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G02B 15/14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7-0038956

2007년04월11일

(21) 출원번호 10-2006-7024292

(22) 출원일자 2006년11월20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번역문 제출일자 2006년11월20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2005/012008 (87) 국제공개번호 WO 2005/106559

국제출원일자 2005년04월11일 국제공개일자 2005년11월10일

(30) 우선권주장 10/827,837 2004년04월20일 미국(US)

(71) 출원인 인트라레이즈 코포레이션

미국 92618 캘리포니아주 어빈 제로니모 9701

(72) 발명자 골드스테인 피터

미국 캘리포니아 92705 산타 아나 보카 캐년 드라이브 10532

수아레즈 카를로스 지.

미국 캘리포니아 92620 어빈 풀톤 13

델롱 스캇 앨런

미국 캘리포니아 92029 에스콘디도 버멜 애비뉴 1954

웹 알. 카일레

미국 캘리포니아 92029 에스콘디도 실란트로 글렌 2491

유하스즈 티보

미국 캘리포니아 92620 어빈 헤더우드 4

(74) 대리인 유미특허법인

전체 청구항 수 : 총 46 항

(54)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및 방법

(57) 요약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및 방법에 의해 초점 어셈블리(26)를 요구되는 위치에 위치시킬 수 있다. 선형 인코더와 같

은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12)는 상기 초점 어셈블리의 선형 어셈블리의 선형 이동을 위한 "실제" 또는 "읽어낸" 값을

제공한다. 상기 요구되는 위치는 상기 초점 어셈블리의 실제의 위치와 비교된다. 상기 2개의 값이 소정의 허용 공차 또는

유효 범위 밖일 때는, 들을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경고를 준다. 레이저 소스(41)는 상기 초점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며, 상기

2개의 값이 허용 범위 밖일 때 레이저 동작은 금지된다. 그렇지만, 상기 요구되는 위치와 상기 실제 위치 사이의 차가 허용

범위 내에 있을 때, 상기 초점 어셈블리는 상기 초점 어셈블리의 위치에 대한 실시간 시스템적 정정을 허용하도록 재위치

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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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에 있어서,

초점 깊이 위치에 레이저빔의 초점을 맞추는 초점 어셈블리;

상기 초점 어셈블리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 및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에 상호접속되어 있고, 요구되는 초점 깊이 위치에 대한 값에 기초하여 상기 초점 어셈블리

의 이동을 명령하도록 구성되며, 또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초점 어셈블리의 실제 위치 값을 수신하

도록 구성된 컴퓨터 프로세서

를 포함하며,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상기 초점 어셈블리의 선형 이동을 판독하여 상기 실제 위치 값을 획득하고, 상기 컴퓨

터 프로세서는 상기 실제 위치 값과 상기 요구되는 초점 깊이 위치 값 사이의 델타 값을 계산하며, 상기 델타 값이 허용범

위 내에 있으면 상기 초점 어셈블리를 재위치시키도록 구성된,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선형 인코더인,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회전 인코더인,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간섭계 인코더인,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광 인코더인,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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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리졸버(resolver)인,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헤이덴헤임 스케일(Heidenheim scale)인,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각(angular) 인코더인,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디지털 길이 계측 시스템인,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위상 디바이스인,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자기 스트립(magnetic strip)인,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트랜스듀서인,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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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초점 어셈블리는 이동 가능 줌 렌즈인,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초점 어셈블리는 갈보-모터식 초점 어셈블리(galvo-motorized focusing assembly)인,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

템.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프로세서로부터의 전자 신호를 상기 이동 가능한 초점 어셈블리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아날로그 전압원으

로 변환시키는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를 더 포함하는,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가능한 초점 어셈블리를 통해 지향되는 레이저빔을 생성하기 위한 레이저 소스를 더 포함하는, 폐루프 초점 위

치결정 시스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소스는, 10 피코초 미만의 펄스 지속기간을 갖는 적외선의, 초단파 펄스 레이저인,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

