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6

     A61F 9/007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11월01일

10-0525498

2005년10월25일

(21) 출원번호 10-1999-7005060 (65) 공개번호 10-2000-0069353

(22) 출원일자 1999년06월07일 (43) 공개일자 2000년11월25일

번역문 제출일자 1999년06월07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1998/010582 (87) 국제공개번호 WO 1999/17691

국제출원일자 1998년05월21일 국제공개일자 1999년04월15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

체고비나, 바르바도스, 불가리아, 브라질, 벨라루스, 캐나다, 스위스, 중국, 쿠바,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영국, 그루지야, 헝가리, 이스라엘, 아이슬랜드, 일본, 케

냐, 키르키즈스탐, 북한,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세인트루시아, 스리랑카, 리베이라, 레소토, 리

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몰도바, 마다가스카르, 마케도니아공화국, 몽고, 말라위, 멕

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맨, 터어키, 트리니아

드토바고, 우크라이나,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러시아, 수

단, 스웨덴, 싱가포르, 가나, 감비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기니 비사우, 시에라리온, 세르비

아 앤 몬테네그로,

AP ARIPO특허 : 케냐, 레소토, 말라위, 수단, 스와질랜드, 우간다, 감비아, 짐바브웨, 가나,

EA 유라시아특허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탐, 카자흐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맨,

E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

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핀란드, 사이프러스,

OA OAPI특허 : 부르키나파소, 베닌, 중앙아프리카, 콩고, 코트디브와르, 카메룬, 가봉, 기니,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

(30) 우선권주장 08/946,975 1997년10월08일 미국(US)

(73) 특허권자 라스 홀딩 코포레이션

미합중국 텍사스 75206 달라스 슈트 1770에이 노쓰 센트럴 익스프레스웨이 5910

(72) 발명자 샤카르로날드에이.

미국텍사스75252달라스윈딩크리크로드7224

(74) 대리인 백덕열

이태희

심사관 : 김희승

(54) 노안 및 다른 안과 질환의 치료를 위한 공막의 인공 기관

등록특허 10-0525498

- 1 -



요약

  노안은 눈의 경선에 대해 횡방향으로 눈의 공막의 조직내에 형성된 다수의 기다란 포켓들내에, 상기 포켓의 내벽에 맞대

어 배치되는 내측 표면과 상기 내측 표면상의 융기부를 가진 기다란 기부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융기부가 기부 부재의 큰

쪽의 치수의 적어도 일부분을 따라 연장하도록 된 인공 기관을 이식함에 의해 치료된다. 이식된 인공 기관의 결합된 효과

는 하측의 모양체와 함께 공막을 영향력있는 영역으로 팽창시키는 모양체 위쪽의 영역에 있는 공막상에 반경방향 외측으

로 잡아당기는 힘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모양체의 팽창으로 노안의 모양체 근육의 유효 작동 거리가 회복되어 원근 조절

정도를 증가시킨다. 본 발명에 따라 모양체 근육의 유효 작동 거리를 증가시킴으로써 원시, 초기 오픈 앵글(open angle)

녹내장 및/또는 눈의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노안, 원시, 초기 오픈 앵글 녹내장 및 눈의 고혈압의 치료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모양체 근육의

유효 작동 거리를 증가시킴에 의해 상기 질병들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모양체 근육의 유효 작동

범위를 증가시킴에 의해 눈의 원근 조절 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다른 거리에 있는 대상물들을 사람의 눈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대상물의 이미지를 망막상에 가능한한 뚜렷

이 초점이 맺어진채 유지되도록 눈의 유효 초점 거리가 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효 초점 거리의 변화는 원근 조절로 알

려져 있고 수정체의 형상 변화에 의해 눈에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원근 조절이 안된 정시안(emmetropic)에서, 수정

체의 곡률은 떨어져 있는 대상물들이 망막상에 뚜렷하게 상이 맺히도록 한다. 원근 조절이 안된 눈에서 근접한 대상물들은

그들의 상들이 망막 표면의 뒤에 형성되므로 망막상에 뚜렷이 초점이 맞추어 지지 않는다. 근접한 대상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수정체의 곡률이 증가되어, 그의 굴절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근접한 대상물의 상을 망막상에 맺히도록 한다.

