡단 차원을 갖는다. 반경 R1B3에 상응하는 부분은 약 9 내지 10.5mm 횡단 차원을
갖고 이들 수치는 약 36.75 내지 약 41의 범위이다. R1C에 상응하는 부분은 약 13 내지 약 16mm를 가로질러 연
장할 수 있다. 부분 R1C2의 새그 높이는 예를 들어, 약 3.6mm 미만이어서 부분 R1C2는 눈에 위치하는 경우 휘어
질 수 있다.

[0154]

R1C1에 상응하는 부분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많은 방식으로 각막에 조립될 수 있다.

표 B4는 예를 들어, 연장된 착용 콘택트 렌즈와 함께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눈물 액체를 펌핑하기 위해 비연마된 눈에 사용하기 위한 곡률을 갖는 보호막 100을 도시한다. 보호막 100은 예를 들어,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략 14mm을 횡단하는 직경을 갖고 K 또는 편평하게 조립될 수 있다. 상기 표는 각막의 중심 연마된 부분
에 상응하는 R1을 열거한다. 광학 성분 100A 및 내부 커플링 구성요소 100B1을 포함하는 내부 부분 110은 약
5mm를 가로질러 연장하는 차원 R1을 갖는다. R1에 상응하는 내부 부분의 곡률은 약 39D 내지 약 48D의 광출력에
상응하는 곡률값을 갖고, 상기 광출력은 비연마된 눈에 대한 집단 데이타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부
분 R1B1 내지 R1B3, 및 R1C1 및 R1C2에 대한 곡률과 조합될 수 있다. 반경 R1B1에 상응하는 부분은 약 5 내지
7mm 횡단하는 차원을 갖고 상기 곡률은 디옵터(D)의 눈의 광출력에 상응하는 각막곡률측정 값(K-값)으로 표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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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반경 R1B2에 상응하는 부분은 약 7 내지 9mm의 횡단 차원을 갖는다. 반경 R1B3에 상응하는 부분은 약
9 내지 11mm 횡단 차원을 갖는다. R1C1에 상응하는 부분은 약 11 내지 약 13.5mm를 가로질러 연장할 수 있다.
R1C2에 상응하는 부분은 약 13.5 내지 14mm 가로질러 연장될 수 있다. 부분 R1C2의 새그 높이는 예를 들어, 약
3.1 내지 약 3.4mm일 수 있다. R1C1에 상응하는 부분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내부 경계상에 R1B3으로 배열
된 부분 R1C1 및 외부 경계를 따라 위치하는 R1C2의 접선과 함께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융기부 형성을 억제
하도록 많은 방식으로 각막에 조립될 수 있다.
[0155]

표 B1 내지 B4가 예를 들어, 특이적 곡률 값을 나타내지만 당업자는 본원에 기재된 교시 및 실시예를 기준으로
많은 곡률값을 결정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곡률은 비구형 표면, 예를 들어, 원뿔 상수를 갖는 비구형 표면과
조합될 수 있다.

[0156]

도 3a는 상피 결함(11)을 지닌 눈(2)의 각막(10) 상에 위치된 보호막(100)을 도시하고 있다.

보호막은 곡선 바

디(curved body), 예를 들어, 각막에 피팅되는 모양의 곡선 콘택트 렌즈 바디를 포함할 수 있다.
[0157]

보호막(100)은 절제된 프로필과 상피 결함을 덮는 크기일 수 있다.

내부 부분(110)은 주요 절제부를 가로질러

연장되는 크기일 수 있는 횡단 치수(102)를 포함하고, 외부 부분(120)은 적어도 상피 결함을 가로질러 연장되고
결함부의 반대측상의 상피와 접촉되는 크기의 횡단 치수(104)를 포함한다.
[0158]

주요 절제부를 가로지러 연장되는 치수(102)는 예를 들어, 약 6 내지 8mm로 연장될 수 있고, 절제부보다 크기가
더 클 수 있다.

치수(104)는 예를 들어, 약 12 내지 약 14mm의 횡단 치수를 포함하여, 예를 들어, 윤부로 연장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환자의 윤부에 이르는 크기일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체예와 관련된 연구는 윤부 둘레

에서 윤부로 연장되는 크기의 보호막은 각막 상에 중심이 있을 수 있다.

보호막은 보호막의 외부 림이, 예를

들어, 윤부 주변의 공막 위에 배치된 결막과 접촉하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러한 형태가 각막상의 렌즈를 중
심에 오게 조정할 수 있도록 연장될 수 있다.
[0159]

보호막의 두께는 많은 방식으로 크기 조절되고 성형될 수 있다.
하고, 보호막의 외부 부분(120)은 두께(108)를 포함한다.

보호막의 내부 부분(110)은 두께(106)를 포함

내부 부분의 두께(106)는 눈에 위치시키기 전에, 예

를 들어, 눈의 전면에 유지되고 일정한 거리로 각막으로부터 분리되는 때에, 내부 부분이 약 +/- 1D 이하의 광
출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실질적으로 균일한 두께를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내부 부분의 두께는 옵티컬

파워, 예를 들어, 환자의 시력을 교정하는 옵티컬 파워를 포함하도록 다양할 수 있다.
[0160]

재생된 상피(12R)의 평활 층(12S)은 절제된 프로필을 실질적으로 덮을 수 있다.
도하고 재생된 상피를 평활시키도록 구성된다.

[0161]

환경(100E)은 상피 재생을 유

재생 상피는 두께 프로필(12RP)을 포함한다.

상피는 화살표(30)로 나타낸 바와 같이 주변 경계(12E)로부터 절제된 프로필(20)의 중심을 향해서 구심적으로
성장하여 노출된 간질을 덮는다.

[0162]

보호막(100)은 내부 부분(110)과 외부 부분(120)을 포함할 수 있다.

외부 부분(110)은 상피 결함 및 절제부의

가장자리 근처에서 각막과, 예를 들어, 연질의 순응성 물질, 예컨대, 실리콘 탄성체 또는 실리콘 하이드로겔과
의 밀봉부(100S)를 형성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내부 부분(120)은 동공 상에 위치되고, 환자가 볼 수 있도록

구성되며, 각막이 치유되는 때에 상피의 불규칙성을 평활화시키도록 외부 부분보다 더 큰 강성을 포함할 수 있
다.

대안적으로, 내부 부분은 또한 외부 부분의 강성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은 강성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부 부분은 실리콘을 포함할 수 있고, 외부 부분도 실리콘을 포함할 수 있으며, 내부 부분이 외부 부분
보다 더 강성이어서 상피를 평활화시킬 수 있도록, 내부 부분은 더욱 강성인 실리콘 또는 더 큰 두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내부 부분이 외부 부분보다 더 강성일 수 있지만, 내부 부분은 간질내의 절제된 프로

필(20)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순응되도록 충분하게 연성이며, 가요성이고 순응성이어서, 환자가 내부 부분을 통
해서 보고 내부 부분이 상피를 평활화시키는 때에 환자가 절제 프로필(20)에 의한 시력 교정의 이익을 얻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체예와 관련된 연구는 재생 상피가 절제 프로필(20)의 하부 간질보다 더 연성이어서, 내

부 부분이, 예를 들어,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휘어짐 압력으로, 내부 부분 아래에 배치된 상피를 평활화시키
는 때에, 내부 부분이 절제 프로필(20)의 모양에 순응하도록 구성될 수 있게 한다.
[0163]

도 3b는 상피 결함을 지니는 눈, 예컨대, PRK 절제를 지니는 눈의 각막 상에 위치되기 전의 제 1 형태의 보호막
(100)을 도시하고 있다.