템.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소스는, 연속파 레이저, Q-스위치 펄스 레이저, 또는 모드-록 초단파 펄스 레이저인,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델타 값이 상기 허용 범위 밖일 때 오퍼레이터에게 비주얼 경고를 제공하기 위한 비주얼 디스플레이를 더 포함하는,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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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델타 값이 상기 허용 범위 밖일 때 오퍼레이터가 들을 수 있는 경고를 제공하기 위한 오디오 디바이스를 더 포함하는,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델타 값이 상기 허용 범위 밖일 때, 상기 프로세서는 레이저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구성된,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

스템.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초점 어셈블리가 상기 요구되는 초점 깊이로 이동하는 동안 상기 초점 어셈블리를 반복적으로 재위

치시키도록 구성된,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청구항 2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선형 인코더는 인코더 스트립, 센서 헤드 및 보간기-시리얼 모듈(interpolator-to-serial module)을 포함하는, 폐루

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청구항 24.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델타 값이 허용 범위 내에 있으면 상기 레이저 소스의 활성화를 허용하도록 구성된, 폐루프 초점 위

치결정 시스템.

청구항 25.

레이저의 초점을 맞추는 초점 어셈블리를 위치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구되는 위치 값에 기초하여 요구되는 위치로 상기 초점 어셈블리를 이동시키는 단계;

상기 초점 어셈블리의 실제 선형 이동에 대한 실제 위치 값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실제 위치 값과 상기 요구되는 위치 값 사이의 델타 값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델타 값이 특정한 범위 내에 있으면 상기 초점 어셈블리를 재위치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초점 어셈블리 위치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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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되는 위치 값에 기초하여 요구되는 위치로 상기 초점 어셈블리를 이동시키는 단계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 레이점 빔의 요구되는 초점 깊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초점 깊이 값을 위치 기반 값으로 변환시키는 단계; 및

상기 초점 어셈블리를 상기 위치 기반 값으로 이동시키도록 명령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초점 어셈블리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델타 값이 허용 범위 밖에 있으면 상기 레이저 빔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초점 어셈블리 위치

결정 방법.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초점 어셈블리의 실제 선형 이동에 대한 실제 위치 값을 결정하는 단계는,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초점 어셈블리의 실제 위치를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초점 어셈블리 위치

결정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선형 인코더인, 초점 어셈블리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회전 인코더인, 초점 어셈블리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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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간섭계 인코더인, 초점 어셈블리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32.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광 인코더인, 초점 어셈블리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33.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리졸버인, 초점 어셈블리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34.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헤이덴헤임 스케일(Heidenheim scale)인, 초점 어셈블리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35.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각 인코더인, 초점 어셈블리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36.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디지털 길이 계측 시스템인, 초점 어셈블리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37.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위상 디바이스인, 초점 어셈블리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38.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자기 스트립인, 초점 어셈블리 위치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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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트랜스듀서인, 초점 어셈블리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40.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초점 어셈블리는 이동 가능한 줌 렌즈인, 초점 어셈블리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41.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초점 어셈블리는 갈보-모터식 초점 어셈블리인, 초점 어셈블리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42.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초점 어셈블리의 이동을 위한 모터에 전류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초점 어셈블리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43.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델타 값이 허용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및/또는 볼 수 있는 경고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초점

어셈블리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44.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델타 값이 허용 범위 밖에 있으면 레이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초점 어셈블리 위치결정 방법.

청구항 45.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가능한 초점 어셈블리를 통해 지향되는 레이저 빔을 생성하는 레이저 소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초

점 어셈블리 위치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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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소스는, 적외선의 초단파 펄스 레이저인, 초점 어셈블리 위치결정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2001년 10월 21일에 출원되어 계류중인 제09/976,555호에 부분적으로 연속하는 것이다.