  수정체의 형상 변화는 눈의 안구 또는 눈알내의 어떤 근육 및 구조물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정체는 눈의 앞쪽 부

분, 동공 바로 뒤에 위치한다. 수정체는 일반적인 양쪽 볼록 광학 렌즈의 형상, 즉 2개의 볼록 굴절면을 가진 원형 단면을

가지며, 광학 렌즈상에 배치되는 것과 같은 형상, 즉 수정체는 2개의 볼록 굴절면을 가진 원형 단면의 형상이고, 눈의 안구

축, 즉 각막의 중심에서 눈알의 뒤쪽 부분의 망막의 유리체로 이어진 직선상에 위치한다. 원근 조절이 안된 사람의 눈에서,

수정체의 뒤쪽면, 즉 유리체에 인접한 표면의 곡률은 앞쪽 표면의 곡률보다 다소 크다. 수정체는 지지체의 중간 구조물로

서 작용하는 홍채 피막에 의해 근접하게 둘러싸여 있다. 수정체 및 그의 피막은 반경방향으로 배향된 매우 많은 탄성 섬유,

내측 단부들이 수정체 피막에 부착되고 외측 단부들은 모양체 근육에 부착된 모양 소대(毛樣 小帶)(zonule), 눈의 외측 지

지체내에 위치한 조직의 근육 링, 및 공막의 원형 조립체에 의해 동공 뒤쪽의 안구 축상에 걸쳐 있다. 모양체 근육은 원근

조절이 안된 눈에서 이완되어 있고 따라서 최대 직경을 취하게 된다. 통상의 원근 조절 이론에 따르면, 헬름홀츠의 이론에

서 유래하는 바대로, 이 상태에서의 비교적 대직경의 모양체 근육은 모양 소대상에 장력을 발생시켜서 모양 소대를 수정체

피막상에서 반경방향 바깥쪽으로 잡아당김으로써, 수정체의 이퀘이터 직경을 약간 증가시키고 안구 축에서의 수정체의 앞

쪽-뒤쪽 치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수정체 피막상의 장력이 수정체를 편평한 상태로 되게 하며 뒤쪽 표면에 대해 앞쪽

표면의 곡률이, 장력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에 비해 어느 정도 작게 된다. 이 상태에서, 수정체의 굴절력은 비교적 작고 떨

어져 있는 대상물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의 초점이 맞게 된다.

  근접한 대상물상에 눈이 초점을 맞추려할 때, 모양체 근육이 수축된다. 통상의 이론에 의하면, 이 수축에 의해 모양체 근

육이 앞쪽 및 안쪽으로 이동되어, 수정체 피막의 이퀘이터상의 모양 소대의 바깥쪽으로의 당김을 해제한다. 이와 같이 모

양 소대의 장력이 감소되면 수정체의 탄성 피막이 수축되어 수정체의 앞쪽-뒤쪽 직경이 증가됨으로써(즉, 수정체가 타원

형으로 됨) 수정체의 안구 힘이 증대된다. 수정체 피막 두께의 국소 해부학적인 차이 때문에, 곡률의 중앙의 앞쪽 반경이

뒤쪽 반경보다 감소하게 된다. 이때가 인접한 대상물들의 상이 망막상에 뚜렷하게 형성되는 눈의 원근이 조절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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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안은 40세 이상의 개인들에게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원근 조절 정도의 전체적인 감소 현상이다. 정상 시력을 가진 사

람에서는, 즉 정시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근접한 대상물들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점차 소실되고, 독서 등의 근접한 시력

을 요구하는 임무들에서는 안경을 필요로 하게 된다.

  종래의 관점에 따르면, 노화된 눈의 원근 조절 정도는 수정체 피막의 탄성의 상실 및/또는 노화된 수정체의 경화증 때문

에 감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양 소대의 반경방향 장력이 모양체 근육의 수축에 의해 완화되는 경우에도, 수정체는 더

큰 곡률을 취하지 않게 된다. 상기 종래의 관점에 따르면, 노안에 대한 원근 조절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치료도

불가능하다. 수정체 및 피막의 탄성의 손실은 불가피한 것이고, 노안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근

거리 작업에 대한 보정 렌즈를 사용하거나, 또는 원거리 시력에 대해서도 보정 렌즈가 요구되어 진다면, 원시 근시 양용 렌

즈를 사용하는 것 뿐이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눈 수술에 어떤 링 및/또는 원형 호 형태의 세그먼트(segment)가 사용되었다. 가요성 및/또는 탄성

재료로 제조되며, 상기 재료의 스트립들의 단부들을 눈알의 뒤쪽 부분, (각막상의) 동일 평면의 뒤쪽 둘레에 결합함에 의해

원래 위치에 부착 또는 마련된 링 및/또는 세그먼트는 공막을 뒤쪽 영역에서 누르도록 사용된다. 공막의 외형에 맞추어지

기에 적합한 금속 지지링이 눈알의 처치중에 일시적인 지지 구조물로서 사용된다. 그러나, 노안의 외과적 치료용으로 사용

되는 그러한 장치들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노안의 치료에 사용되는 인공 기관의 특수한 필요에 적합한 것도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노안의 원근 조절 정도를 증가시켜서, 노안의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안경 렌즈에 대한 필요성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노안의 치료 방법에 대한 요구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노안의 치료는 수정체의 이퀘이터의 평면 근방의 눈의 눈알의 공막에 형성된 포켓내에 이식되는 본 발명의 인공 기관에

의해 편리하게 달성된다. 본 발명의 인공 기관은 기다란 평면부를 가진 기부, 및 상기 기다란 평면부의 적어도 일부분을 따

라 연장하는 융기부를 포함한다. 상기 인공 기관은 기부가 눈알의 중앙에서 바깥쪽방향으로 배향되고, 융기부가 안쪽으로

배향된 상태로 공막 포켓으로 삽입된다. 따라서, 인공 기관의 앞쪽 가장자리는 공막 포켓의 안쪽 가장자리상에 외측으로의

힘을 가하여 그에 부착된 공막의 부분 및 공막 바로 아래의 모양체를 상승시킴으로써 본 발명자의 이론에 따라 모양체 근

육의 작동 거리를 증가시킨다.