보호막(100)은 천공(100F)을 포함한다.

천공(100F)은 천공이 상피 결함부로부터 이격

되어 위치하여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보호막 아래에서 눈물 액체를 펌핑하도록 보호막 상에 위치된다.

보호

막(100)은 기저부 곡률반경(R1)을 지니는 내부 부분(110)을 포함할 수 있고, 기저부 곡률반경은 절제된 각막보
다 약간 더 길어서, 보호막이 각막 상에 위치되기 전에 각막보다 더 편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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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외부 부분(120)은 윤부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키도록 각막보다 더 가파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플랜지 부분(120F)이 윤부 상의 보호막의 압력을 감소시키도록 결막과 공막의 상응하는 부분보다 더
가파를 수 있다.
[0164]

기저부 반경(R1)은 많은 방식으로 각막에 이르는 크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저부 반경(R1)은 절제 후의 눈

에 상응하는 반응을 지닐 수 있다.
[0165]

보호막(100)은 약 4MPa 내지 약 35MPa 범위내 모듈러스를 포함하여 중심부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절제된 간질에
순응할 수 있고 상기 보호막이 절제된 각막의 각막 불규칙성 및 간질 불규칙성을 평활화시킬 수 있다.
은 탄성 연신 가능한 물질을 포함하여 보호막이, 예를 들어, 각막에 피팅되도록 연신될 수 있다.

보호막

약 4MPa 내지

약 35MPa 범위내 모듈러스를 갖는 보호막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많은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보호막은 절제된 각막 및 비절제된 각막의 적어도 일부를 가로질러 연장되는 실질적으로 균일한 두께를 갖
는 단일 조각의 물질을 포함할 수 있고, 단일 조각의 물질은 실리콘 탄성체 또는 하이드로겔과 같은 탄성 물질
을 포함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보호막은 절제된 각막 및 비절제된 각막의 적어도 일부를 가로질러 연장되는

비-균일한 두께를 갖는 단일 조각의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보호막은 많은 방식으로 성형될 수 있고 단일 조

각의 하나의 물질을 포함하거나 2개의 유사한 물질로 구성된 단일 조각을 포함할 수 있거나, 함께 연결된 복수
의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0166]

보호막(100)은 본원에 기재된 내부 부분 밖에서 연장되는 하나 이상의 외부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0167]

도 3c는 절제된 간질 조직에 순응하고 절제된 간질 상의 상피를 평활화시키는 제 2 형태(100C2)를 지녀서, 보호
막이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눈물 액체를 펌핑하도록 하는 눈에 위치되는 도 3b의 보호막을 도시하고 있다.
각막은 상응하는 곡률반경, 예를 들어, 반경(R2)을 가질 수 있는 시력을 보정하기 위한 절제된 표면(20)을 포함
한다.

절제된 프로필(20)은 눈의 수차 및 각막으로 절제된 난시를 보정하기 위해 각막 내로 절제된 수차와 같

은 반경(R2)에 상응하는 것들을 갖는 추가의, 또 다른 또는 조합적 모양을 포함할 수 있고, 보호막(100)의 내부
부분(110)은 각막의 상기 절제된 프로필에 순응할 수 있어서 보호막이 각막 상에 위치하는 경우 환자가 절제 시
력 보정의 이득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상기 각막 절제 프로필(20)은 곡률반경(R2)에 상응할 수

있고, 내부 부분(110)은 연마된 프로필(20)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제 2 형태(100C2)로 위치하기 전에 곡률반경
(R1)에 상응하는 형태(100C1)로부터 편평해질 수 있어서, 환자가 절제 프로필(20)의 이득과 함께 볼 수 있게 한
다.

예를 들어, 제 2 형태(100C2)는 곡률반경(R2)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순응 곡률반경(R12)을 포함할 수 있

다.

보호막(100)의 제 1 형태(100C1)에 상응하는 프로필은 각막 상에 위치된 대로 도시되어, 각막 상에 위치되

는 때에 보호막(100)의 순응하는 형태(100C2)로 위치시키기 전에 형태(100C1)로부터 보호막의 프로필에서의 변
화를 예시하고 있다.
[0168]

순응성 보호막(100)은 보호막(100)이 연마 프로필(20) 상의 각막 상에 위치되는 경우 상피를 평활화시키기에 충
분한 경도를 포함한다.

상피는 각막을 절제하기 위한 상피의 죽은조직제거술(debridement) 전에 상피의 두께에

실질적으로 상응할 수 있는 주변 두께(12T)를 포함한다.
(12R)를 포함한다.

상피는 또한 절제 프로필(20) 상에 배치된 재생 상피

보호막(100)은 제 2 형태(12C2)로 각막에 순응하는 경우 상피(12R)를 평활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절제부 상에 배치된 재생 상피(12R)의 불규칙성(12I)은 상피가 보호막(100)의 내부 부분을 따라 재
생하는 때에 평활화시켜서, 재생 상피(12R)의 불규칙성(12I)는 주변 상피의 두께(12T) 보다 얇게 할 수 있다.
[0169]

본원에 기재된 구체예와 관련된 연구는 약 4MPa 내지 약 35Mpa 범위의 모듈러스를 갖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순응
하는 보호막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절제된 간질에 순응하고 상피 및 간질의 불칙성을 평활화시켜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시력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약 4MPa 내지 약 35MPa 범위내 모듈러스를 갖는 보호막은 본

원에 기재된 많은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0170]

도 4a 내지 도 4h는 보호막(100)을 제조하는 방법(400) 및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보호말을 제조하는 장치를
도시하고 있다.

[0171]

도 4a는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물질(110M)을 포함하는 보호막(100)의 광학 성분(100A)을 형성시키기 위한 모
울드(600A)를 도시하고 있다.
한다.

광학 성분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모듈러스 및 두께 및 상응하는 강성도를 지녀서 시력 및 각막의

평활화를 제공할 수 있다.
을 포함할 수 있다.
[0172]

광학 성분(100A)은, 예를 들어, 광학적으로 투명한 물질, 예컨대, 실리콘을 포함

모울드(600A)는, 예를 들어, 한 표면상의 광학적 교정 및 반대 표면상의 기저 곡률

단계(410)에 의해서, 커플링 구성요소(100A)가 모울드(600A)에 형성될 수 있다.

도 4b는 도 4a의 커플링 구성요소과 커플링 구성요소(100B)을 포함하는 보호막을 형성시키기 위한 모울드(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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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를 도시하고 있다.

