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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는 에너지 저장 부분, 액츄에이터 부분, 및 수정체 지지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에너지 저장 부분은 압축성 에너지, 가령, 압축성 유체 저장 장치, 스프링 및 그 외의 다른 장치들을 포함
할 수 있다. 삽입기는 실질적으로 비압축성 유체, 가령, 액체 또는 그 외의 다른 압축가능하지 않은 유체로 작동
하는 액츄에이터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액츄에이터는 운영자가 안구내 수정체 카트리지로부터 수정체를 배출하
기 위해 플런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저장 부분으로부터 에너지를 배출하는 것을 조절하도록 구성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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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동물의 눈 안에 삽입하기 위해 안구내 수정체를 지지하도록 구성된 안구내 수정체 지지 부분;
저장된 에너지로 장치를 수용하도록 구성된 에너지 저장 부분;
에너지 저장 부분으로부터 기계적 에너지를 수용하고 이 기계적 에너지를 안구내 수정체 지지 부분 내에 지지된
수정체의 병진 운동으로 변환시키도록 구성된 액츄에이터 부분을 포함하는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안구내 수정체 지지 부분은 내부에 배열된 안구내 수정체와 외부 하우징을 가진 안구내 수정체
카트리지를 수용하고 안구내 수정체 카트리지를 사전결정된 위치에 보유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
구내 수정체 삽입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에너지 저장 부분은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 내에 완전히 함유된 압축성 에너지 저장 매체를 가
진 장치를 수용하도록 구성되며,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는 휴대용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구내 수정
체 삽입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액츄에이터 부분은 플런저 장치와 비압축성 유체로 채워진 유체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유체
회로는 안구내 수정체 지지 부분에 의해 지지된 안구내 수정체를 배출하도록 플런저 장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에
너지를 에너지 저장 부분으로부터 플런저 장치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액츄에이터 부분은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의 세로축에 대해 횡단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작동
위치와 비작동 위치 사이에서 사람의 손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성된 액츄에이터 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에너지 저장 부분은 압축 가스의 카트리지를 수용하도록 구성된 리세스형 챔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압축 가스의 카트리지의 밀봉부를 천공하도록 구성되고 에너지 저장 부분 내에 배열된 천공 바
늘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압축 가스의 카트리지로부터 압축 가스를 함유하기 위한 밀봉부를 형성하는 제1 단부와 액츄에
이터 부분 내에 배열된 비압축성 유체를 함유하기 위한 밀봉부를 형성하는 제2 단부를 가진 제1 피스톤을 추가
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비압축성 유체를 함유하기 위한 밀봉부를 형성하는 제1 단부와 안구내 수정체 지지 부분에 의
해 지지된 안구내 수정체를 배출하도록 구성된 플런저에 대해 작동하는 제2 단부를 가진 제2 피스톤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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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안구내 수정체 지지 부분은 안구내 수정체 카트리지의 원위 부분과 결합하도록 구성된 제1 원
위 단부와 안구내 수정체 카트리지의 근위 부분과 결합하도록 구성된 제2 근위 단부를 포함하며, 안구내 수정체
지지 부분과 결합된 카트리지의 회전 운동에 저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안구내 수정체 지지 부분은 액츄에이터 부분과 에너지 지지 부분에 대해 슬라이딩 이동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안구내 수정체 지지 부분에 의해 지지된 안구내 수정체 카트리지 내로 연장되도록 구성된 플
런저를 추가로 포함하며, 안구내 수정체 지지 부분은 상기 플런저에 대해 슬라이딩 이동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액츄에이터 부분은 흐름 조절 밸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
청구항 14
안구내 수정체 지지 부분;
압축성 에너지 저장 매체를 함유하는 에너지 저장 부분;
비압축성 유체를 포함하고 에너지 저장 부분과 소통하는 액츄에이터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액츄에이터 부분은
안구내 수정체 지지 부분에 의해 지지된 안구내 수정체를 배출하기 위해 기계적 힘을 에너지 저장 부분으로부터
비압축성 유체에까지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압축성 에너지 저장 매체는 압축 가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비압축성 유체는 액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액츄에이터 부분은 비압축성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도록 구성된 하나 이상의 흐름 조절 밸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
청구항 18
안구내 수정체 카트리지로부터 안구내 수정체를 배출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압축성 에너지 저장 매체로부터 저장 에너지를 배출하는 단계;
배출된 에너지를 비압축성 유체가 있는 압축성 에너지 저장 매체로부터 플런저로 이송하는 단계;
비압축성 유체로 플런저를 이동시켜 안구내 수정체 카트리지로부터 안구내 수정체를 밀어 넣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구내 수정체 카트리지로부터 안구내 수정체를 배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압축성 에너지 저장 매체로부터 저장 에너지를 배출하는 단계는 압축 가스로 채워진 용기를
개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구내 수정체 카트리지로부터 안구내 수정체를 배출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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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압축 가스의 카트리지를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 장치 안에 삽입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구내 수정체 카트리지로부터 안구내 수정체를 배출하기 위한 방법.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관련 출원

[0002]

본 특허출원과 함께 출원되고, 출원 데이터 서류에 외국 또는 국내의 우선권 출원이 기재된 임의의 그리고 모든
출원들은 본 명세서에서 37 CFR 1.57을 참조하여 인용된다.

[0003]

본 특허출원은 2012년 6월 4일에 출원된 미국 가특허출원번호 61/655,255호를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미국특허출원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문헌으로 인용된다.

[0004]

기술 분야

[0005]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발명은 동물의 눈 안에 안구내 수정체를 삽입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6]

백내장은 광의 통과를 차단하고 불투명 정도가 약간 내지는 완전히 변하며 눈의 수정체(crystalline lens) 또는
덮개(수정체 전낭) 안에서 발생되는 불투명 증상(clouding)이다. 노화-관련 백내장의 발생 초기에서, 수정체의
파워(power)가 증가되어 근시(근시안)가 되고 수정체가 점차 노랗게 되고 혼탁하게 되어 청색의 인식이 줄어들
수 있다. 백내장은 통상 서서히 진행되어 시력이 감소하고 치료하지 않은 경우 잠재적으로는 실명에 이르게 된
다. 이러한 상태는 보통 양쪽 눈에 모두 영향을 끼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다른 쪽 눈보다 한쪽 눈에 먼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음은 상이한 타입의 백내장 리스트이다:

[0007]

노인성 백내장 - 이 백내장은 초기에 수정체가 불투명해지고 그 후 수정체가 팽창되며 마지막으로 수축되어, 투
명도가 완전히 손상되는데,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타입의 백내장이다.