  본 발명의 목적은 노안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노화된 눈의 모양체 근육의 유효 작동 거리를 증가시킴으로써 노안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수정체의 이퀘이터 및 모양체 사이의 반경방향 거리를 증가시킴으로써 노안의 치료법을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모양체 근육의 작동 거리를 증가시키는 다수의 인공 기관들을 공막에 이식함으로써 노안의 치

료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원시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초기 오픈 앵글 녹내장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눈의 고혈압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눈의 원근 조절 정도를 증가시키는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들은 이하의 본 발명의 실시예들로부터 명백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인공 기관이 이식된 눈의 등척도(等尺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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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직선형 공막 포켓이 배치된 눈의 정면도,

  도 3은 직선형 공막 포켓이 배치된 눈의 정면도,

  도 4는 도 2의 4-4선의 눈의 단면도,

  도 5는 도 4에서 원 5로 나타낸 영역의 확대도,

  도 6은 편평한 기부를 가진 본 발명의 인공 기관의 장방형 실시예의 평면도,

  도 7은 도 6의 인공 기관의 정면도,

  도 8은 도 6의 인공 기관의 단부 정면도,

  도 9는 기부의 평면이 구부려진 인공 기관의 일 실시예의 평면도,

  도 10은 도 9의 10-10선의 인공 기관의 단부도,

  도 11은 본 발명의 인공 기관의 다른 실시예의 평면도,

  도 12는 도 11의 인공 기관의 정면도,

  도 13은 도 11의 인공 기관의 단부 정면도,

  도 14는 융기부가 기부 부재의 단부 넘어로 연장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평면도,

  도 15는 도 14의 인공 기관의 정면도,

  도 16a는 인공 기관의 기부가 뒤쪽 가장자리쪽으로 경사져 있는 도 14의 인공 기관의 단부 정면도,

  도 16b는 기부가 경사져 있지 않은 도 14,15 및 16a에 나타낸 것과 유사한 인공 기관의 단부 정면도,

  도 17은 인공 기관이 중공형이고 탄성 재료로 제조되어 액체로 충전된 본 발명의 인공 기관의 실시예의 평면도,

  도 18은 도 17의 인공 기관의 정면도,

  도 19는 도 17의 19-19선의 인공 기관의 단면도,

  도 20은 도 17의 인공 기관의 단부 정면도,

  도 21은 기부가 눈알의 곡률과 일치하도록 구부려진 본 발명의 인공 기관의 실시예의 평면도,

  도 22는 도 21의 인공 기관의 정면도, 및

  도 23은 도 21의 인공 기관의 단부 정면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은, 노안에서 나타나는 원근 조절 정도의 손실의 원인에 관련된 것으로서, 본 명세서에 참조된 미국 특허 제

5,354,331호에 개시되어 있는, 본 발명자에 의해 개발된 다른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노안은 눈의 모양

체의 근육의 유효 작동 거리를 증가시킴에 의해 치료된다. 이 치료는 모양체 영역의 공막의 직경을 증가시킴으로써 모양체

근육과 수정체 이퀘이터(equator)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킴에 의해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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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 따르면, 모양체 근육의 유효 작동 거리는 모양체 영역의 공막상에 외측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발생시키도록 설

계된 다수의 인공 기관을 눈의 공막에 외과용으로 형성된 포켓들에 이식함에 의해 증가된다. 공막 포켓들을 배치하기 위한

눈의 연관된 해부학에 대해 도 1 내지 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눈(100)의 최외측 층은 눈알 및 투명한 각막(104)의 대부분

을 둘러싸며, 외막의 앞쪽 부분을 구성하는 백색의, 강한 공막(102)을 포함한다. 각막과 공막의 원형 연결부는 각막윤부

(limbus)(106)이다. 눈의 눈알내에서는, 도 4에 단면도로 나타낸 바와 같이, 수정체(108)는 얇은 막으로 된 피막에 둘러싸

여 있고 눈의 안구 축상의 동공(114)의 중앙의 뒷쪽에 걸쳐있는, 홍채(112)의 바로 뒤쪽에 배치된다. 상기 수정체(108)는

수정체(108)의 이퀘이터(110)에 있는 수정체 피막과 눈의 모양체(116) 사이로 연장하는 모양 소대(zonule)(115)에 걸쳐

있다. 모양체(116)는 공막(102) 바로 아래(즉, 공막(102)의 바로 안쪽)에 놓여 있으며 공막(102)의 내측 표면에 부착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양체(116)는 일반적으로 수정체(108)의 이퀘이터(110)에 의해 한정된 평면(130)에 놓이게 된