커플링 구성요소(100A)이 모울드에 위치되고 커플링 구성요소의 유동성 물질(120M)이 모

울드에 주입되어 보호막을 형성시킬 수 있다.
물질을 포함한다.

고형의 내부 성분은 유동성 물질의 주입 전에 그에 위치된 강성

모울드(600B)는 물질의 고형 조각으로서 모울드에 위치된 내부 물질(110M) 및 모울드(600B)

내로 주입되고 내부 물질(120M)을 포함한 사전 형성된 조각 둘레에서 경화되는 유동성 물질을 포함하는 외부 물
질(120M)을 포함한다.

유동성 물질은 많은 방식으로 내부 물질(110M) 둘레에 주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

부 물질(110M)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내부 부분(110)의 강성 물질(110M2)의 제 2 층(110L2)을 포함하고,
유동성 물질은 제 2 물질(110M2)의 상부 및 하부 표면 둘레에 주입되어 제 1 물질(110M1)의 제 1 층(110L1) 및
유동성 물질을 지닌 제 3 물질(110M3)의 제 3 층(110L3)을 형성시켜서, 제 1 물질(110M1), 제 3 물질(110M3)
및 외부 물질(120M)이 각각 경화되는 때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연질 물질을 포함하게 할 수 있다.

단계(420)에

의해서, 커플링 구성요소(100A) 및 커플링 구성요소(100B)을 포함하는 보호막이 형성될 수 있다.
[0173]

도 4c는 도 4a의 커플링 구성요소 및 보호막의 연질 물질의 층을 포함하는 보호막을 형성시켜서, 커플링 구성요
소이 컬플링 성분의 두 층 사이에 위치될 수 있게 하는 모울드(600C)를 도시하고 있다.

커플링 구성요소(100

M)은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은 모울드로부터 제거되고 모울드(600C)에 위치될 수 있다.

층(110L3)에 상응하는

유동성 물질(M3)이 모울드에 주입되고 경화될 수 있다.
내부 성분이 모울드(600C)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층(110L2) 및 층(110L3)을 포함하는 부분적으로 형성된

단계(430)에 의해서, 두 층을 포함하는 보호막의 일부가 형

성될 수 있다.
[0174]

도 4d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라서, 유동성 물질의 주입을 위해서 위치된 강성 물질을 포함하는 고형 내부 성
분을 지니는 보호막을 형성시키기 위한 모울드(600D)를 도시하고 있다.

모울드(600)는 물질의 고형 조각으로서

모울드 내에 위치된 내부 물질(110M) 및 모울드(600) 내로 주입되고 내부 물질(600)을 포함하는 사전 형성된 조
각 둘레에서 경화되는 유동성 물질을 포함하는 외부 물질(120M)을 포함할 수 있다.
부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모울드는 상부 부분 및 하

많은 구체예에서, 보호막(100)은 모울드 내에 위치되어 제 1 물질(110M1), 제 3 물

질(110M3) 및 외부 물질(120M)을 포함하는 물질의 단일 조각내에 캡슐화되는 강성 제 2 물질(110M2)과 함께 모
울드 내에서 형성되어서, 제 1 물질(110M1), 제 3 물질(110M3) 및 외부 물질(120M)이 동일한 물질, 예를 들어,
실리콘을 포함하게 할 수 있다.

강성 제 2 물질(110M2)은 제 1 물질(110M1), 제 3 물질(110M3) 및 외부 물질

(120M)의 각각에, 예를 들어, 경화에 의해서, 결합된 실리콘을 포함하여, 제 1 물질(110M1), 제 3 물질(110M3)
및 외부 물질(120M)이 강성 실리콘을 포함하는 제 2 물질(110M2)에 결합된 동일한 연성 실리콘 물질을 포함하게
할 수 있다.

단계(440)에 의해서, 제 1 물질(110M1)과 제 3 물질(110M3) 사이에 고형 내부 성분을 포함하는 보

호막이 형성될 수 있다.
[0175]

도 4e는 에너지에 의한 보호막에서의 천공의 형성을 도시하고 있다.

단계(450)에 의해서, 도 4b 또는 도 4d에

도시된 보호막이 에너지(650), 예를 들어, 기계적인 에너지 또는 전자기 에너지, 예컨대, 빛 에너지로 처리되어
보호막을 통해서 연장되는 천공을 형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천공은 모울드로부터 제거되고 기계적으로 펀

칭되거나 레이저 빛 에너지에 의해서 절삭되어 천공을 형성시킬 수 있다.
[0176]

도 4f는 보호막의 후방 표면상의 하이드로겔 물질의 스핀 코팅을 도시하고 있다.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일

정량의 경화 가능한 하이드로겔 형성 물질(660)이 보호막의 후방 표면상에 증착되고, 코팅이 보호막의 중심으로
부터 하이드로겔 물질의 외부 경계를 향해서 멀어지게 이동하도록 하는 속도의 회전(662)으로 스피닝될 수
있다.

하이드로겔 물질의 외부 경계는 경화 가능한 물질(660)의 양 및 스피닝 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경화 가능한 하이드로겔 물질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요망되는 두께, 예를 들어, 완전히 수화되는
때에 약 1㎛ 내지 약 100㎛ 범위내의 실질적으로 균일한 두께를 제공하도록 포뮬레이션될 수 있다.

단계(460)

에 의해서, 경화 가능한 하이드로겔 형성 물질(660)이 경화되어 보호막(100)의 하부 표면 상에 하이드로겔 물질
의 층을 제공할 수 있다.
[0177]

도 4g는 위에 형성된 하이드로겔 물질을 지니는 보호막 상의 화학적 기상 증착을 도시하고 있다.

보호막(100)

은 화학적 기상 증착 챔버(670) 내에 위치되고 본원에 기재된 화학적 기상 증착 중 하나 이상의 형태로 처리될
수 있다.

단계(460)에 의해서, 보호막(100)이 CVD에 의해 코팅되어 보호막의 표면상에 습윤성 물질을 제공할

수 있다.
[0178]

도 4h는 용기(680)내에 포장된 하이드로겔 물질(120HG)을 포함하는 보호막(100)을 도시하고 있다.
균처리될 수 있으며, 용기(580)내에 습식 또는 건식,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포장될 수 있다.
막은 용기 내에 염수를 포함하는 유체와 함께 위치될 수 있다.
(680) 내에 건식 포장될 수 있다.

보호막은 살

예를 들어, 보호

대안적으로, 보호막(100)은 예를 들어, 용기

단계(480)에 의해서, 보호막(100)이 용기(680) 상에 위치되고 용기가 밀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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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0179]

방법(400)에서 예시되는 특정의 단계들은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보호막을 제조하는 특정의 방법을 제공함을
인지해야 한다.

단계들의 다른 순서가 또한 대안적인 구체예에 따라서 수행될 수 있다.