다양한 레이저 과정 또는 동작에 있어서는 레이저빔이 특정한 초점에 적절하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예를 들어, 눈 조직

이 악영향을 받게 되는 조직 내에 또는 조직 위에 광분산되거나 또는 제거되는 안과의 레이저 수술에서, 레이저빔의 초점

을 맞추는데 사용되는 초점 어셈블리의 정확한 위치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안과 수술 과정은 각막, 공막, 조리개,

수정체 및 관련 구조체, 유리질, 및 망막에서의 과정을 포함하고, 그리고 녹내장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포함한다. 피부병학

에서의 응용과 같은 많은 비-안과 레이저 수술 과정에 있어서나 DNA에서의 "외과(surgery)"에서조차도 초점 깊이 정확도

는 역시 필요하다. 또한, 포토리소그래피나 마이크로머시닝과 같은 비-생물학 응용에 있어서도 초점 깊이 정확도를 필요

하다.

수술 처리 패턴의 요구에 따라 가변하게 되는, 레이저의 초점 소자의 캘리브레이션과 평행하게, 레이저 빔의 실제 초점 깊

이는 상기 처리의 요구되는 초점 깊이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초점 어셈블리에 대한 요구되는 위치로의 이동과 상기 초점

어셈블리의 요구되는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피드백 확인을 제어하는 폐루프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방식으로, 초

점의 깊이 위치를 정확하게 제어한다.

배경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레이저빔의 초점을 맞추게 하는 초점

어셈블리를 요구되는 위치(이론적 위치라고도 함)로 이동시키고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에 의해 초점 어셈블리의 실제

이동 값을 결정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요약하면,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은 레이저빔의 초점을 맞추는데 사용되는 초점 어셈블리의 이동을 제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실행용 컴퓨터 프로세서를 사용한다. 상기 소프트웨어는 오퍼레이터가 레이저의 초점과 깊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상기 초점 어셈블리는 요구되는 위치로 이동하도록 명령받는다.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상기

초점 어셈블리의 실제 위치 또는 이동을 판독한다. 요구되는 위치와 실제 위치를 비교하여 상기 초점 어셈블리가 정확하게

이동하였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레이저빔이 활성화되었을 때 레이저빔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장한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일실시예에서, 델타 값, 즉 상기 요구되는 위치와 상기 실제 위치 사이의 차이가 허용 범위 내에 있으면 초점 어셈블리는

다 위치된다. 이로 인해 상기 초점 어셈블리의 위치에 대한 시스템적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상기 델타 값이

상기 허용 범위 밖에 있게 되면, 레이저 시스템 초점 어셈블리는 다시 측정되어야만 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에서는 적외선 레이저, 가시 레이저 및 UV 레이저와 같은 다양한 레이저 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레이저 소스는 연속파 레이저, Q-스위치 펄스 레이저, 및 모드-록 초단파 펄스 레이저가 될

수 있다. 이하의 설명은 총망라한 목록은 아니지만, 전술한 유형의 레이저를 본 발명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양호한 실시

예에서, 레이저 소스는 펄스 지속시간이 10 피코초 미만인 적외선 초단파 펄스 레이저이다.

초점 어셈블리는 단일 렌즈, 대물 렌즈, 복합 렌즈, 렌즈 어셈블리, 곡면경 또는 곡면경 및/또는 평면경의 시리즈, 이것들의

조합, 또는 초점 어셈블리의 이동 및 초점 깊이와 상관된 이동을 측정할 수 있는 레이저빔의 초점을 맞추는데 사용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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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바를 포함하는 이동 가능 하우징이 될 수 있다. 환언하면, 초점 어셈블리는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동이 가능

한 어떠한 레이저 초점 디바이스이면 되고, 이러한 디바이스의 이동은 실제 초점이 달성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피드백 위

치결정 디바이스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시스템의 실시예에서, 안과 수술용 레이저 시스템의 수술자는 각막이나 수정체와 같은 눈의 구조의 제거 또는

절개를 위한 요구되는 초점 깊이 위치 값을 확인한다. 호스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레이저 초점 깊

이 위치 값을 수신한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전압을 디지털/아날로그 카드에 기록함으로써 레이저 시스템의 초점 어셈

블리의 변위를 지령한다. 이에 따라 Z 갈보는 모터 구동식 초점 어셈블리에 전류를 투입함으로써 지령된 전압에 기초하여

요구되는 초점 깊이 위치에 초점 어셈블리를 이동시킨다.