다. 또한, 상기 평면(130)은 공막(102)과 교차하도록 연장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각막 윤부(106) 뒤쪽 약 2mm에 위치

된 원형 교차부를 형성한다. 안구의 외측 근육(118)은 눈의 이동을 제어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외측방향으로의 잡아당김은 모양체의 영역에서 공막(102)을 팽창시키도록 그 모양체 영

역의 공막상에 가해진다. 이와 같이 공막(102)이 팽창하면 부착된 모양체(116)가 대응하여 팽창되어 모양체(116)를 수정

체(108)의 이퀘이터(110)의 평면(130)에서, 수정체(108)의 이퀘이터로부터 바깥쪽으로 이동시킨다. 공막(102)은 대략적

으로 수정체(108)의 이퀘이터의 평면으로 팽창된다. 그러나, 모양체(116)의 영역, 즉 수정체(108)의 이퀘이터(110)의 평

면의 앞쪽 또는 뒤쪽의 공막의 영역으로의 공막(102)의 팽창도 본 발명의 범위내이며, 공막(102)의 이러한 팽창은 모양체

(116)를 수정체(108)의 이퀘이터(110)로부터 멀어지게 이동시킨다. 통상, 공막의 팽창은 수정체(108)의 이퀘이터의 평면

(130)의 앞쪽 약 1.5mm에서 그 평면의 뒤쪽의 약 2.5mm, 즉 각막윤부(106)의 앞쪽의 약 0.5mm에서 뒤쪽의 약 4.5mm

의 영역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공막 포켓(120)의 앞쪽의 마진(122)은 공막의 상기 영역에 배치된다.

  본 발명의 인공 기관은 공막 포켓(120)의 앞쪽 마진(122)의 통상의 위치에서 공막에 대해 외측으로 잡아당기도록 설계된

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인공 기관은 공막에 외과용으로 형성된 포켓의 외벽에 대해 배치되기에 적합한 기부를 가진다. 이

기부는 기다란 평면부(planform)를 가지며 수정체(108)의 이퀘이터(110)의 평면(130)과의 교차부에 의해 공막상에 형성

된 원에 대해 원주방향으로 배향된다.

  공막 포켓내의 인공 기관의 위치 및 공막을 팽창시키기 위한 그의 작동을 도 4 및 5에 나타내며, 도 6 내지 8에 도시된 타

입의 인공 기관을 나타낸다.

  인공 기관(200)의 기부 부재(202)는 공막 포켓(120)의 외벽(128)의 내측 표면과 접촉되어 배치되기에 적합한 매끄러운

외측면(212)을 가진다. 인공 기관(200)의 내측 또는 대향 표면(216)에는 기부 부재(202)의 길이 부분의 거의 전 부분을 따

라 연장하는 융기부(214)가 제공된다. 이 융기부(214)는 공막 포켓(120)의 내벽(126)에 맞대어 있다. 따라서, 공막 포켓

(120)의 앞쪽 마진(122)에서의 공막(102)은 그의 본래의 레벨위로 상승된다. 또한, 부착된 모양체(116)는 수정체(108)의

이퀘이터(110)로부터 팽창되어, 모양체 근육의 작동 거리가 증가된다.

  본 발명의 인공 기관의 제 1 실시예가 도 6 내지 8에 도시되어 있다. 도 6은 앞쪽 가장자리(204), 뒤쪽 가장자리(206), 및

측면 단부들(208,210)을 가진 기부 부재(202)를 포함하는 인공 기관(200)의 내측면의 평면도이다. 내측 표면(212)에는

기다란 기부(202)의 큰쪽 치수의 길이를 따라 연장하는 융기부(214)가 제공된다. 도 7은 도 6의 인공 기관의 정면도로서

인공 기관의 편평하고, 매끄러운 외측 표면(216)을 나타낸다. 도 8은 인공 기관의 측면도로서 인공 기관의 외측 표면

(216), 융기부(214) 및 내측 표면(212)상의 노치(218)를 나타낸다.

  도 9 및 10은 안구의 곡률과 일치하도록 구부려진 공막 포켓에 이식되기에 적합한 구부러진 평면부를 가진 본 발명의 인

공 기관을 나타낸다. 도 9 및 10의 인공 기관(300)은, 평면이지만 구부려져 있으며, 앞쪽 가장자리(304), 뒤쪽 가장자리

(306), 및 측면 단부들(308,310)을 가지는 기부(302)를 포함한다. 내측 표면(312)에는 구부려진 기다란 기부(302)의 큰쪽

치수의 길이를 따라 연장하는 융기부(314)를 가진다. 도 11은 도 9의 인공 기관의 단부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인공 기관의

외측 표면(316), 융기부(314) 및 내측 표면(312)상의 노치(314)를 나타낸다. 기부의 곡률은 적어도 각막 윤부(106)에서의

공막 포켓(120)과 인공 기관(300)의 거리에 대해 조정된 공막의 표면, 예컨대 각막윤부(106)에 인접한 구조물의 곡률과

대략적으로 일치되도록 선택된다. 도 3은 도 9 및 10에 도시된 타입의 구부러진 인공 기관(300)을 수용하도록 구부러진

공막 포켓(120)이 제공된 눈의 정면도이다.