대안적인 구체예는 상이한 순서로 상기 개괄된 단계들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또한, 예시된 개별적인 단계들은 그

개별적인 단계에 적절하게 다양한 시퀀스로 수행될 수 있는 다중 서브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단계들은 특정의 적용에 따라서 추가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또한, 추가의

당업자는 많은 변화, 변형 및 대안을 인식할 것이

다.
[0180]

눈물 액체를 펌핑하기 위한 콘택트 렌즈를 포함하는 보호막(100)을 제조하는 방법(500)은 하기 단계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0181]

505- 커플링 구성요소을 위한 제 1 모울드를 제공하는 단계

[0182]

510- 제 1 모울드내로 제 1 유동성 물질을 주입하는 단계

[0183]

515- 제 1 커플링 구성요소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제 1 유동성 물질을 경화시키는 단계

[0184]

520- 제 1 모울드로부터 제 1 커플링 구성요소을 제거하는 단계

[0185]

525- 제 2 모울드에 제 1 커플링 구성요소을 넣는 단계

[0186]

530- 제 2 모울드 내로 제 2 경화 가능한 물질을 주입하는 단계

[0187]

535- 제 2 성분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제 2 유동성 물질을 경화시키는 단계

[0188]

540- 제 2 모울도로부터 제 2 성분을 제거하는 단계

[0189]

545- 제 3 모울드에 제 2 성분을 넣는 단계

[0190]

550- 제 3 모울드 내로 제 3 유동성 물질을 주입하는 단계

[0191]

555- 보호막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제 3 유동성 물질을 경화시키는 단계

[0192]

560- 보호막을 제거하는 단계

[0193]

565- 천공을 드릴링하는 단계

[0194]

570- 습윤성 물질로 코팅하는 단계

[0195]

성형된 보호막의 강성도 및 경도는 물질 경도, 모듈러스 또는 두께 중 하나 이상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다.

성

형된 보호막은, 예를 들어, 외부 주변보다 더 강성인 내부 중심을 지니는 보호막을 포함하고, 중심이 가장자리
보다 더 두꺼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막은 외부 부분보다 더 두꺼운 내부 부분을 지니는 단일 조각 보호막

을 포함하여 내부 부분이 외부 부분보다 더 강성이게 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또는 조합적으로, 광학적으로 투

명한 내부 부분이 성형될 수 있고; 내부 부분이 모울드에 위치되며, 보호막이 성형되어 내부 부분 둘레에 외부
부분을 형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성형된 내부 부분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물질(110M2)의 층(110L2),

및 층(110L2) 둘레에 성형된 층(110L1) 또는 층(110L3)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0196]

방법(500)에서 예시되는 특정의 단계들은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보호막을 제조하는 특정의 방법을 제공함을
인지해야 한다.

단계들의 다른 순서가 또한 대안적인 구체예에 따라서 수행될 수 있다.

대안적인 구체예는 상이한 순서로 상기 개괄된 단계들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또한, 예시된 개별적인 단계들은 그

개별적인 단계에 적절하게 다양한 시퀀스로 수행될 수 있는 다중 서브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단계들은 특정의 적용에 따라서 추가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또한, 추가의

당업자는 많은 변화, 변형 및 대안을 인식할 것이

다.
[0197]

임상 연구를 수행하였고, 본원에 기재된 구체예에 따라 눈이 깜박이면서 렌즈 아래의 눈물의 펌핑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당업자는 보호막의 아래에서 눈물 액체를 펌핑하여 PRK 후에 각막 상에 위치시키기 위한 연

장된 착용 콘택트 렌즈 또는 보호막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여 시력을 개선시키고 재상피화를 촉진시키도록 본원
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보호막(100)의 성질을 실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0198]

본원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유사한 참조 문자는 본 발명에 기재된 기술 및 구체예에 따라서 조합될 수 있는 유
사한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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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9]

특정의 구체예에서, 안과 렌즈를 선택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그러한 방법은 환자의 눈, 즉, 굴절 모양을 제공

하는 상피를 지닌 각막을 지니는 눈의 굴절 이상를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특정의 구체예에서, 안과

렌즈를 선택하는 방법은 환자의 눈의 굴절 이상의 어떠한 구면 성분을 완화시키도록 요망되는 구면 굴절력
(spherical power)을 측정하고; 상이한 구면 굴절력을 지니는 복수의 대안적인 안과 렌즈 중에서 요망되는 구면
굴절력에 상응하는 안과 렌즈를 확인함을 포함한다.

이어서, 확인된 안과 렌즈가 선택되고 환자의 눈에 적용

되어 구면굴절이상(spherical refractive error)을 교정할 수 있다.

확인된 안과 렌즈는 요망되는 옵티컬 파워

에 상응하는 전방 표면을 지니며, 전방 표면은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을 따라서 연장된다.
[0200]

안과 렌즈는 구면굴절이상을 교정하는 내부 부분과 시각 조직(optical tissue)과 접촉하는 주변 부분을 지닌다.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은 변형 가능하며, 안과 렌즈의 주변 부분도 변형 가능하다.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은

주변 부분의 모듈러스 및 강성도보다 더 큰 모듈러스 및 강성도를 지닌다. 안과 렌즈의 주변 부분은 눈의 광학
적 부위와 정렬되어 내부 부분을 지지하도록 광학적 부위 외부의 눈과 맞물리기에 적합한 모양을 지닌다.

특정

의 구체예에서, 주변 부분은 상피와 같은 눈의 조직과 맞물리고 눈의 광학적 부위와 관련하여 안과 장치의 운동
을 억제하거나 최소화하도록 구성된다.

특정의 구체예에서, 내부 부분, 주변 부분, 또는 내부 부분과 주변 부

분 둘 모두가 눈이 깜박일 때 변형될 수 있거나 휘어질 수 있다.
[0201]

특정의 구체예에서, 상피의 굴절 모양은 눈의 광학적 부위를 가로질러 연장되어서 굴절이상이 난시 및/또는 고
위 광학적 수차를 포함하게 한다.

그러한 구체예에서, 눈에 인접한 광학적 부위를 가로질러 연장되는 후방 표

면은 난시 및/또는 고위 수차를 완화시키도록 굴절 모양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요망되는 안과

렌즈의 선택은 안과 렌즈의 주변 부분이 안과 장치의 후방 표면과 은의 표면, 예컨대, 상피 사이의 렌즈 모양
용적을 유지시키기에 적합한 모양을 지닌다.

눈 상의 안과 장치의 정위 전에, 그 동안에 및/또는 그 후에, 렌

즈 모양 용적은 눈물 유체로 충전되어서, 안과 렌즈의 전방 모양이 굴절이상을 교정하게 한다.

따라서, 특정의

방법으로, 안과 렌즈를 선택하는 것은 눈물 유체가 눈의 후방 표면과 굴절 모양 사이의 렌즈 모양 용적을 충전
하여 난시 및/또는 고위 수차를 완화시키도록 주변 부분이 적합한 모양을 지니게 수행된다.