[0008]

모르가니 백내장 - 이 백내장은, 수정체 전낭이 파열되고 균열이 생긴 경우, 심각한 염증을 야기할 수 있는 유
백색 유체를 형성하는 액화성 백내장 피질이 형성되는 백내장으로서,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발생한다. 백내장을
치료하지 않고 진행된 후에는, 수정체팽대 녹내장(phacomorphic glaucoma)이 야기될 수도 있다. 약한 수정체소
대(zonules)를 수반하는 매우 진행된 백내장으로 인해, 앞 또는 뒤로 수정체탈구(dislocation)가 되기 쉽다.

[0009]

외상(trauma)으로 야기된 백내장 - 이 백내장은 위에서 언급한 경우와는 달리 외상으로 인해 건강한 사람의 눈
에 발생되는 타입이다. 눈에 대한 사고 상해로부터 야기된 흉부 압박상(Blunt trauma) 또는 흉부 관통상
(penetrating trauma)은 수정체 불투명화를 야기할 수 있다. 망막 수술, 가령, 주변부 포도막염 유리체절제술로
인해, 수술후 백내장이 수술 뒤 6 내지 9개월 내에 발생할 것이다. 드물게는, 망막 수술 동안 수술도구에 의해
건강한 수정체에 접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접촉 수 분 내에 수정체 불투명 증상 및 백내장이 형성
된다.

[0010]

선천성 백내장 - 출산 전 또는 출산 직후에 유아에게 발생하는 백내장이다.

[0011]

미국에서, 52세 내지 64세 사이에서는 42%, 65세 내지 74세 사이에서는 60%, 그리고, 75세 내지 85세 사이의 노
인에게는 91%의 노화-관련 수정체 변화(lenticular change)가 보고되었다.

[0012]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노화-관련 백내장은 세계적인 맹(world blindness)의 48%에 대해 책임이 있는데, 이는
약 1800만명의 사람에 해당된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평균 연령이 변화하여, 백내장을 갖고 있는 환자들
의 수가 증가한다. 오존층의 고갈로 인해 자외선 복사가 늘어나는 것도 백내장 질환이 추가로 증가하는 원인으
로 예측된다.

[0013]

다수의 국가에서, 수술 서비스는 불충분하며, 백내장은 실명의 주된 원인으로 남아 있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백내장은 저시력(low vision)의 커다란 원인이다. 심지어, 수술 서비스가 충분한 나라에서도, 수술을
위한 오랜 기다림, 그리고, 수술에 대한 장애물, 가령, 비용, 정보 부족 및 환자 수송 문제점들로 인해, 백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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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저시력은 보편적이다.
[0014]

몇몇 원인들이 백내장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데, 이 원인들에는, 가령, 자외선광에 오랜 기간 동안의 노출,
이온화방사선(ionizing radiation)에 대한 노출, 질병, 가령, 당뇨, 고혈압 및 노화, 또는 외상(아마도, 유년
시기)의 후유증이 포함되며, 이것들은 수정체 단백질의 변성 때문이다. 종종, 통상적인 원인들이 선천성 백내장
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양성 가족력(positive family history) 또한, 유년기에 백내장이 발생되기 쉽고, 전노
인성 백내장이 예측되는 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백내장은 눈의 상해 또는 육체적 외상에 의해 발생될
수도 있다.

[0015]

민항기 조종사들 중 아이슬란드항공 조종사들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비-비행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백내장이
발생될 확률이 3배 높았다. 이는, 우주공간으로부터 오는 방사선이 지표면에서는 대기 흡수에 의해 감쇠하게 되
는 반면, 높은 고도에서는 과도하게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이론은, 지구 궤도 밖으로 비행하는
아폴로 8호 미션에 참가했던 36명의 아폴로 우주비행사들 중 33명에게서 초기 단계의 백내장이 발생되었으며,
백내장은 비행 동안 우주방사선(cosmic ray)에 노출됨으로써 야기된 것으로 밝혀진 보고서에 의해 뒷받침된다.
적어도, 39명의 이전 우주비행사들에게서도 백내장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36명은 고-방사선 미션, 가령, 아폴로
미션에 참가했었다.

[0016]

또한, 백내장은 적외선에 노출되는 사람들, 가령, 수정체비늘증후군(exfoliation syndrome)으로 고통받는 유리
직공(glassblower)들에게도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전자기파(microwave radiation)에 노출되어도
백내장이 발생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아토피 또는 알러지성 질환들도 백내장의 진행을 앞당기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백내장은 요오드 결핍증(iodine deficiency)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 백내장
은 부분적 또는 전체적일 수도 있고,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진행형일 수도 있으며, 또는 심하거나 혹은 약할 수
도

있다.

몇몇

약물,

가령,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및

항정신병

약물,

가령,

쿠에타핀

(quetiapine)(쎄로켈(Seroquel), 케티피노르(Ketipinor), 또는 쿠에핀(Quepin) 명칭으로 판매됨)이 백내장 발
생을 유발할 수 있다.
[0017]

백내장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은 백내장 발생 중 임의의 단계에서도 시술될 수 있다. 백내장을 제거하기 전에 백
내장이 완전히 진행될 때까지 기다릴 어떠한 이유도 없다. 하지만, 모든 수술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백내장을 제거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시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0018]

가장 효과적이면서 보편적인 치료법은 불투명한 수정체 전낭 내에 절개부위를 형성하여(피막절개술) 외과수술로
백내장을 제거하는 것이다. 백내장을 제거하기 위해 2가지 타입의 눈 수술: 수정체 낭외적출술(extra-capsular
cataract extraction; ECCE) 및 수정체 낭내적출술(intracapsular cataract extraction; ICCE)이 사용될 수 있
다. 수정체 낭외적출술은 수정체를 제거하지만 수정체 전낭의 대부분은 손대지 않은 채로 그냥 남겨두는 것으로
구성된다.