  도 11 내지 13은 앞쪽 부분이 융기부에서 앞쪽 가장자리로 경사져 있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11은 앞쪽 가장

자리(404), 뒤쪽 가장자리(406), 및 측면 단부들(408,410)을 가진 기부(402)를 포함하는 인공 기관(400)의 평면도이다.

외측 표면(416)은 매끄럽고 공막 포켓(120)의 외벽(128)의 내측 표면에 맞대어 배치된다. 내측 표면(412)에는 기다란 기

등록특허 10-0525498

- 5 -



부(402)의 큰쪽 치수의 길이를 따라 연장하는 융기부(414)가 제공된다. 도 12는 인공 기관의 편평하고, 매끄러운 외측 표

면(412)을 나타낸 도 11의 인공 기관의 정면도이다. 도 13은 인공 기관(400)의 내측 표면(414)상의 융기부(410) 및 외측

표면(412)을 나타낸 도 11의 인공 기관의 단부를 나타낸다. 이 실시예에서, 융기부(410)는 인공 기관의 앞쪽 가장자리

(404)를 향해 경사져 있다.

  도 14 내지 16은 융기부가 공막 포켓에 인접한 공막의 표면위에 놓여 있고 인공 기관을 안정화시키도록 협력하는 기부

부재의 단부들 넘어로 연장하는 연장부를 포함하는 인공 기관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14는 앞쪽 가장자리

(504), 뒤쪽 가장자리(506), 및 측면 단부들(508,510)을 가진 기부(502)를 포함하는 인공 기관(500)의 평면도이다. 내측

표면(512)에는 융기부(514)가 제공된다. 기부(502)의 단부들(508,510)은 융기부(514)의 단부들 넘어로 약간 연장된다.

따라서, 기부(502)의 단부들(508,510)은 포켓(120)의 단부들 넘어로 연장되어 공막(102)의 표면상에 놓인다. 도 15는 도

14의 인공 기관의 정면도로서 융기부(514)의 단부들 넘어로 연장하는 기부(502)의 단부들(508,510) 및 인공 기관의 편평

하고 매끄러운 외측 표면(516)을 나타낸다. 도 16a는 도 14의 인공 기관의 단부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매끄러운 외측 표면

(512), 기부(502)의 내측 표면(514)상의 융기부(510), 및 노치(518)를 나타내고 있다. 도 16b는 다른 실시예의 인공 기관

(500)을 나타내며 기부(502)는 앞쪽 가장자리(506)에 대해 전혀 경사져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뒤쪽 가장자리(506)의 두

께는 도 1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교적 날카로운 뒤쪽 가장자리로부터 도 16b에 도시된 바와 같은 비교적 두꺼운 뒤쪽 가

장자리로 변화하거나, 또는 두꺼운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더욱 두껍게 변화한다.

  도 17 내지 20은 중공형이며 플라스틱 또는 엘라스토머 재료로 제조되어 액체로 채워진 인공 기관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17은 앞쪽 가장자리(604), 뒤쪽 가장자리(604), 및 측면 단부들(608,610)을 가진 기부(602)를 포함하는 인공 기관

(600)의 평면도이다. 내측 표면(612)은 매끄럽게 둥글려져 있고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의 융기부들과 마찬가지로 공막

포켓(120)의 내벽(126)상의 인공 기관을 지지하도록 작용하는 융기부(614)로 솟아 올라 있다. 도 18은 도 17의 인공 기관

의 정면도로서 인공 기관의 편평하고 매끄러운 외측 표면(614)을 나타낸다. 도 19는 도 17의 19-19선을 따라 취해진 인공

기관의 단면도이다. 상기 단면은 인공 기관의 가요성 벽(612), 편평한 외측 표면(616), 및 융기부(614)를 나타낸다. 또한,

상기 단면은 충전 액체(620)를 나타낸다. 도 20은 도 17의 인공 기관의 단부를 나타내며 인공 기관(600)의 내측 표면

(612)상의 융기부(614) 및 외측 표면(616)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중공형 인공 기관은 단부(608) 또는 (610)를 통해 주입

된 액체로써 채워져 있다. 상기 인공 기관에는 공막 포켓(120)의 앞쪽 마진(122)에서 공막상에 더 많거나 작은 잡아당기는

힘을 제공하기 위해 외측 표면(616)과 융기부(614) 사이의 두께를 조정하도록 많거나 적은 액체량으로 채워지게 된다.