눈물 유체가 콘택

트 렌즈와 눈 사이에 위치되고, 렌즈가 눈물 유체의 굴절률과 충분히 가까운 굴절률을 지니는 경우에, 눈의 굴
절은, 적어도 후방 표면이 렌즈에 먼저 접촉되고/거나 콘택트 렌즈가 눈 상에 배치되어 유지되는 때에는, 후방
표면의 모양 및/또는 렌즈 모양 용적과는 대체로 무관할 수 있다.

특정의 방법으로, 안과 렌즈를 확인하는 것

은 난시의 굴절력; 및 눈의 광학적 축에 대한 난시의 배향, 및/또는 고위 수차의 강도 및/또는 고위 수차의 유
형의 그룹 중 적어도 일원과는 무관하다. 눈의 후방 표면에 의해서 한정되는 렌즈 모양 용적 및 눈물 유체로 충
전되는 굴절 모양의 결과로, 안과 장치의 축 또는 위치를 눈과 배향시키는 것이 필요 없다.
[0202]

본 발명에 의해서 제공되는 안과 렌즈는 또한 노안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노안을 치료하는 방법

은, 예를 들어,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이 눈의 각막의 광학적 부위 상에 배치되도록 눈 상에 안과 렌즈를 정위
시키고, 안과 렌즈의 주변 부분과 광학적 부위 외부의 눈의 조직 사이에 맞물림에 의해서 안과 렌즈의 내부 부
분을 지지시킴을 포함한다.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과 안과 렌즈의 주변 부분은 변형 가능하여 내부 부분이 주

변 부분의 모듈러스 및 강성도보다 더 큰 모듈러스 및 강성도를 지니게 할 수 있다.
내부 부분은 노안-완화 굴절 모양을 포함한다.

노안을 교정하기 위해서,

특정의 구체예에서, 노안-완화 모양은 애드 부위(add region),

다초점 모양, 구면 모양 및 이들 중 어느 것의 조합으로부터 선택된다.

특정의 구체예에서, 주변 부분은 눈의

조직, 예컨대, 상피와 맞물리도록 구성된 하나 이상의 곡률반경을 포함하여 각막의 광학적 부위에 관한 내부 부
분의 운동을 억제하거나 최소화시킨다.
성되는 렌즈 모양 용적을 한정한다.

안과 렌즈의 전방 부분과 눈의 후방 표면은 눈물 유체로 충전되도록 구

눈물 유체의 충전 및/또는 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변 부위의 두께를

통해서 연장되는 복수의 천공이 주변 부위에 배치될 수 있다.
양 용적을 통한 눈물 유체의 이동을 촉진하도록 배치된다.

천공은, 안과 렌즈의 운동과 결부되어, 렌즈 모

본 발명에 의해서 제공된 안과 렌즈를 사용하여 노

안을 치료하는 그러한 방법은 눈에 대한 안과 렌즈의 정밀한 정렬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0203]

유사하게, 눈이 눈의 광학적 부위를 가로질러 연장되는 굴절 모양을 제공하는 상피를 지닌 각막을 지니는 경우
에서, 눈의 굴절이상, 예컨대, 난시 및/또는 구면 수차를 교정하는 방법이 또한 제공된다.

굴절이상을 교정하

는 방법은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이 각막의 광학적 부위 상에 배치되게 안과 렌즈를 정위시키는데, 정위된 안과
렌즈의 부방 표면이 눈과 인접되어 연장되고 상치의 굴절 모양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양을 지녀서, 렌즈 모양 용
적이 후방 표면과 상피 사이에 배치되게 하여 안과 렌즈를 정위시킴을 포함한다.

안과 렌즈의 주변 부분은 주

변 부분의 두께를 통해서 연장되며 렌즈 모양 용적과 안과 렌즈의 후방(외부) 표면 사이에서 눈물 유체가 통과
하게 하는 복수의 천공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구체예에서, 정위된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은 안과 렌즈의

주변 부분과 눈의 조직, 예컨대, 광학적 부위 외부의 상피의 맞물림에 의해서 지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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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의 내부 부분을 지지하고, 눈의 광학적 부위와 관련하여 내부 부분의 운동을 억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눈물 유
체로 렌즈 모양 용적을 충전시키는 것을 촉진하도록 구성된다.
[0204]

천공은 안과 렌즈의 광학적 부위 외부에 그리고 안과 렌즈의 주변 부분과 눈의 조직 사이의 맞물림 부위의 안쪽
으로 배치될 수 있다.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과 주변 부분은 변형 가능하고, 예를 들어, 눈꺼풀의 운동시에 및

/또는 상피 부위의 국소적인 돌출시에 통증을 억제하도록 변형 가능하여, 내부 부분이 주변 부분의 모듈러스 및
강성도보다 큰 모듈러스 및 강성도를 지니게 한다.

특정의 구체예에서,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과 외부 부분의

변형성은 눈의 깜박거림이 천공을 통한 렌즈모양 용적 내외로의 눈물 유체의 흐름을 유도하도록, 그리고, 눈이
깜박거리지 않을 때는 내부 부분이 눈의 굴절이상을 교정하는 모양을 유지하도록 구성된다.
[0205]

특정의 구체예에서, 주변 부분은 눈의 표면과 맞물리고, 그에 의해서 눈의 광학적 부위와 관련하여 내부 부분의
운동을 견디도록 구성된 하나 이상의 곡률반경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특정의 구체예에서, 주변 부분이 복수

의 곡률반경을 포함하고, 여기서, 곡률반경은 안과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주변을 향해서 더 작아지게 한다.

특

정의 구체예에서, 주변 부분과 맞물림 부위를 따른 눈의 조직 표면 사이의 맞물림이 깜박이는 동안 각막에 대해
내부 부분의 측면 운동을 억제한다.
[0206]

특정의 구체예에서, 본 발명에 의해서 제공되는 굴절이상을 교정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전방 표면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때에, 약 0.5D 이상, 약 1.0D 이상, 및 특정의 구체예에서는, 약 1.5D 이상의 난시이상의 범위 전
체에 걸쳐서 렌즈모양 용적의 모양에 실질적으로 무관하게, 굴절이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눈의 가시 축에 대한
안과 렌즈의 회전 배향과 무관하다.

[0207]

본 발명에 의해서 제공되는 방법은 추가로 눈의 상피의 모양을 재형성시키는 방법을 포함한다.

특정의 구체예

에서, 상피의 상대적인 모양을 광학적으로 재형성시키는 방법은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이 각막의 광학적 부위
상에 배치되도록 눈 상에 안과 렌즈를 정위시키는데, 정위된 안과 렌즈의 후방 표면이 눈에 인접하여 연장되고
상피의 굴절 모양으로부터 분기되는 모양을 지녀서 렌즈모양 용적이 그 사이에 배치되게 하여 안과 렌즈를 정위
시키고; 유체가 렌즈모양 용적을 충전시키고 안과 렌즈의 전방 표면을 통해서 눈으로 볼 때에 굴절이상을 완화
시키도록 안과 렌즈의 주변 부분과 광학적 부위 밖의 눈 사이의 맞물림에 의해서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을 지지
시킴을 포함한다.