적출 전에 수정체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종종 초음파(수정체 유화술)가 사용된다. 수정체 낭내적출술

은 수정체와 수정체 전낭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최근에는 거의 시술되지 않는다. 수정체 낭외적출술 또
는 낭내적출술에서, 백내장이 있는 수정체가 제거되고 안구내 플라스틱 수정체(안구내 수정체 임플란트)로 교체
되며, 이 안구내 플라스틱 수정체는 눈 안에 영구히 위치된다. 안구내 수정체는 카트리지 내에 위치되고 작은
수술 절개부위를 통해 삽입된다. 삽입기는 안구내 수정체를 접어서 작은 바늘을 통해 밀어 넣는다. 바늘의 단부
는 전낭 백(capsular bag) 내에 위치된다. 접혀진 안구내 수정체가 바늘의 단부로부터 배출될 때, 의사가 수정
체를 최종 위치 안에 배열되도록 조작함에 따라 안구내 수정체는 서서히 펼쳐진다(unfold). 백내장 수술은 일반
적으로 국부마취제를 사용하여 시술되며, 환자는 당일에 퇴원할 수 있다. 21세기 초반까지는 안구내 수정체가
항상 단안시(monofocal)였으며, 그 이후로는 안구내 기술(intraocular technology)이 향상되어, 다중초점렌즈를
이식함으로써 환자가 안경에 덜 좌우되는 시각 환경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다중초점렌즈는 기계적으
로 유연하게 작동되며 자연적인 수정체를 조절하도록 사용되는 눈 근육을 사용하여 조절될 수 있다.
[0019]

백내장

수술에

후에

합병증,

가령,

내안구염(endophthalmitis),

후발백내장(posterior

capsular

opacification) 및 망막박리(retinal detachment)도 발생할 수 있다.
[0020]

레이저 시술(laser surgery)은 광이 눈을 통해 직접 망막에 도달할 수 있기에 충분하게 수정체 전낭의 작은 원
형태의 영역을 절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언제나처럼,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2012년까지, 백내장 수술을 위해 극초단파(펨토초) 레이저 사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현재는 백내장 수정체를 추출하기 위해서 고주파 초음파가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다.

[0021]

백내장 수술은 감염, 특히, 급속하게 빠른 치명적인 감염으로 인해 수일 내에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내안구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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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균 상태 하에서 수술실에서 시술된다. 환자의 눈을 소독제로 세척하고, 그 뒤, 오
직 눈만 노출한 채로 환자를 무균 천으로 완전히 격리시킨다. 임의의 인원 또는 기기를 적절히 소독하고 덮거나
살균처리하도록 환자 주변에 살균 환경이 형성된 뒤, 표준적인 무균 수술이 뒤따른다.
[0022]

도 1과 2를 보면, 이러한 종래 기술 타입의 백내장 수술은 환자의 각막 및 홍채를 통해 눈의 내부를 볼 수 있도
록 수술용 현미경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의사는 보통 연곽(limbus)에 가까운 환자의 각막 내에 2개의 절개
부위(10, 12)를 형성하여, 수술 기기가 눈의 내부 세그먼트에 접근될 수 있으며 백내장 수정체가 제거되고 난
뒤에 안구내 수정체를 이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14)가 절개부위(10)를 통해 삽입
될 수 있으며 배치 장치(16)가 절개부위(12)를 통해 삽입될 수 있다.

[0023]

수술은 통상, 수정체전낭절개술(capsulorhexis)로 지칭되는, 내측면 위에 있는 전낭 백(capsular bag)의 중앙에
완전한 원형 절개선을 형성하여 전낭의 원형 절개부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뒤, 백내장 수정체는 수정체
유화기(phacoemulsifer), 초음파 융합(ultrasonic infusing) 및 백내장을 절단하고 그 단편들을 흡인하여 백내
장을 제거하는 흡인 기기(aspirating instrument)를 사용하여 제거된다.

[0024]

그 뒤, 융합/흡인 기기를 이용하여 전낭 백의 내측 표면에 결부된 오래 끄는 피질 재료(lingering cortical
material)가 흡입된다. 그 다음에, 수정체 삽입기(14)를 사용하여 안구내 수정체(18)가 삽입되고 배치 장치(16)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치들을 사용하여 전낭 백 내에 위치된다.

[0025]

수정체 삽입기(14)는 평평한 안구내 수정체(18)를 작고 투명한 각막 절개부위(10)를 통해 전낭 개구(capsular
opening) 내에 삽입하여(수정체전낭절개술) 전낭 백 내의 최종 위치에 전달된다. 삽입기(14)는 카트리지를 통해
평평한 수정체(18)를 밀어 넣어 수정체가 접히고 작은 절개부위(10 내에 위치된 카트리지의 관형 부분을 통과하
게 된다. 수정체(18)가 카트리지(14)의 관형 단부(tubular end)로부터 나올 때, 수정체는 서서히 펼쳐지고 원래
의 평평한 형태로 복원된다.

[0026]

최근에는 펨토초 레이저 기기가 발전하여, 삽입 절개부위를 형성하고 수정체전낭절개술 뿐만 아니라 백내장을
사전-절개하는 과정이 자동화되어 백내장 수술이 보다 정밀하고, 더 안전하며 의사가 시술하기에 더 쉬워졌다.

[0027]

현재의 대부분의 수정체 삽입기는 수동-작동의 재사용가능한 기기인데, 수정체를 밀어 넣는 2개의 수단 즉 리드
스크루(lead screw) 또는 플런저 중 하나이다. 리드 스크루 접근술은 수정체를 인정하고 부드럽게 전달하기는
하지만, 속도가 매우 느리고 의사 또는 보조의사가 의사가 기기의 끝단에 위치할 때 리드 스크루를 수동으로 돌
려야 한다.

[0028]

플런저 접근술은, 주사기로부터 약물을 주사하는 것과 같이 의사가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수정체를 전방을 밀
어 넣기 때문에, 보조가 필요 없다. 또한, 의사는 덜 중요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이동시키고 보다 민감
한 세그먼트는 서서히 이동시킴으로써 전달 속도를 보다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다. 플런저 접근술의 한 단점은
수정체가 걸렸을 때에는, 그 장애(hang-up)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에 의해 보다 강하게 밀어 넣어, 수정체가 배
출될 때 지나치게 더 많이 나가서(over-shoot) 환자에게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0029]

재사용가능한 기기는 재-처리(세척 및 살균) 과정을 필요로 하며 기기에 대한 인력비용이 늘어나고 독성 전방
증후군(Toxic Anterior Segment Syndrome; TASS)의 위험이 증가한다(http://www. cdc.gov/ mmwr/preview/
mmwrhtml/ mm5625 a2.htm).