레이저 시스템 내에 설치된 선형 인코더는 초점 어셈블리의 선형 이동을 감지한다. 호스트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과 함께 상호동작하는 지능 제어기는 센서가 초점 어셈블리에 부착된 인코더 스트립을 판독할 수 있게 한다. 렌즈가 위치

로 이동함에 따라, 지능 제어기에 의해 인코더 피드백이 제공되어 실제 초점 어셈블리가 얻어진다.

일실시예에서 피드백 위치결정 시스템은 선형 인코더이지만, 회전 인코더, 간섭계 인코더, 광 인코더, 리졸버(resolver),

헤이덴헤임 스케일(Heidenheim scale), 각(angular) 인코더, 디지털 길이 계측 시스템, 위상 디바이스, 자기 스트립 리더

(magnetic strip reader), 트랜스듀서를 망라하는 다른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를 사용하여도 된다.

실시예

본 발명 및 그 이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주를 벗어

남이 없이 다양한 변형, 대체, 그리고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자명하다. 또한, 본 발명의 범주는 본 명세서에 서술된 프

로세스, 머신, 제조, 물체의 합성, 수단, 방법 단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당업자는 프로세스, 머신, 제조, 물체의 합성,

수단, 방법 또는 단계를 본 발명의 개시로부터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본 명세서에 서술된 해당 실시예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현재 존재하는 혹은 나중에 개발될 것을 본 발명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첨부된 청구의 범위는 이러한 프로세스, 머신, 제조, 물체의 합성, 수단, 방법 또는 단계 내에 포함

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폐루프 초점 시스템의 일실시예에 대한 개략도이다. 컴퓨터(7)는 CPU(10)를 가지며 케이블(19)에

의해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 카드(11)에 상호접속되어 있다. CPU(10)는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 카드(11)에 명령을 보

내고 이에 따라 전원(15)으로부터의 전압이 모터(14)에 제공된다. 상기 모터는 구동 샤프트 하우징(13) 내에 설치된 구동

샤프트(18)를 통해 (하우징(17) 내에 도시된) 이동 가능한 줌 렌즈 어셈블리의 선형 이동을 제공한다. 대안으로, 미러 또는

미러 시리즈를 상기 이동 가능한 소자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센서(16)를 이용하는 선형 인코더와 같은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12)가 상기 초점 어셈블리(26)의 이동을 판독한다. 상기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12)는 CPU(10)에 상호접속

되어 있다. 모니터 또는 스크린(8) 및 스피커(9)를 사용하여 들을 수 있는 및 볼 수 있는 경고를 제공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초점 어셈블리는 Z 갈보 모터식 초점 시스템의 일부이다. Z 갈보는 일반적으로 제한 행정 모터(limited

excursion motor)이며, 그 토크는 인가된 전류에 정비례한다. 전류가 모터에 인가되면, 갈보의 샤프트가 서클의 일부를 통

해 회전한다. 전류가 인가되는 한, 샤프트는 인가된 전류량에 상관하여 계속 회전한다. 전류가 감소되면, 샤프트는 그 원래

의 위치로 회전하고, 전류가 제거되면 샤프트는 그 나머지 위치로 복귀한다. 모터에 인가된 전류량에 기초하여, 초점 어셈

블리를 통하는 광의 초점은 변위하게 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이동 가능한 초점 어셈블리는 그 위치가 레이저 초점 깊이 위

치를 결정하는 곡면경 또는 곡면경 및/또는 평면경의 시리즈가 될 수도 있다.

일실시예에서, MicroE Systems™ 모델(M2100L30SS200)과 같은 선형 인코더를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12)로서 사

용한다. MicroE 인코더 제품은 인코더 스트립(반사 경사를 갖는 유리 스트립), 센서 헤드(16) 및 시리얼 모듈(12)에 대한

보간기로 이루어져 있다. 인코더는 약 900kHz 이상의 주파수에서 카운트 당 .1㎛ 미만의 해상도(resolution)로 양호하게

구성되어 있다.