  도 21 내지 23은 도 6 내지 8에 도시된 것과 유사하지만, 인공 기관의 내측 표면이 눈알의 곡률과 대략 일치하도록 구부

려진 기부를 가진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21은 앞쪽 가장자리(704), 뒤쪽 가장자리(704), 및 측면 단부들

(708,710)을 가진 기부(702)를 포함하는 인공 기관(700)의 내측 표면의 평면도이다. 상기 내측 표면(712)에는 기다란 기

부(202)의 큰쪽 치수의 길이를 따라 연장하는 융기부(714)가 제공된다. 도 22는 도 21의 인공 기관의 정면도로서 인공 기

관의 평탄하며 구부려진 외측 표면(716)을 나타낸다. 도 23은 인공 기관의 외측 표면(716), 융기부(714) 및 구부려진 내측

표면(712)상의 노치(718)를 나타내며 인공 기관의 단부를 도시하고 있다.

  공막 인공 기관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 9 및 10에 도시되며, 앞쪽 가장자리(304) 및 뒤쪽 가장자리(306)는 모두 원형 호

로 되어 있다. 상기 원형 호의 직경의 테이퍼는 모양체의 영역의 눈알에 맞도록 각각의 경우에 바람직하게 선택된다. 따라

서, 상기 원형 호들의 사이즈가 다르게 제공되며 앞쪽 가장자리의 곡률 반경은 약 7.0 내지 10mm로 0.5mm씩 증가되게

변화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상기 원형 호는 약 7.76mm의 앞쪽 부분에서, 약 8.21mm의 융기부의 위치에서, 그리고 약

8.91mm의 앞쪽 가장자리에서 통상적인 내측 원형의 곡률 반경을 가진다. 상기 바람직한 원형 호는 8.02mm의 앞쪽 부분

에서, 약 8.47mm의 중간 부분에서, 그리고 약 8.94mm의 기부에서 외측 곡률 반경을 가진다. 이 측정치는 눈의 크기, 요구

되는 단단함의 정도, 및 상기 원형 호가 제조되는 재료의 강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상기 원형 호의 바람직한 앞쪽 코드

(chord)의 길이는 5mm이다. 상기 원형 호의 축방향 폭은 약 2mm이다.

  본 발명의 공막 인공 기관은 본 발명의 방법에서 요구되는 반경방향 팽창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힘을 공막상에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단단하며 장기간의 이식 또는 눈의 조직과 접촉함에 있어서 생리적으로 적합한 재료로 제조된다. 이러

한 재료들은 의학계에 잘 알려져 있으며 적절한 금속, 세라믹 및 합성 수지등이 포함된다. 적절한 금속으로는 티탄, 금, 백

금, 스테인리스강, 탄탈 및 의학용으로 적합한 여러 가지 합금 등을 포함한다. 적절한 세라믹으로는 수정 및 자기 재료, 알

루미나, 실리카, 탄화 규소, 고강도 유리 등의 유리 재료를 포함한다. 적절한 합성 수지로는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폴

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폴리카보네이트, 실리콘 수지 등의 생리적 비활성 재료를 포함한

다. 또한, 상기 인공 기관은 합성 수지 또는 유리 섬유, 보론 섬유 등의 고강도 재료의 섬유들로 보강된 다른 매트릭스를 포

함하는 합성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부분은 유리 섬유 보강 에폭시 수지, 탄소 섬유 보강 에폭시 수지, 탄소

섬유 보강 탄소(탄소-탄소)등으로 제조될 수 있다. 상기 원형 호는 외측이 반강체이고 내측은 액체 또는 겔로 채워진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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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어 물, 살린, 또는 실리콘 오일; 또는 여러 가지 분량의 겔; 실리콘, 콜라겐, 또는 젤라틴 등의 액체를 여러 가지 분량으

로 주입함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반강체 외부는 이미 열거한 재료들중 임의의 것으로 제조될 수 있다. 전체 원형 호에 대

한 바람직한 재료는 의학 등급의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이다.

  본 발명의 공막 인공 기관은 사용되는 재료에 기계가공, 사출성형, 가열성형, 압축성형 등의 종래의 임의의 적절한 기술

을 적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상기 공막 인공 기관은 공막 벨트 루프로 용이하게 삽입되도록 접혀질 수 있거나 또는 사용전에 조립될 수 있도록 다수의

부품들로 제조되거나 또는 분리 설치되어 완전한 인공 기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에, 의사는 각막 윤부의 뒤쪽 2.0mm의 거리를 측정하여 팽창될 공막의 적절한 영역을 배

치한다. 눈의 45°경선으로부터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으로 2.5mm에서, 그리고 각막 윤부 뒤쪽의 2mm에서, 부분적인 공

막 두께의 반경방향 절개, 즉 전후방향으로의 절개는 2mm 길이 및 350미크론 깊이로 행해진다. 라멜라 블레이드(lamella

blade)를 이용하여 4개의 공막 포켓 또는 벨트 루프들이 앞쪽으로 5mm의 길이, 및 눈의 안구 축방향으로 연장하는 2mm

의 길이를 갖게끔 형성되도록 상기 부분적인 두께의 절개부들이 연결될때까지 공막이 절개된다. 따라서, 각 포켓 또는 벨

트 루프는 눈의 45°경선 위에 중심을 두게 된다. 다음, 인공 기관이 4개의 공막 벨트 루프들 각각에 삽입된다. 이로써 모양

체 근육의 유효작동 거리를 증가시키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대칭 공막 팽창이 발생될 수 있다.