[0030]

최근에는, 더 작은 각막 절개부위를 사용하여 이러한 수정체 교체 수술을 시술하기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개략적인 예시된 도 3에 도시된 것과 같이, 보통, 안구내 수정체(18) 삽입 수술 동안,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14)의 원위 단부는 절개부위(10)를 통해 완전히 삽입된다.

[0031]

하지만, 도 4를 보면, 최근의 의사들은 "감김-보조(wound-assist)" 기술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14)의 끝단(20)의 오직 작은 부분만이 절개부위(10) 내에 삽입되며, 절개부위(10)는 이전의 절개부위,
가령, 도 3에 예시된 수술 동안의 절개부위보다 더 작다. 이에 따라, 접혀진 상태에 있는 안구내 수정체(18)는
절개부위(10)의 내측 표면을 통해 밀어 넣어져서 내측 표면을 따라 슬라이딩 이동된다. 이에 따라, 절개부위
(10)는 더 작게 되고 자체적으로(절개부위(10)) 감겨져서 수정체(18)가 눈 안에 삽입되기 위한 내강(lumen)이
된다.

[0032]

이러한 수술 동안, 의사는 안구내 삽입기(14)의 끝단의 원위 단부(20)를 사용하여 절개부위(10)가 개방된 채로
고정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는 절개부위(10)가 개방된 채로 고정시켜 수정체(18)가 내부를 통해 밀
어 넣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살표(22) 방향으로 가로 힘(lateral force)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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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내용
[0033]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발명 중 하나 이상의 형태는 의사가 작동시켜 의사가 한 손으로 삽입기 장치로부터 수정체
를 배출시키며 의사가 제공해야 하는 수동 힘이 줄어들 수 있게 하는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 디자인이다. 예를
들어, 몇몇의 알려진 종래 장치, 가령, 플런저 장치에서, 삽입기 장치의 단부를 통해 수정체를 밀어 넣기 위하
여 의사는 플런저의 근위 단부에 대해 상당한 수동 힘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의사가 삽입 동안 장치를 원하는
방향 및 위치에 고정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에 적용되는 수술, 가령, 도 4에 관해 위
에서 기술된 수술에서는 보다 심각하다. 따라서, 보조된 배출 힘(discharge force)을 제공하는 안구내 수정체
삽입 장치는 의사가 원하는 대로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0034]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발명 중 하나 이상의 또 다른 형태는, 테더(tether)에 의해 연결되지 않은, 가령, 예를 들
어, 개별 콘솔(console)에 연결되지 않는, 배출 힘을 제공하기 위한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일체형으로 구성된
메커니즘을 가진 삽입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장치들에 대한 상당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예
를 들어, 몇몇 알려진 타입의 수술 장치는 전력을 전기 모터에 제공하거나 수술 장치의 핸드피스 내에 있는 압
축 공기 모터에 압축 공기를 제공하는 단독 콘솔에 의해 작동되는 공압 시스템 또는 전기 모터를 포함한다. 이
러한 시스템들로 인해 의사는 상기 특별한 수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콘솔 장치를 구입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0035]

따라서, 배출 힘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장 에너지를 사용하는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가 제공되는데, 상기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는 휴대성이 더 강화되어 의사가 개별적인 단독 콘솔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0036]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발명 중 하나 이상의 또 다른 형태는, 출력 힘과 같이 작동될 수 있는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하여 압축성 에너지 저장 장치, 가령, 스프링, 또는 압축 공기를 구현하여, 편리하고 휴대용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저장 장치는 예컨대 일정한 속도 출력을 제공하기 위해 조절하기
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발명의 하나 이상의 형태는, 실질적으로 비압축성 유체, 가령,
액체로 작동되는 작동 회로(actuating circuit)를 제공하여, 심지어 압축성 저장 장치, 가령, 스프링 또는 압축
공기에 의해 에너지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하위 구성요소들의 속도에 걸쳐 보다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메커
니즘 사용 방법을 수용하는 것이다.

[0037]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발명의 하나 이상의 또 다른 형태는, 일체형 에너지 저장 장치 및 움직임 조절 액츄에이터
를 포함하는 휴대용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를 제공하여, 이에 따라 상기 장치가 단일의 사용 장치 및 따라서 일
회용 장치로 구성될 수 있기에 충분히 간단하며, 재살균 비용 및 상호 오염(cross-contamination)에 대한 가능
성이 방지되도록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 장치는 압축성 에너지 저장 장치
및 하위 구성요소, 가령, 수정체 삽입 로드의 움직임 및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의해 저장된 에너지 배출을 조절하
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압축성 유체로 작동되도록 구성된 액츄에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0038]