CPU는 선형 인코더로 하여금 줌 렌즈 어셈블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체크하여 수 미크론의 절대값 내에서 초점 위치를 제어

할 수 있게 한다. 이 동작은 갈보 명령 전압 증가(선형 갈보 회전을 생성하는 선형 전압 스텝)를 알면 수행될 수 있다. 상기

갈보는 초점 어셈블리의 이동을 액추에이팅하는 어미나사를 정교하게 회전 이동시킨다. 상기 초점 어셈블리에는 광 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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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경사 스트립이 부착된다. 그러므로 인코더는 초점 어셈블리의 이동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인코더 출력(미크론 이동 당

카운트 수)에 대한 지식과 갈보 전압 스텝 명령(미크론 이동 당 전압 스텝의 수)에 따라,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상기 두 가지

를 비교하고 그 조건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범위 밖인지를 판단한다.

도 2a-2c에 추가로 도시된 바와 같이, 센서 헤드(16)는 하우징(17)에 부착되어 있고, 이 하우징(17)에는 상기 센서 헤드

(16)가 상기 초점 어셈블리(26)에 부착된 경사 스트립(26)을 판독할 수 있도록 윈도우 또는 오프닝이 존재한다. 초점 어셈

블리(26)는 상기 센서 헤드(16)가 상기 초점 어셈블리(26)의 이동을 판독하는 선형 방식으로 이동되거나 이동한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은 초점 어셈블리를 사용하여 다른 광학 소자(27, 28 및 239)와 함께 결합하여 레이저빔(22)의 초점이 고정

초점(23)에 맞춰지도록 한다.

시리얼 RS-232 컨버터(A, B 및 인덱스)에 대한 구형(quadrature), 즉 미국 디지털사로부터 입수가능한 모델 #AD4-B-

D-S1767을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 카드(11)로서 사용할 수 있다. 상기 AD4-B 보드는 표준 9600 buad로 운용되는 9핀

케이블(19)을 통해 컴퓨터(7) 마더보드에 양호하게 접속되어 있다.

MicroE 보간기(12) 및 미국 디지털사의 보드(11)는 함께 어셈블리로서 장착된다. 컴퓨터 시스템 전원 공급 장치 +12VDC

로부터 미국 디지털사의 보드로 플러그되는 DC 플러그를 통해 상기 어셈블리에 전원이 공급된다. 보간기 및 AD4-B 보드

는 케이블(20)을 통해 접속되어 있다. MicroE 보간기로부터 RS-422(차동)를 통해 미국 디지털사의 보드로 구형 신호가

통과된다. MicroE 센서 헤드(16)는 보간기(12)로부터 케이블(21)을 통해 하우징(17)에 부착되어 있다. 인코더 유리 스트

립(25)은 UV 경화 접착제를 이용하여 초점 어셈블리(26)에 부착된다.

컴퓨터(7)는 초점 어셈블리(26)의 위치결정을 제어하고 초점 렌즈 어셈블리의 위치에 속하는 데이터를 보간기(12)로부터

수신한다.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제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초점 위치는 CPU(10)에 의해 양호하게 수행되는 소프트웨어 명열을 통해 계산되고 제어된다. 소

프트웨어 명령은 CD, 하드디스크, 디스켓 또는 그외 다른 전자 저장 미디어 매체 상에 저장된다. 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명령 세트)는 ROM, RAM, 또는 컴퓨터 명령을 저장할 수 있는 그외 다른 저장 장치에 저장된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초점 어셈블리(26)의 다양한 제어를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을 보면, 시스템의 초기화, 시

스템의 캘리브레이션, 초점 어셈블리의 이동, 초점 어셈블리의 자동 재위치결정, 및 초점 어셈블리가 요구되는 위치에 있

게 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시에 기초하여 다른 기능들을 당업자에게 용이하게 주장할 수 있다.

시스템의 초기화

초기화 및 에러 체킹 프로세스는 시스템의 개별의 구성소자가 동작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된다. 이러한 초점 어셈

블리(예를 들어, Z 갈보 대물렌즈),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성현 인코더 및 통신 포트와 같은 구성소자 디바이스로부터

스테이터스(status) 또는 리스펀스(response)가 요구된다. 이러한 디바이스들 중 어느 것이라도 에러 코드로 응답하거나

전혀 응답하지 않는다면 소프트웨어는 그러한 에러를 표시한다.