  눈에 이식된때의 본 발명의 인공 기관의 위치는 도 1 내지 4에 도시되어 있다. 도 1은 상기한 바와 같은 연관된 외부의 해

부용 부품을 나타낸 상태에서 공막(102)을 갖는 눈(100)의 등척도이다.

  도 2 및 3은 눈의 대략 45°경선, 즉 눈알의 수직 및 수평 경선 사이의 대략 절반에 형성된 공막 포켓(120)을 나타내는 눈

(100)의 정면도이다. 이 위치는 통상적으로 상기 수직 및 수평 경선상에 배치되는 눈의 구조물과의 영향을 회피할 수 있으

므로 바람직하다. 도 2는 도 9 및 10에 나타낸 타입의 구부려진 인공 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부려진 공막 포켓(120)을

사용한 예를 나타낸다. 도 3은 직선 공막 포켓(120)을 사용한 예를 나타낸다. 이러한 직선 포켓은 외과용으로 준비하기에

어느 정도 더 간단하다. 많은 환자들에게 직선 인공 기관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노안을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다.

  도 4는 도 3의 4-4선을 따라 취해진 눈의 단면도로서, 눈의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본 발명의 인공 기관의 위치를

나타낸다. 상기 도면에서는 공막 포켓(120) 및 바람직한 실시예에서의 도 6 내지 8에 나타낸 타입의 인공 기관의 일반적인

형상을 나타낸다. 공막 포켓 또는 벨트 루프(120)의 앞쪽 마진(122)은 대략 수정체(108)의 이퀘이터(110)의 평면(130)에

배치된다. 인공 기관의 융기부(210)는 포켓의 앞쪽 부분이 뒤쪽 부분보다 어느 정도 더 팽창되게 한다. 이로써 공막이 반경

방향의 인장력하에 포켓의 앞쪽 마진에 위치하여 그의 정상 직경으로부터 그 위치로 팽창되어 진다. 이 공막의 팽창으로

공막이 모양체(116) 아래로 끌어당겨져서 모양체를 수정체(108)의 이퀘이터(110)에서 멀어지게 잡아 당긴다. 따라서, 모

양체(116)의 팽창에 의해 모양체 근육의 작동 거리가 증가되어 다른 거리에 있는 대상물들에 초점을 명확하게 맞출수 있

도록 눈의 능력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회복시키도록 작동한다. 도 5는 근접해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공막 포켓들(120)

중 하나의 확대된 부분을 나타낸다. 도 5에서는 하부 구조물에 대한 공막 포켓(120)의 관계 및 수정체(108)의 이퀘이터 바

로 뒤쪽 및 모양체(116) 윗쪽의 공막 포켓의 위치를 나타낸다.

  눈의 원근 조절 정도를 증가시키는 본 발명의 방법은 또한 일부 환자들의 원시 치료에도 유익하다. 일부 청년 원시는 눈

의 자연적인 원근 조절 능력을 통해 그들의 원시에 대한 보정을 함으로써 비교적 정상 시력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능

력이 나이를 먹으면서 쇠퇴함에 따라, 그들은 상기 과정에 의해 정상적인 시력을 얻는 것이 더욱 어려움을 알게 되고, 그들

은 노안이 시작되는 통상적인 나이보다 더 어린 연령에서도, 두통 및 다른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

의 방법에 의해 원근 조절 능력을 증가시키면 그들의 원시를 보정하기 위한 환자들의 능력의 회복에 유익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초기 오픈-앵글 녹내장의 치료에도 유용하며, 일부 개인들에서는 나이와 연관 관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눈내압(IOP)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말리 엠. 에프.,의 안과학 문

서, 볼륨 73, 페이지 11-18, (1965년) 편평화 압력의 분포 I. 녹내장의 연령, 성별 및 가족 병력의 통계적 특징 및 효과 : 참

조). 일반 인구중에는 세상에서 실명의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인 질병인, 초기 오픈 앵글 녹내장의 결과로서 비정상적

으로 눈내압이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룹이 알려져 있다. 본 발명의 이론에 따르면, 나이 증가에 따른 눈내압(IOP)의 선형적

인 증가는 렌즈 이퀘이터와 모양체 근육 사이의 거리의 감소의 직접적인 결과이고 모양체 근육의 유효한 당김의 선형적인

감소를 초래한다. 모양체 근육이 육주(肉柱) 망(meshwork)으로 삽입되기 때문에, 당김의 감소는 육주 및/또는 배액(排液)