상기 요약 내용은 단순한 형태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제공되며, 밑에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추가로 기
술된다. 이 요약 내용은 청구되고 있는 주제의 핵심 특징 및 실질적인 특징들을 기술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본
발명에서 청구되고 있는 주제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보조하도록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39]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로부터 보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데, 도면들에서 전반적으로 유사한 도면부호는 유사한 요소들을 가리킨다.
도 1은 각막 내에 절개부위를 통해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가 삽입되고 제2 절개부위를 통해 배치 장치가 삽입된
인체 눈을 확대하여 도시한 단면도로서, 교체되는 안구내 수정체가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로부터 부분적으로 배
출되어 도시된다.
도 2는 도 1에 예시된 수술의 전방 평면도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장치의 한 부분의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으로서,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의 원위 끝단이 절개
부위를 통해 완전히 삽입되어 교체용 수정체를 배출한다.
도 4는 도 3에 예시된 수술과 상이한 수술을 개략적으로 예시한 도면으로서,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의 원위 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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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개부위 내에 오직 부분적으로만 삽입되어 있다.
도 5는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의 한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예시한 도면이다.
도 6은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의 추가적인 실시예의 투시도이다.
도 7은 도 6의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의 측면 입면도이자 횡단면도이다.
도 8은 도 7의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의 하우징 부재의 한 부분의 측면 입면도이자 횡단면도이다.
도 9는 도 6의 수정체 삽입기의 에너지 저장 부분의 확대 단면도이자 부분적 분해도이다.
도 10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나사고정된 단부 캡 내에 위치되며 천공 장치에 의해 천공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보여주는 도 6의 수정체 삽입기의 횡단면도이다.
도 11은 팽창 가스가 에너지 저장 장치로부터 배출되고 난 후 피스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도 6의 삽입기의 횡
단면도이다.
도 12는 도 6의 삽입기의 액츄에이터 부분을 확대하여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13은 도 6의 삽입기의 수정체 카트리지 홀더 부분의 분해도이다.
도 14는 도 13에 도시된 삽입기의 확대 투시 분해도이다.
도 15는 수정체 카트리지 홀더 부분으로부터 제거된 수정체 카트리지의 확대 측면 입면도이다.
도 16은 수정체 카트리지가 수정체 카트리지 홀더 부분 내에 삽입된 도 15의 삽입기이다.
도 17은 수정체 카트리지가 플런저와 결합되기 전의 도 16의 삽입기의 부분적인 횡단면도이다.
도 18은 플런저를 수정체 카트리지와 결합시키기 위해 수정체 홀더 부분이 축방향으로 이동되고 난 후 도시된
삽입기의 횡단면도이다.
도 19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스프링 형태로 형성된 도 6의 삽입기의 추가적인 실시예를 예시한 도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40]

다음의 상세한 설명은 단지 예시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지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주제 및 이러한 실시예들
의 용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용어 "대표적인"은 "한 예, 경우,
또는 예시로서 사용되는"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본 명세서에 기술된 임의의 실시예는 반드시 그 외의 다
른 실시예들에 비해 바람직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간주될 필요는 없다. 게다가, 본 발명에서 앞서 기술된 기술분
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또는 밑에 기술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임의의 명시적이거나 함축적인
이론에만 한정하려는 것도 아니다.

[0041]

특정 용어들이 하기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참조용어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
다. 예를 들어, 용어, 가령, "상부", "하부", "위", 및 "아래"는 참조하고 있는 도면들에서 방향을 가리킨다.
"근위", "원위", "전방", "뒷면", "후방", 및 "측면"과 같은 용어들은 문헌 및 이러한 논의 하에서 구성요소를
기술하는 도면에서 참조 용도로 명확한 기준의 구성요소이지만 임의의 프레임 내에 있는 구성요소 부분들의 배
열방향 및/또는 위치를 기술한다. 이러한 용어는 위에서 특별히 언급한 용어, 및 그 파생형, 및 이와 유사한 용
어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용어 "제1", "제2", 및 구성을 지칭하는 그 외의 다른 이러한 숫자
용어들은 문맥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는 한 순서 또는 차례를 의미하지 않는다.

[0042]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발명은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한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에 관해 설명한다. 하지만, 본 명세서
에 기술된 발명은 장치들을 예를 들어, 동물, 가령, 사람의 조직 내에 또는 조직을 넘어 배출하도록 요구되는
수술 장치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문맥에서 사용될 수 있다.

[0043]

도 5를 보면,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100)가 에너지 저장 장치(102), 액츄에이터 장치(104), 및 수정체 배출 부
분(106)을 포함할 수 있다. 에너지 저장 부분(102)은 임의의 타입의 에너지 저장 장치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에너지 저장 부분(102)은 압축성 유체를 저장하기 위한 장치, 기계식 스프링, 또는 그 외의
다른 타입의 압축성 타입의 에너지 저장 장치 형태로 구성된다. 또한, 그 밖의 타입의 에너지 저장 장치도 사용
될 수 있다.

[0044]

몇몇 실시예들에서, 에너지 저장 부분(102)은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로부터 기계적 에너지를 배출하도록 구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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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저장 장치(102)가 압축 가스 용기 형태로 구성될 때, 에너지 저장 장치(102)는 이
러한 압축 가스를 배출할 수 있어서 따라서 기계적 에너지의 출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저장 장치
(102)가 기계식 스프링 형태로 구성될 때, 이러한 스프링은 선형 또는 비틀림 운동을 출력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기계적 에너지 형태로 구성된다.
[0045]

액츄에이터 부분(104)은 에너지 저장 부분(102)으로부터 기계적 에너지의 출력의 조절가능한 작동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임의의 타입의 액츄에이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실시예들에서, 액츄에이터 부분(104)은 에너지
저장 부분(102)으로부터 기계적 에너지의 출력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또는
전자 버튼의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액츄에이터(104)는 에너지 저장 부분(102)으로부터 에너지를
출력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 부재와 관련된 가변 저항 또는 운동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버튼 또는 그 밖의 전자
장치들의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액츄에이터 부분(104)은 안구내 수정체 부분(106)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구성된 출력 부재의 조절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액츄에이터 부분(104)은 안구내 수정체 부분과 상호작
용을 위해 출력 플런저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0046]

안구내 수정체 부분(106)은 몇몇 서로 다른 공급원들로부터 널리 구매할 수 있는 안구내 수정체 카트리지와 상
호작용하거나 보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구내 수정체 부분(106)은 Alcon으로부터 Monarch로 구
매가능한 안구내 수정체 카트리지와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도록(releasably engage) 구성될 수 있다. 안구내 수
정체 부분(106)은 안구내 수정체 카트리지가 수정체 부분(106)과 결합될 수 있게 하도록 구성된 개방 위치와 수
정체 부분(106)이 수정체 카트리지와 결합되는 밀폐 위치 사이에서 이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47]

이에 따라, 작동 시에, 액츄에이터 부분(104)은 에너지 저장 부분(102)으로부터 기계적 에너지의 출력을 조절하
고 이에 따라 수정체 부분(106)에 의해 보유된 수정체 카트리지로부터의 수정체 배출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자, 가령, 의사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 추가로, 삽입기(100)는 휴대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몇몇 실시예
들에서는 일회용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0048]

도 6-18을 보면, 수정체 삽입기(100)의 추가적인 실시예가 예시되며 도면부호(100A)로 표시된다. 수정체 삽입기
(100)의 특징들과 구성요소에 상응하여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할 수 있는 수정체 삽입기(100A)의 특징들과 구성
요소는 문자"A"가 추가되는 것만 제외하고는 동일한 도면부호로 표시된다.