시스템의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초점 어셈블리에 부착된 선형 인코더 인덱스를 체크한다. 일실시예에서, Z 갈보에는 그 상한 및 하한으로 이

동할 것으로 명령이 내려지고 제로 위치가 확립된다. 그런 다음 Z 갈보는 제로 위치에 정지하거나 고정된다. 또한, 소프트

웨어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에 신호를 보냄으로써 Z 갈보를 조정하고,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는 또한 포지티브

신호 및 네거티브 신호를 상기 Z 갈보에 보낸다. Z 갈보에 이동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후 인코더 인덱스로부터 판독이 행해

진다.

초점 어셈블리의 이동

Z 갈보의 캘리브레이션 후, Z 갈보를 요구되는 위치로 이동하게 하는 위치결정 명령이 내려진다. 초기에, Z 갈보는 제로 위

치에서 시작한다. Z 갈보 초점 어셈블리에는 요구되는 위치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그런 다음 선형 인코더를 이용

하여 초점 어셈블리의 실제 위치를 결정한다.

초점 어셈블리가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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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갈보가 요구되는 위치로 이동하였다면, Z 갈보의 실제 위치를 결정한다. 인코더 센서는 하우징 윈도우를 통해 인코더 인

덱스를 판독한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실제 초점 어셈블리 위치를 상기 요구되는 초점 깊이 위치와 비교한다. 소프트웨어는 상기 요구되

는 초점 깊이 위치가 소정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실제의 초점 어셈블리 위치 및 상기 요구되는 초점 깊이 위치가

범위 내에 있으면, 소프트웨어는 눈의 레이저 처리가 계속되게 한다. 실제 초점 어셈블리 위치가 범위 밖에 있으면, 소프트

웨어는 레이저 처리가 시작되지 못하게 한다.

초점 시스템의 특정한 사용에 따라 허용 가능한 범위가 정해진다. 안과 수술에 있어서는, 상기 요구되는 위치와 실제의 위

치 사이의 차이가 통상적으로 5 미크론 미만이어야 한다. 이로 인해 렌즈의 위치결정 및 눈 구조의 후속 처리를 극히 정교

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용 가능한 범위는 이하와 같다.

D >= X 인 경우, 여기서 D는 요구되는 위치와 실제 위치 사이의 차이이고, X는 5 미크론 미만이며, 렌즈 조정은 수행되지

않고, 레이저 처리가 허용된다.

X < D < Y 인 경우, 여기 Y는 25미크론이고, X와 Y 사이의 차이를 감소시키도록 초점 어셈블리를 조정하고 적절한 X값을

다시 확인한다.

D >= Y 인 경우, 초점 어셈블리는 다시 조정될 필요가 있고 레이저 처리를 수행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폐루프 초점 시스템에서, 렌즈의 이동은 이하의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1. 컴퓨터 프로세스는 모터식 초점 어셈블리가 베이스 위치로부터 그 요구되는 위치로 선형 이동하도록 상기 모터식 초점

어셈블리에 명령을 내린다.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와 상호접속된 프로세서는 상기 모터식 렌즈에 전원을 공급하고 이에

따라 상기 렌즈가 그 요구되는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그런 다음 피드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상기 렌즈의 실제 위치를 결

정한다.

2. 또한, 컴퓨터 프로세서는 상기 초점 어셈블리가 그 베이스 위치에 있지 않을 때 상기 초점 어셈블리의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세스가 상기 초점 어셈블리를 이미 요구되는 위치로 이동시킨다면 상기 초점 어셈블리는 상

기 베이스 위치로 복귀할 필요 없이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위치 값과 상기 새로운 요구되는 위치를 사

용하여 상기 초점 어셈블리를 얼마나 위치시켜야 하는지를 조정한다.