눈의 굴절이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상피의 모양을 재형성시키는 방법에서, 안과 렌즈는 흔히

(항상은 아니지만) 천공을 포함하지 않는다.

안과 렌즈의 후방 표면은 구면 굴절력을 교정하기 위한 굴절 모양

을 한정하고, 눈 상에 정위되는 때에 눈의 표면에 의해서 렌즈모양 용적을 한정한다.

때로는, 상피 및/또는 눈

의 하부 조직은 광학적 부위 상에 배치된 렌즈모양 용적을 충전시킬 수 있거나, 달리, 그의 일부, 대부분, 또는
모두를 점유할 수 있다.

다른 구체예에 의한 바와 같이, 상피의 모양을 재형성시키는데 사용하기 위한 안과 렌

즈는 변형 가능한 내부 부분 및 변형 가능한 주변 부분을 포함하여 내부 부분이 주변 부분의 모듈러스 및 강성
도보다 큰 모듈러스 및 강성도를 지니며 주변 부분이 눈의 조직 표면과 맞물리고 각막의 광학적 부위에 관한 내
부 부분의 측면 운동을 억제하도록 구성되게 한다.
[0208]

특정의 구체에에서, 상피의 굴절 모양을 재형성시키는 방법은, 약 0.5D 이상, 약 1.0D 이상, 및 특정의 구체예
에서는, 약 1.5D 이상의 난시이상의 범위 전체에 걸쳐서 렌즈모양 용적의 모양에 실질적으로 무관하게, 전방 표
면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때에 굴절이상을 완화시키고, 눈의 가시 축에 대한 안과 렌즈의 회전 배향과
무관하다.

[0209]

추가로, 안과 렌즈가 눈으로부터 제거되는 때에, 상피의 광학적 재형성은 눈으로부터의 안과 렌즈의 제거 후 약
8 시간 이상, 약 24 시간 이상, 및 특정의 구체예에서는 약 48 시간 이상에서 약 1½D 이상만큼 눈의 굴절이상
을 완화시킨다.

[0210]

본 발명에 의해서 제공되는 특정의 구체예는 환자들의 집단의 눈의 굴절이상을 교정하기 위한 대안적으로 선택
가능한 안과 렌즈의 세트를 포함한다.

그러한 안과 렌즈의 세트가 본원에서 개시된 방법에서 사용될 수 있다.

복수의 대안적인 안과 렌즈는 상이한 굴절 교정을 나타내는 상이한 구면 굴절력을 지닌다.

복수의 대안적인 안

과 렌즈의 각각은 관련된 요망되는 구면 굴절력에 상응하는 전방 표면과 안과 렌즈의 주변 부분을 포함하며, 상
기 전방 표면은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을 따라서 연장되고,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은 변형가능하며, 상기 안과
렌즈의 주변 부분은 내부 부분으로부터 방사상 외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주변 부분은 내부 부분의 강성도보다
작은 강성도를 지니고 광학적 부위 외부의 조직과 맞물리도록 구성되어 광학적 부위와 정렬된 상태로 내부 부분
을 지지한다.
[0211]

특정의 구체에에서, 본 발명에 의해서 제공된 방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안과 렌즈는 눈의 각막의 광학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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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에 배치되도록 구성된 내부 부분, 및 광학적 부위의 외부에 배치된 눈의 조직, 예컨대, 상피의 주변 부분
사이에서 맞물림에 의해서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을 지지하도록 구성된 주변 부분을 포함한다.

내부 부분과 주

변 부분은 변형 가능하여 내부 부분의 모듈러스 및 강성도가 주변 부분의 모듈러스 및 강성도보다 더 높다.

특

정의 구체예에서, 주변 부분은 하나 이상의 곡률반경을 포함하고, 그에 의해서, 깜박이는 동안에 주변 부분이
각막의 광학적 부위에 관해서 내부 부분의 운동을 억제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서 눈의 표면 조직과 맞물린다.
[0212]

노안 치료의 경우에,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은 노안-완화 굴절 모양을 포함하는 내부 부분을 따라 연장되는 표
면을 포함한다.

[0213]

구면 굴정이상의 치료의 경우에, 안과 렌즈의 내부 부분을 따라 연장되는 표면은 구면 굴정이상을 교정하도록
구성된 모양을 포함한다.

[0214]

특정의 구체예에서, 내부 부분은 비-구면 굴절이상, 예컨대, 난시이상, 다초점 이상, 고위 수차, 및 통상의 광
학적 교정 함수, 예컨대, 핀홀(pin hole)을 교정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215]

본 발명에 의해서 제공되는 특정의 구체예는 커플링 구성요소과 커플링 구성요소을 포함하는 보호막을
포함하고, 커플링 구성요소은 제 1 모듈러스를 지니는 제 1 물질을 포함하고, 커플링 구성요소은 제 2 모듈러스
를 지닌 제 2 물질을 포함하고, 여기서, 제 1 모듈러스는 제 2 모듈러스보다 크다.

도 5는 커플링 구성요소

(501) 및 커프링 성분(502)을 포함하는 보호막(500)을 도시하고 있다.
[0216]

특정의 구체예에서, 보호막(500)은 약 9mm 내지 약 16mm, 특정의 구체예에서, 약 10mm 내지 약 15mm, 및 특정의
구체예에서, 약 12mm 내지 약 14mm의 직경(510)을 지닌다.

[0217]

특정의 구체예에서, 커플링 구성요소(501)은 약 150㎛ 내지 약 500㎛, 약 200㎛ 내지 약 400㎛, 및 특정의 구체
예에서, 약 250㎛ 내지 약 350㎛의 중심 두께를 포함한다.

[0218]

특정의 구체예에서, 광학적 구성요소(501)는 제 1 두께(505)를 지닌 제 1 물질 및 제 2 두께(503)를 지닌 제 2
물질을 포함한다.

그러한 구체예에서, 제 2 물질은 광학적 구성요소(501)의 내부 표면, 예를 들어, 각막과 대

면하는 표면상에 배치될 수 있고, 커플링 구성요소(502)를 형성시키는 물질과 동일한 물질일 수 있다.

제 2 물

질은 약 5㎛ 내지 약 60㎛, 약 10㎛ 내지 약 50㎛, 및 특정의 구체예에서, 약 20㎛ 내지 약 40㎛의 두께(503)를
지닐 수 있다.

그러한 구체예에서, 광학적 구성요소(501)가 두 가지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에, 광학적 구성요소

의 전체 두께는 약 100㎛ 내지 약 550㎛, 약 200㎛ 내지 약 450㎛, 및 특정의 구체예에서, 약 250㎛ 내지 약
350㎛일 수 있다.
[0219]

특정의 구체예에서, 광학적 구성요소(501)는 약 10 MPa 내지 약 70 MPa, 약 20 MPa 내지 약 60 MPa, 약 20 MPa
내지 약 50 MPa, 및 특정의 구체예에서, 약 30 MPa 내지 40 MPa의 모듈러스를 지니는 광학적으로 투명한 물질을
포함한다.