[0049]

도 6-8을 보면, 안구내 수정체 삽입기(100A)도 에너지 저장 부분(102A), 액츄에이터 부분(104A), 및 수정체 부
분(106A)을 포함한다.

[0050]

도 8에 예시된 실시예에서, 삽입기(100A)는 다양한 공동, 리세스, 및 도관을 포함하며, 상기 실시예에서, 에너
지 저장 부분(102A)과 액츄에이터 부분(104A) 사이에 소통(communication)을 제공하는 본체 부분(200)을 포함한
다. 도 8은 그 외의 다른 모든 구성요소들이 제거된 본체 부분(200)을 예시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선택적으
로, 본체 부분(200)은 모노리식 바디(monolithic body)를 형성하는 일체형 재료로 제작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밖의 형상도 사용될 수 있다.

[0051]

몇몇 실시예들에서, 본체 부분(200)은 에너지 저장 수용 부분(202)을 포함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상기 수용
부분(202)은 본체(200) 내에서 리세스로서 형성되며 압축 가스의 용기를 수용하도록 구성되고 크기가 형성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리세스(202)는 압축 이산화탄소 캐니스터(204)를 수용하도록 크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
한 압축 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용기는 널리 상용화되어 있다.

[0052]

하우징(200)은 용기(204)로부터 배출된 가스를 수용하도록 구성된 피스톤 챔버(206)를 포함할 수 있다. 피스톤
챔버(206)는 사용가능한 기계적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용기(204)로부터 나온 가스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장치
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7에 도시된 것과 같이, 피스톤(208)이 피스톤 챔버 부분(206) 내에 배열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피스톤(208)은 피스톤 챔버 부분(206)을 가스-수용 부분과 액체-수용 부분(210)으
로 나눈다.

[0053]

하우징(200)은 액츄에이터 부분(104A)과 에너지 저장 부분(102A)을 연결하는 도관(212)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관(212)은 액체 수용 부분(210)과, 화살표(216) 방향을 따라, 액츄에이터 부분(104A) 내로의 흐름 경로
를 제공할 수 있다.

[0054]

도관(212)은 액체-수용 부분(210)의 한 부분 내에 있는 구멍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액츄에이터 조절
부분(214) 내로 이어지고, 그 뒤, 가로 커넥터 부분(218)을 지나 액츄에이터 부분(104A)의 추가적인 액체-수용
부분(220) 내로 이어진다(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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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5]

액츄에이터 수용 부분(214)은 도관(212)을 따라 유체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액츄에이터를 수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추가로, 챔버(220)는 피스톤(222)을 수용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는데, 이는 밑에서 더욱 상세하게 기술된
다.

[0056]

도 8을 보면, 본체(200)는 액츄에이터 장착 부분(230)을 포함할 수 있다. 액츄에이터 장착 부분(230)은 본체
(200)의 세로축(L)으로부터 반경 방향으로 외부를 향해 연장되는 돌출부(232)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돌출부
(232)는 구멍(234)을 포함할 수 있으며 액츄에이터 로드(236)(도 7)를 수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57]

또한, 본체(200)는 슬라이딩 카트리지 결합 부재(240)(도 6)와 결합하기 위한 장치들과 그 밖의 다양한 외측 표
면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밑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된다. 예를 들어, 본체(200)의 액츄에이터 부분
(104A)의 외측 표면(242)은 다양한 결합 장치(246, 248) 및/또는 결합 장치(240)와 결합되고 나란하게 정렬하기
위한 그 외의 다른 리지(ridge)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부들은 도 14를 참조하여 밑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된다.

[0058]

도 9-11을 보면, 본체 부재(200) 내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저장 부분(102A)가 추가로
상세하게 예시된다. 본체 부재(200)의 원위 단부(250)는 탈착가능한 단부 캡(256) 위에 배열된 외부 스레드
(254)와 결합하도록 구성된 내부 스레드(252)를 포함할 수 있다.

[0059]

또한, 에너지 저장 부분(102A)은 벌크헤드 부재(260)를 포함할 수 있다. 벌크헤드 부재(260)는 에너지 저장 부
분(102a)과 사용되는 선택된 에너지 저장 장치와 견고하게 결합하기 위해 제공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예시된 실시예는 압축 이산화탄소 카트리지(204)로 사용하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예시된 실
시예에서, 벌크헤드 부재(260)는 카트리지(204)의 원위 단부(205)와 접하여 결합되도록 구성된 상위 단부(262)
를 포함한다. 또한, 벌크헤드 부재(260)는 피스톤 챔버(206)의 내측 표면과 밀봉 결합을 제공하기 위하여 밀봉
장치, 가령, O-링(264)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예시된 실시예에서, 작동 동안에 벌크헤드 부재(260)는 정지상태로
유지된다(remain stationary). 따라서, 삽입기(100a)는 벌크헤드 부재(260)와 견고하게 결합하기 위해 본체 부
분(200)을 통해 연장되는 한 세트의 나사(266)를 포함한다. 또한, 그 외의 다른 디자인도 사용될 수 있다.

[0060]

또한, 에너지 저장 부분(102A)은 어큐뮬레이터 피스톤(280)을 포함할 수 있다. 예시된 실시예에서, 어큐뮬레이
터 피스톤(280)은 2개의 표면과 슬라이딩 이동가능하게 결합된다(slidably engaged). 우선, 어큐뮬레이터 피스
톤(280)은 벌크헤드 부재(260)의 내측 표면과 결합된 제1 부분(282)과 피스톤 챔버(206)의 내측 표면과 결합된
하위 부분(284)을 포함한다. 그 외에도, 예시된 실시예에서, 피스톤(280)은 압축 가스 카트리지, 가령, 이산화
탄소 압축 가스 카트리지(204) 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밀봉부를 천공하도록 구성된 천공 바늘(286)을
포함한다.

