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loaded Injector System  |  Hydrophobic Aspheric IOL

여느 때보다 선명한 시야 확보  
• Glistening-free 등급의 소수성 아크릴 IOL 재질1,3  
• 특허를 획득한 비구면 옵틱 디자인으로 인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이미지2  
• PCO를 절감하는 활성산소 가공처리공법과 날카로운 옵틱 엣지3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통제력  
• 한 손으로 하는 push와 두 손으로 하는 screw가 모두 가능한 인젝터 
• 인젝터 팁의 사출 깊이를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insert shield 
• Preloaded 인젝터가 제공하는 현저하게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IOL 전달 4

Vivinex   ™ multiS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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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야타(Miyata) 척도 기준으로 반짝임 변성이 없음; 안구병리 국제 실험센터(The David J Apple Inter-
national Laboratory for Ocular Pathology)의 연구 결과. 파일로 보고.

2  Pérez-Merino, P., Marcos, S. 안내 렌즈 중심이탈을 커스텀 모델의 눈에 시험할 때 상질 (image quali-
ty)에 미치는 영향. J Cataract Refract Surg. 2018;44(7):889–896.

3  HOYA VivinexTM IOL의 임상 평가, 파일 DoF-PHIV-101-SP2-24mIR-20082019 (2019)에 게재된 HOYA 
자료.

4  멀티서트TM 인젝터 시스템의 유용성과 용인성 평가, 파일 DoF-SERT-102-MULT-03052018 (2018)에  
게재된 HOYA 자료.

 

*  A상수는 렌즈 굴절력 계산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정확한 렌즈 굴절력을 계산할 때는 집도의 고유의 경험과 
장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계산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  출처: https://iolcon.org 2019년 8월 22일부터 백인계 환자를 대상으로 한 910건의 임상 결과로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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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in-1 multiSertTM
는 

여러 선택권을 제공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통제성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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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서 다루는 절차를 비롯해 일부 제품 및 구체적인 기능은 각 사용자의 사용지에서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이용 가능성과 관련해 사전 고지 없이 설계와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국에서 제품 이용 가능성과 관련된 문의는 지역 대표에게 연락 바랍니다. 
HOYA, Vivinex, 그리고 multiSert는 이에 HOYA corporation 또는 그 제휴업체의 상표입니다. 
©2020 HOYA Medical Singapore Pte. Ltd. 모든 권리 보유.

Vivinex™ multiSert™

Model name XC1-SP
Optic design Aspheric design with sharp textured optic edge

Optic & haptic materials Hydrophobic acrylic Vivinex™
with UV-filter (Model XC1-SP)

Haptic design Textured-rough haptic surface

Diameter (optic/OAL) 6.00 mm / 13.00 mm

Power +6.00 to +30.00 D (in 0.50 D increments)

Nominal A-constant* 118.9

Optimized constants**

Haigis a0 = -0.8394  a1 = 0.2023 a2 = 0.2272
Hoffer Q pACD = 5.7058
Holladay 1 sf = 1.9432
SRK/T A = 119.219

Injector multiSert™ preloaded

Front injector tip  
outer diameter 1.70 mm

Recommended incision size 2.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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