[0220]

광학적 구성요소(501)는 시력을 교정하도록 구성될 수 있거나 시력을 교정하도록 구성되지 않을 수 있다.

[0221]

특정의 구체예에서, 광학적 구성요소(501)는 실리콘, 실리콘 하이드로겔, 및 이들의 조합물로부터 선택된 물질
을 포함한다.

특정의 구체예에서, 광학적 구성요소(501)는 실리콘, 특정의 구체예에서, 실리콘 하이드로겔, 및

특정의 구체예에서, 실리콘과 실리콘 하이드로겔의 조합물을 포함한다.
[0222]

특정의 구체예에서, 광학적 구성요소(501)는 약 150㎛ 내지 약 500㎛의 중심 두께, 약 3mm 내지 약 9mm의 직경,
약 7mm 내지 약 12mm의 곡률반경, 및 약 20MPa 내지 약 50MPa의 모듈러스를 포함한다.

[0223]

특정의 구체예에서, 커플링 구성요소(502)는 광학적 구성요소(501)로부터 외부 주변(504)으로 연장되며,
여기서, 광학적 구성요소(501)와의 접합부에서의 두께는 광학적 구성요소(502)의 두께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외부 주변(504)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테이퍼링되어 있으며, 여기서, 주변부에서 커플링 구성요소의 두께는 약 5
㎛ 내지 약 60㎛, 약 10㎛ 내지 약 50㎛, 및 특정의 구체예에서는 약 20㎛ 내지 약 40㎛이다.

[0224]

특정의 구체예에서, 커플링 구성요소(502)는 하나 이상의 곡률반경(512)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특정의 구체

예에서, 커플링 구성요소(502)는 단일의 곡률반경을 포함하고, 특정의 구체예에서는, 커플링 구성요소(502)는
하나 이상의 곡률반경, 예컨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는 일곱 이상의 곡률반경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곡률반경은, 예를 들어, 약 5mm 내지 약 15mm, 약 6mm 내지 약 13mm, 약 7mm 내지 약 12mm, 및 특정의 구체예
에서는, 약 6mm 내지 약 10mm일 수 있다.

커플링 구성요소(502)를 특징짓는 하나 이상의 곡률반경은 광학적 구

성요소(501)의 곡률반경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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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특정의 구체예에서, 커플링 구성요소(502)는 약 0.05 MPa 내지 약 4 MPa, 약 0.1 MPa 내지 약 3 MPa, 약 0.1
MPa 내지 약 2 MPa, 및 특정의 구체예에서는 약 0.2 MPa 내지 약 1.5 MPa의 모듈러스를 지니는 물질을
포함한다.

[0226]

특정의 구체예에서, 커플링 구성요소(502)는 실리콘, 실리콘 하이드로겔 및 이들의 조합물로부터 선택된 물질을
포함한다,

특정의 구체예에서, 커플링 구성요소는 실리콘, 특정의 구체예에서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및 특정

의 구체예에서는, 실리콘과 실리콘 하이드로겔의 조합물을 포함한다.
[0227]

특정의 구체예에서, 커플링 구성요소(502)는 커플링 구성요소의 두께를 통해서 연장되는 복수의 천공(509)을 포
함한다.

커플링 구성요소(502)는, 예를 들어, 1 내지 약 30개의 천공, 1 내지 약 20개의 천공, 및 특정의 구체

예에서는, 약 1 내지 약 10개의 천공을 포함할 수 있다.
떠한 적합한 모양을 지닐 수 있다.

천공(509)은 눈물 유체의 배출을 제공하도록 하는 어

적합한 모양은, 예를 들어, 원형, 타원형, 계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슬

롯 또는 이들 중 어떠한 것의 조합을 포함한다.

복수의 천공(509)의 각각은 동일한 모양을 지닐 수 있거나 천

공들 중 적어도 일부가 상이한 모양을 지닐 수 있다.

특정의 구체예에서, 천공은 약 50 ㎛ 내지 약 700 ㎛, 약

100 ㎛ 내지 약 500 ㎛, 및 특정의 구체예에서는, 약 200 ㎛ 내지 약 400 ㎛의 최대 치수(구멍 크기)를 지닌다.
천공의 각각은 동일한 최대 치수를 지닐 수 있거나, 천공들 중 적어도 일부는 상이한 치수를 지닐 수 있다.
[0228]

특정의 구체예에서, 커플링 구성요소(502)는 천공을 포함하지 않는다.

[0229]

특정의 구체예에서, 커플링 구성요소(502)는 광학적 구성요소(501)의 두께로부터 커플링 구성요소의 주변부
(504)에서의 약 30㎛의 두께까지 테이퍼링되는 두께; 약 7 mm 내지 약 12 mm의 복수의 곡률반경을 포함하고; 약
0.1 MPa 내지 약 2 MPa의 모듈러스를 지니는 물질을 포함한다.

커플링 구성요소(502)가 복수의 곡률반경(512)

을 포함하는 구체예에서, 곡률반경은 광학적 구성요소로부터 주변부를 향해서 감소한다.
[0230]

광학적 구성요소(501)와 커플링 구성요소(502)를 포함하는 보호막은 눈의 조직, 예컨대, 상피에 밀봉부를 제공
하도록 구성되어서 눈 상의 광학적 구성요소의 이동을 억제한다.

[0231]

도 6a 내지 도 6c는 난시 눈 상에 정위된 다양한 렌즈를 도시하고 있다.

도 6a 내지 도 6c의 각각에 대해서,

왼쪽 이미지는 제 1 방사부의 형태를 도시하고 있으며, 오른쪽 이미지는 비구면 돌출부(608)에 상응하는 제 2
방사부의 형태를 도시하고 있다.

도 6a에서, 제 1 방사부에 상응하는 형태는 눈(601)의 광학적 표면 및 망막

(605) 상에 초점을 제공하는 연질 굴절 렌즈(603)를 포함한다.

도 6a의 오른쪽 이미지에서,

망막 상에 초점이 형성되지 않는 상이한 굴절 모양(602)에 상응한다.

연질의 순응성 안과 렌즈(604)는 모양

(602)에 순응하고, 그에 의해서, 비-구면 수차를 교정하는 것을 실패한다.
즈(606)을 사용한 비구면 교정을 도시하고 있다.
양(601) 및 모양(602)에 상응한다.

제 2 방사 방향은

도 6b는 경질의 비-순응성 안과 렌

또한, 제 1 방사부 및 제 2 방사부는 각각 상이한 광학적 모

경질의 안과 렌즈(606)가 시력을 교정하고 있지만, 렌즈는 눈의 비대칭 프

로필을 교정하도록 배향되어야 한다.

도 6c는 본 발명에 의해서 제공되는 안과 렌즈 및 방법을 사용한 비-구면

수차의 교정을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있다(간단히 하기 위해서 눈의 주변 부분과 광학적 부위 외부의 렌즈가 생
략된다).