[0061]

피스톤(280)은 삽입기(100A)의 세로축(L)을 따라 슬라이딩 이동하도록 구성된다. 이에 따라, 피스톤(280)은 벌
크헤드(260)의 내측 표면에 대해 밀봉하기 위한 O-링(288)과 피스톤 챔버(206)의 내측 표면과 슬라이딩 밀봉을
제공하기 위해 제2 O-링(290)을 포함한다.

[0062]

몇몇 실시예들에서, O-링 밀봉부(288)는 카트리지(204)로부터 배출된 가스 전부를 카트리지(204)와 피스톤(280)
사이에 배열된 영역(292) 내에 유지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피스톤 챔버(206)는 실질적으로 비압축성 유
체, 가령, 액체, 실리콘 오일, 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린, 식염수, 물을 포함하지만 이들에만 제한되지는 않은
유체 또는 그 밖의 실질적으로 비압축성 유체를 수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시 목적으로, 피스톤(280) 및 피
스톤 챔버(206)의 하위 또는 원위 부분은 실질적으로 비압축성 유체-수용 챔버(300)로서 간주될 수도 있다. 따
라서, 몇몇 실시예들에서, O-링(290)은 챔버(300) 내에 있는 임의의 액체 또는 유체를 챔버(206)의 원위 부분에
유지하도록 구성된다.

[0063]

작동 동안에, 캡(256)이 스레드(252) 내에 나사고정될 때, 카트리지(204)는 천공 바늘(286) 내로 밀려가고 이에
따라 카트리지(204)를 개방시켜 내부에 있는 압축 가스를 피스톤(280)의 원위 근위 단부 부분(282)와 벌크헤드
(260)와 카트리지(204) 사이의 공간 내에 배출한다(released).

[0064]

도 11을 보면, 액츄에이터 부분(104A)이 적절하게 작동될 때, 카트리지(204)로부터 나온 압축 가스는 가스-수용
부분(292) 내로 계속 팽창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비압축성 유체 수용 부분(301) 내에 있는 임의의 유체 또
는 액체를 압축시킨다. 액츄에이터 부분(104A)이 작동되면 챔버(301) 내의 압축 유체가 챔버로부터 외부 방향으
로 흐를 수 있게 되어 챔버(220) 내로 들어가고 이에 따라 피스톤(222)을 세로로 화살표(R) 방향으로(도 11) 움
직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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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5]

계속하여, 도 12를 보면, 액츄에이터 부분(104A)은 하우징 부재(200)에 대해 비작동 위치(도 12에 예시된 위
치)와 작동 위치(도시되지 않음)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장착된 액츄에이터 부재(300)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레버 부재(300)는 액츄에이터 부재가 호(302)를 따라 피벗회전될 수 있도록 힌지 부재(도시되지 않
음)로 하우징(200)에 결부될 수 있다. 또한, 액츄에이터 부재(300)는 피스톤(222)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챔버
(300)로부터 챔버(220)를 향해 실질적으로 비압축성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흐름 조절 기능(flow control
function)을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는 로드(236)와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스톤 로드(236)는 돌출부
(232)의 구멍(234)을 통해 연장되는 원위 단부(240)와 흐름 조절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근위 단부(320)를
포함할 수 있다.

[0066]

로드(236)의 원위 단부(240)는 로드(236)의 위치 조정(position adjustment)을 제공하기 위해 스크루드라이버와
결합하기 위한 슬롯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레버 부재(300)는 상기 레버 부재(300)에 피벗회전 가능하게
장착된 결합 부재(310)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결합 부재(310)는 로드(236)의 원위 부분(240) 위에 있는 외부
스레드와 결합하도록 구성된 스레드 부분(312)을 포함할 수 있다.

[0067]

또한, 레버 부재(300)를 비작동 위치로 편향시키기 위해 스프링(314)이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면, 레버
부재(300)가 호(302)를 통해 이동될 때,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레버 부재(300)가 도 12에 예시된 위치로
부터 하부 방향으로 이동될 떄, 결합 부재는 로드(236)를 원위 방향(D)으로 끌어당겨(pull) 이에 따라 흐름 조
절 부분(320)을 화살표(D)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스프링(314)은, 사용자에 의해 릴리스될 때, 레버 부재(300)를
도 12에 예시된 위치로 복원시키기 위한 편향 복원 작용(bias return action)을 제공한다.

[0068]

계속하여, 도 12를 보면, 로드(236)의 근위 부분(320)은 O-링(324) 형태의 밀봉부와 피스톤 부재(322)를 포함할
수 있다. 근위 부분(320)은 스로트 부분(328)과 협동하도록 구성된 바늘 부분(326)을 포함할 수 있다. 잘 알려
져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도관(212)을 따라 실질적으로 비압축성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하여 바늘 부분
(326)과 스로트 부분(328)을 결합하고 서로 협동시킨다. 예를 들어, 레버(300)가 도 12에 예시된 위치로부터 하
부 방향으로 이동될 때, 피스톤 로드는 원위 방향으로 화살표(D) 방향으로 이동되며 이에 따라 바늘 부분(326)
도 화살표(D) 방향으로 이동되어 스로트 부분(328)과 바늘 부분(326) 사이에 틈(gap)을 형성하거나 틈이 넓어진
다(increasing). 이에 따라, 유체, 가령, 예를 들어, 카트리지(204)로부터 배출된 가스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피스톤(208)에 의해 압축된 실질적으로 비압축성 유체는 도관(212)을 통해 흘러, 도관(212)을 통해 피스톤(22
2)을 향해 흐를 수 있게 된다.

[0069]

실질적으로 비압축성 유체가 피스톤(222)에 대해 압축될 때, 피스톤(222)은 화살표(D) 방향으로 이동된다. 피스
톤(222)의 이러한 움직임은 카트리지(400)로부터 수정체를 배출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 12
및 13에 예시된 것과 같이, 플런저(402)가 피스톤(222)의 원위 단부에 결부될 수 있다. 따라서, 피스톤(222)이
유체 흐름에 의해 도관(212)을 통해 이동됨에 따라, 플런저(402)도 화살표(D) 방향으로 이동된다. 플런저(402)
의 이러한 움직임은, 종래 기술에 잘 알려져 있는 기술로, 카트리지(400) 내에 배열된 수정체를 배출하도록 사
용될 수 있다.