3. 또한 시스템의 오퍼레이터에 의한 특정한 증가만큼 이동하도록 초점 어셈블리에 명령을 내린다. 예를 들어, 상기 초점

어셈블리에, 예를 들어 미크론 단위로 특정한 증가만큼 위아래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초점 어셈블리의 자동 재위치결정

상기 요구되는 위치 값과 상기 실제 위치 값 사이의 절대 차이로서 델타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상기 델타 값은 상

기 요구되는 위치와 실제 위치 사이의 허용 가능한 변동 범위와 비교될 수 있다. 상기 델타 값이 미미하면, 즉 약 플러스 또

는 마이너스 2미크론이면, 상기 초점 어셈블리는 재위치결정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델타 값이 크면, 즉 > 2미크론 내

지 < 25 미크론이면, 상기 요구되는 위치와 실제 위치 사이의 차이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미크론이 되도록 초점 어셈블

리는 약간 재위치결정된다. 상기 변동이 25 미크론 이상이면, 상기 초점 어셈블리는 다시 캘리브레이팅된다. 상기 초점 어

셈블리를 재위치결정하는데 필요한 정확성은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르다. 시스템은 상기 초점 어셈블리의 재위치

결정이 각각의 지령된 이동의 말미에서 완료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대안으로, 상기 초점 어셈블리의 이동 동안, 상기 피드

백 위치결정 디바이스는 실제위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것을 상기 시스템이 상기 초점 어셈블리의 위치를 추정하는 위

치와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확한 동작이 즉시 행해지며 상기 초점 어셈블리는 상기 델타 값이 상기 허용 가

능한 범위 밖에 있으면 실시간으로 위치결정한다.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의 예시적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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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시스템이 실행되는 예시적 안과 레이저 시스템의 개관이 도시되어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단자(31)는 요구되는 초점 갑의 데이터를 CPU(도시되지 않음)에 입력한다. 예시적 안과 레이저 시스템은 긴급 차단 스

위치(32), 디스크 드라이브(33), 키 스위치(34), 빔 전송 디바이스(35), 수술용 현미경(36), 제어 패널(37), 및 눈을 안정시

키는 디바이스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위한 로딩 덱(loading deck)을 포함한다.

도 5를 참조하면, 도 4의 예시적인 안과 레이저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다. 레이저 소스(41)는 빔 전송 디바이스를 통해 z-

스캐닝 대물렌즈(43)에 보내진다. 디스플레이는 상기 초점 어셈블리가 허용 가능한 범위 밖에 있을 때 시스템의 오퍼레이

터에게 비주얼 경고를 제공할 수 있다.

전술한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에 작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술한 바는 설명 및 묘

사를 위하여 제공된 것일 뿐, 여기서 개시된 본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당기술분야의

전술한 개시를 갖는 상기 시스템에 대한 변형 및 수정 그리고 프로세스는 본 발명의 범주 내에 있다. 예를 들어, 전술한 바

와 같이, 본 발명의 몇몇 관점은 인터넷과는 다른 인터랙티브 컴퓨터 네트워크나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상에 대한 어플

리케이션 또는 실행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변형은 당업자에게 용이하게 제시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정신 및 이하의 청

구의 범위 내에서 망라되는 것이다.

또한, 서술된 실시예는 본 발명의 실행을 위한 최적의 예를 예시하고, 당업자가 그러한 예나 다른 예를 활용할 수 있게 하

려는 의도이며, 본 발명의 특정한 어플레이션 또는 사용에 의해 다양한 변형이 요구된다. 첨부된 청구의 범위는 종래의 기

술에 의해 허용되는 포함된 대안의 실시예를 구성되도록 의도한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폐루프 초점 위치결정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도 2a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초점 어셈블리에 대한 개략 도시도이다.

도 2b는 도 2a의 초점 어셈블리의 노출된 내부에 대한 개략 도시도이다.

도 2c는 도 2b의 이동 가능 줌 렌즈 어셈블리의 노출된 내부에 대한 개략 도시도이다.

도 3은 레이저 초점 깊이 유효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시스템이 실행되는 예시적 안과 레이저 시스템의 사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시스템이 실행되는 예시적 안과 레이저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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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공개특허 10-2007-0038956

- 14 -



도면2b

도면2c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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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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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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