본 발명에 의해서 제공되는 안과 렌즈는 눈(602)의 광학적 표면과 안과 렌즈(607) 사이에 렌조모양

용적을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모듈러스 및 강성도를 지닌다.
이 눈물 유체로 충전되도록 구성된다.

노안의 교정의 경우에, 안과 렌즈는 렌즈모양 공간

인지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구면 광학적 수차를 교정하도록 안과 렌

즈(607)를 배향시킬 필요가 없다.
[0232]

본 발명에 의해서 제공되는 보호막은, 예를 들어, 상피 치유, 난시의 구면 교정, 노안의 해결, 상피 재성형, 및
건조한 눈를 포함한 많은 안과 적용에서 플랫폼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0233]

특정의 구체예에서, 보호막은 상피 치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상피 결함은, 예를 들어, PRK,

각막염(filamentary keratitis), 증발성 눈 건조, 또는 눈의 물리적인 손상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다.

이들

및 다른 적용에서 시력이 교정된다.
[0234]

환자의 눈 상에 정위되는 때에, 보호막의 내부 표면과, 예를 들어, 각막, 보우만 막, 및/또는 상피를 포함할 수
있는 눈의 외부 표면이 상피의 치유 및/또는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챔버를 한정할 수 있다.

그러한

적용에서, 보호막은 수분 함량을 조절하고 높은 Dk를 나타내어 연장된 착용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의해서 제공되는 보호막 및 방법을 사용하면, PRK 수술후의 완전한 상피 재성장이 약 48 시간, 약 72 시
간, 96 시간 이내에 및 특정의 환자의 경우에서는, PRK 후 1주일 이내에 발생할 수 있다.
[0235]

각막 난시의 구면 교정에 사용되는 때에, 본 발명에 의해서 제공되는 보호막 및 방법은 가스 투과성 렌즈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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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개선된 편안함, 연질 콘택트 렌즈에 비해서 향상된 시력, 및 원환체 및 GP 렌즈에 비해서 감소된 피팅 시
간(fitting time)의 이점을 나타낸다.

보호막 및 방법은, 특정의 구체예에서, 95% 초과의 난시이상, 불규칙한

난시, 예컨대, 외상 또는 PK에 의해서 유도된 난시 및 초기 원추각막(early kerotoconus)를 교정할 수 있다.
[0236]

특정의 구체예에서, 보호막은 시력을 교정하는 광학적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따라서, 구면 교정에 추가로, 광

학적 구성요소는 다초점, 고위 수차 또는 통상의 광학적 설계, 예컨대, 핀홀을 지지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237]

상피 재성형 적용에서, 본 발명의 보호막 및 방법은 착용 동안 상피를 재성형시키고, 보호막이 눈으로부터 제거
된 후 장시간 동안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보호막이 사

용되어 눈의 주변부를 향해서 상피를 유도하고 더 편평한 중심 곡선을 생성시킬 수 있다.

원시를 교정하기 위

해서, 보호막이 사용되어 눈의 중심을 향해서 상피를 유도하고 더 가파른 중심 곡선을 생성시킬 수 있다.

특정

의 구체예에서, 보호막이 사용되어 비구면 광학으로 성형함으로써 각막상의 요망되는 위치 또는 위치들을 향해
서 상피를 유도함으로써 시력 교정을 위한 멀티포컬방식(mulitfocality)을 유도할 수 있다.

상피 재성형을 통

한 멀티포컬방식의 유도는 노안 및 근시의 시력을 교정하기에 유용할 수 있다.
[0238]

본 발명에서 제공되는 보호막 및 방법은 또한 건조한 눈을 처리하기에 유용할 수 있다.

그러한 적용에서, 보호

막 물질은 낮은 수분 함량 및 낮은 수분 흡수율을 지니는 실리콘과 같은 물질을 포함하며, 눈으로부터의 수분
증발이 조절될 수 있고, 눈물 또는 윤활제 축적이 유지될 수 있다.
[0239]

실시예

[0240]

본 발명에 의해서 제공되는 구체예가 하기 실시예를 참조로 추가로 예시되며, 그러한 실시예는 본 발명에 의해
서 제공되는 특정의 안과 렌즈의 사용을 기재하고 있다.

당업자에게는 물질 및 방법 둘 모두에 대한 많은 변경

이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실행될 수 있음이 자명할 것이다.
[0241]

실시예 1

[0242]

근시를 지닌 대상자에 대해서 특징적인 -2.63 디옵터(OD) 및 -2.13 디옵터(OS)의 광학적 교정을 필요로 하는 대
상자가 안과 렌즈를 양 눈에 (매우 대체적으로) 약 40 시간 동안 착용하였다.
곡률반경이 표 1에 제공되어 있다.

안과 장치에 대한 내부 및 주변

약 40 시간 후에, 안과 렌즈를 제거하고, 시력을 교정하기에 필요한 광학적

교정 (디옵터)의 양을 다양한 시점에서 측정하였다.

안과 렌즈가 대상자로부터 제거된 후에 요구되는 광학적

교정(디옵터)의 양이 표 1에 나타내져 있다.
[0243]

표 1. 안과 렌즈 착용 후에 요구된 광학적 교정 (디옵터)의 양

[0244]
[0245]

*NM = 측정하지 않음

[0246]

실시예 2

[0247]

원시를 지닌 대상자에 대해서 특징적인 +0.13 디옵터(OD) 및 +0.25 디옵터(OS)의 광학적 교정을 필요로 하는 대
상자가 안과 렌즈를 오른쪽 눈에 (매우 대체적으로) 약 35 시간 동안 착용하였고 왼쪽 눈에는 (매우
대체적으로) 약 17 시간 동안 착용하였다.

안과 장치에 대한 내부 및 주변 곡률반경이 표 2에 제공되어 있다.

대체로 상기 특정된 시간 후에, 안과 렌즈를 제거하고, 시력을 교정하기에 필요한 광학적 교정 (디옵터)의 양을
다양한 시점에서 측정하였다.

안과 렌즈가 대상자로부터 제거된 후에 요구되는 광학적 교정 (디옵터)의 양이

표 2에 나타내져 있다.
[0248]

표 2. 안과 렌즈 착용 후에 요구된 광학적 교정 (디옵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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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9]
[0250]

*NM = 측정하지 않음

[0251]

예시적인 구체예가 예시에 의해서 그리고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약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당업자는 다양
한 변형, 개조 및 변화가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구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0252]

첨부 1

[0253]

표 B1

[0254]
[0255]

표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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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6]

더 편평한 주변 설계

[0257]
[0258]

표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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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

*이전 곡선과 탄젠트될 수 없다(외부 곡선을 삽입하여 이를 치솟게 할 수 있다)

[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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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1]

표 B4

[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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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aa

도면1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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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c

도면1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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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e

도면1af

도면1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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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h

도면1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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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j

도면1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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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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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m

도면1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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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o

도면1ap

도면1aq

도면1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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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s

도면1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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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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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v

도면1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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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x

도면1ay

도면1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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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a

도면2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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