[0070]

도 13과 14를 보면, 카트리지 결합 부재(240)는 카트리지 수용 부분(430)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트리
지 수용 부분(430)은 원위 윙 결합 부분(432)과 본체 수용 부분(434)을 포함할 수 있다. 윙 수용 부분(432)과
본체 수용 부분(434)은 구매가능한 수정체 카트리지(400)의 외부 치수에 따라 크기가 형성될 수 있는 이는 종래
기술에 잘 알려져 있다.

[0071]

원위 윙 수용 부분(432)은 수정체 카트리지(400)의 윙(436)들과 결합하도록 구성된 리세스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도 6에 도시된 것과 같이, 카트리지(400)가 카트리지 수용 부분(430)과 결합될 때, 카트리지(400)는 통
상 플런저(402)와 나란하게 정렬된다.

[0072]

도 15와 16을 보면, 선택적으로, 카트리지 수용 부분(430)은 카트리지(400)의 근위 부분과 결합되도록 구성된
근위 결합 부분(440)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트리지(400)의 몇몇 상용 실시예들에서, 카트리지(400)는
후방을 향하는 윙(442) 또는 그 외의 다른 후방을 향하는 표면을 포함한다. 따라서, 카트리지 결합 부분(430)은
윙(442)들과 포지티브 결합(positive engagement)을 위해 결합 장치(446)와 추가적인 근위 리세스(444)를 포함
할 수 있다. 따라서, 도 16에 도시된 것과 같이, 카트리지(400)가 전방을 향하는 결합 부분(432)과 후방을 향하
는 결합 부분(444)과 결합되고 돌출부(446)가 후방을 향하는 윙(442) 위에 걸쳐 연장될 때, 카트리지(400)는 카
트리지 수용 부분(430) 내에 보다 견고하게 안착된다(securely seated).

[0073]

이는 삽입기(100a)를 사용하는 의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돌출부(446)가 후방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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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윙(442) 위에 걸쳐 연장되면, 의사가 화살표(F) 방향으로(도 16) 삽입기(100a)에 힘을 제공하는 경우, 카
트리지(400) 위에 토크(T)가 생성되거나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카트리지가 원위 수용 부분(432) 주위로
피벗회전 하게 하고, 따라서 카트리지(400)의 근위 단부가 상부를 향해 화살표(U) 방향으로 들어올릴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결합 부분(446)은 수용 부분(430) 내에 카트리지(400)의 근위 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이러한 타입의 힘은 가령, "감김-보조(wound-assist)" 기술로 알려져 있는, 도 4를 참조하여 위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외과 수술을 시술하는 동안 생성될 수 있다.
[0074]

계속하여, 도 14-18을 보면, 부재(240)는 본체(200)와 슬라이딩 이동가능하도록 결합될 수 있다(slidably
engaged). 따라서, 부재(240)는 본체(200)의 외측 표면과 협동하도록 구성된 다양한 내측 표면들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재(240)는 삽입기(100a)의 세로축(L)에 대해 평행한, 본체(200)를 따라 세로 방향으로 슬라이
딩 이동될 수 있다(slid longitudinally).

[0075]

예를 들어, 도 17 및 18을 보면, 부분(240)은 도 17에 도시된 원위 위치로 이동될 수 있다. 이 위치에서, 수정
체 수용 부분(430)은 플런저(402)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카트리지(400)는 플런저(402)의 간섭
(interference) 없이 카트리지 수용 부분(430) 내로 삽입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카트리지가 수용되고 난
뒤, 도 18에 도시된 것과 같이, 부분(240)은 플런저(402)가 카트리지(400) 내에서 수정체에 결합되거나 또는 수
정체에 대해 눌려질 때까지 본체(200)에 대해 후방을 향해 슬라이딩 이동될 수 있다.

[0076]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본체(200)는 다양한 디텐트(detent) 또는 램프(ramp) 또는 그 외의 다른 부분(246,
248)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양한 위치 내로의 포지티브 결합을 위해 부재(240)의 한 부분과 결
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분(240)은 하우징 부재(200)의 부분(248) 및 부분(246)과 결합되도록 구성된 램프
및 후크 부분(460)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재(240)는 도 17에 예시된 위치에서 본체 부재(200)와 포지티
브 결합될 수 있으며, 그 뒤, 플런저(402)가 카트리지(400) 내로 이동될 수 있도록 근위 방향으로 끌어당겨질
때, 부분(460)은 하우징(200)의 근위 부분과 결합되어 철회 위치로 결합될 수 있다. 카트리지(400)의 삽입 및
제거를 용이하게 제공하기 위해 그 밖의 디자인도 사용될 수 있다.

[0077]

도 19를 보면, 삽입기(100a)의 추가적인 실시예가 예시되며 전체적으로 도면부호(100b)로 표시된다. 삽입기
(100a)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 있는 삽입기(100b)의 구성요소들은 문자"b"가 추가되는 것만 제외하고는 동일한
도면부호로 표시된다.

[0078]

계속하여, 도 19를 보면, 에너지 저장 부분(102b)은 코일 스프링(500)의 압축 에너지 저장 기능을 사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코일 스프링은 피스톤(504)과 결합된 원위 단부(502) 및 제거가능 캡(256b)으로 제자리에 고정
된 근위 단부(506)를 포함할 수 있다. 피스톤(504)은 예를 들어 챔버(202b) 내에 실질적으로 비압축성 유체를
작동 가능하게 함유할(operatively contain) 수 있게 하기 위해 O-링(506)이 있는 밀봉부를 형성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삽입기(100b)의 나머지 부분들은 위에서 기술된 삽입기(100a)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0079]

하나 이상의 실시예들이 위에서 상세하게 기술한 내용에 따라 기재되었지만, 다양한 변형예들이 가능하다는 사
실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 기술된 대표적인 실시예 또는 실시예들이 본 발명의 범위, 적용분야,
또는 청구되고 있는 형상에만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대신, 위에서 상사하게 기술한 내
용은 당업자에게 본 명세서에 기술된 실시예 또는 실시예들을 구현하기 위한 용이한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다.
본 특허출원을 출원하는 시점에서 공지된 균등예들과 예측가능한 균등예들을 포함하는 청구항에서 정의된 범위
를 벗어나지 않고 요소들의 배열 및 기능에서 다양한 변형예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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