포어의 크기를 감소시킴으로써 나이가 들면 눈내압을 선형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이 점에서, 초기 오픈 앵글 녹내장이

발생된 환자들은 좁아진 포어, 포어내의 단백질 축적, 및/또는 더 작은 육주 망에 대해 선천적으로 편애하게 되어, 40세 근

방의 연령대 후에, 힘을 발휘하는 모양체 근육의 능력이 저하될 때, 눈내압(IOP)이 과도하게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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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의 방법은 모양체 근육의 유효 작동 거리를 증가시켜서, 수축될 때 가할 수 있는 힘을 증가시키고, 모양체 근육이

육주 망상에 가하는 힘의 레벨을 더 젊은 사람의 눈의 특성치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 방법으로, 노화됨에 따라 초

기 오픈 앵글 녹내장이 발생되려 하는 눈의 이상을 극복하게 되고 이러한 질병의 시작이 방지되거나 또는 적어도 늦추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본 발명이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필수적인 특징 또는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실시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한 실시예들은 모두 설명을 위한 것으로 그것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한

내용이 아니라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특허청구의 범위와 동등한 의미 및 범위에 속하는 모든 변경은

본 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큰 쪽의 치수, 보다 작은 쪽의 치수, 내측 표면, 및 눈의 공막 조직내에 외과용으로 형성된 포켓내의 눈의 조직과 접촉하

기에 적합한 매끄러운 외측 표면을 갖는 기다란 평면부를 가진 기부 부재, 및

  상기 기부 부재의 내측 표면상에서, 적어도 기부 부재의 상기 큰쪽의 치수의 일부분을 따라 연장하는 융기부를 포함하는

눈의 공막의 인공 기관.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부 부재는 앞쪽으로 오목한 앞쪽 가장자리와 뒤쪽으로 볼록한 뒤쪽 가장자리를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인공 기관.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부 부재의 외측 표면은 평면으로 되어 있는 인공 기관.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부 부재의 외측 표면은 상기 큰쪽의 치수를 따라 바깥쪽으로 볼록한 인공 기관.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평면부는 장방형인 인공 기관.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평면부는 반원형 단부를 가지는 인공 기관.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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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평면부는 타원형인 인공 기관.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융기부는 사실상 상기 기부 부재의 큰쪽 치수의 부분 전체를 따라 연장하는 인공 기관.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융기부는 상기 기부 부재의 큰쪽 치수의 부분중 일부분을 따라 연장하는 인공 기관.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융기부는 상기 기부 부재의 앞쪽 가장자리 및 뒤쪽 가장자리 사이의 중간에 위치된 기부 부재상에

서 최대 높이를 가지는 인공 기관.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융기부의 최대 높이는 상기 기부 부재의 앞쪽 가장자리에서 뒤쪽 가장자리로의 절반에 못미쳐 위

치되는 인공 기관.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융기부의 최대 높이는 상기 기부 부재의 앞쪽 가장자리에서 뒤쪽 가장자리쪽으로의 거리의 약

12% 위치에 위치하는 인공 기관.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융기부의 최대 높이는 상기 기부 부재의 앞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인공 기관.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큰쪽의 치수는 약 5mm인 인공 기관.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작은 쪽의 치수는 약 2mm인 인공 기관.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생리적으로 수용가능한 금속으로 제조되는 인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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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티탄, 백금, 금, 탄탈, 스테인리스강, 및 생리적으로 수용가능한 합금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된

금속으로 제조되는 인공 기관.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세라믹 재료로 제조되는 인공 기관.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세라믹 재료는 자기 재료, 알루미나, 실리카, 탄화 규소, 및 고강도 유리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

택되는 인공 기관.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합성 수지로 제조되는 인공 기관.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 수지는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

렌), 폴리카보네이트, 실리콘 수지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인공 기관.

청구항 22.

  제 1 항에 있어서, 강화 합성 재료로 제조되는 인공 기관.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합성 재료는 유리 섬유 보강 합성 수지인 인공 기관.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합성 재료는 탄소 섬유 보강 재료인 인공 기관.

청구항 25.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강화 합성 재료는 탄소 섬유 보강 탄소인 인공 기관.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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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공 기관이 가요성 재료로 제조되며 액체 또는 겔로 채워진 내부 공동이 제공되는 인공 기관.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는 물 또는 생리적 염수 용액인 인공 기관.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겔은 실리콘 재료, 또는 콜라겐, 또는 젤라틴인 인공 기관.

청구항 29.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는 생리적으로 수용가능한 오일인 인공 기관.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는 실리콘 오일인 인공 기관.

청구항 31.

  제 1 항에 있어서, 봉합사의 통과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구멍이 제공되는 인공 기관.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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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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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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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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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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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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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b

도면17

도면18

도면19

도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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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1

도면22

도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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