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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은 충전 배터리를 갖는 전원공급장치, 포지티브 출력단자, 네거티브 출력단자 및 포지티브 충전
단자, 및 전원공급장치의 출력단자에 연결된 입력단자를 갖는 제재를 포함한다. 전원공급장치의 네거티브 출력단자는 
또한 배터리를 충전시키기 위한 네거티브 충전단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충전 동안, 제재는 제거되고, 충전기의 단자는 
전원공급장치의 단자에 연결된다. 전원공급장치는 배터리 전압이 소정값 또는 그 이하로 될 때 경보를 발하는 전원공급 
모니터링부 및 출력단자로부터 전원공급 상태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이온토포레시스, 배터리, 전압, 충전, 전원공급장치, 출력단자, 충전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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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의 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충전기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충전기의 다른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의 또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충전기의 또다른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의 또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피부를 통하여 또는 점막을 통하여 적용된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휴대용 이온토포레시
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온토포레시스는 외부 자극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는 경피 흡수-촉진 시스템이다. 그 원리는 전원 공급에 의해 애노드
와 캐소드 사이에서 주로 생성된 전계에서 캐소드로부터 애노드로의 네거티브로 충전된 분자의 이동과 애노드로부터 
캐소드로의 포지티브로 충전된 분자의 이동에 의해 약 분자의 피부 장벽 투과성이 촉진되는 것이다[Journal of Contr
olled Release, Vol. 18, pages 213-220, 1992; Advanced Drug Delivery Review, Vol. 9, page119, 1992; 및 
Pharmaceutical Research, Vol. 3, pages 318-326, 1986을 참조].
    

    
따라서, 이온토포레시스에서, 애노드 및 캐소드는 쌍으로 제공되고 전류는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에서 발생되어 약을 이
동시킨다. 최근에, 전류가 개인간의 차이에 기인한 임피던스 차이에 무관한 소정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한 전류 
유닛이 채용된다. 이 일정한 전류 유닛은 약 전달율을 임피던스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데 이는 약 전달율
이 전류량과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유닛은 예로서, 일본국 특허 공개공보 제 5-245214호에 개시되어 
있다. 또한, 필요로 되는 프로그램으로 약 공급율을 제어하는 유닛은 예로서 일본국 특허 공개공보 제 7-124265호에 
개시되어 있다.
    

    
한편, 휴대할 수 있기에 적절한 작은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선, 특히 전원 공급장치의 회로부품 수를 
최소화하고 상기 유닛을 최소화할 것이 필요하다. 이중에서도 특히, 전원 공급장치에 통합된 배터리를 크기 및 중량면
에서 줄이는 것이 소망된다. 소형 배터리가 체용될 때, 일반적으로, 작은 배터리 용량으로 인해 빈번한 배터리 교체가 
요구되고, 이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배터리 교체라는 번거로운 동작을 행하게 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배터리 교
체는 사용된 배터리의 폐기를 포함한 환경적인 면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가능한한 방지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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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휴대용 전원공급장치에 의한 또다른 문제는 부품의 고장에 의한 회로의 오작동을 포함한다. 전원공급장치를 위한 
회로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설정 레벨을 초과하는 고 출력 전류가 발생되거나, 상기와 같은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도, 출력이 정지되어야만 할 때 출력이 완전히 정지될 수 없는 바와 같은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함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로서, 그러한 시스템은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출원 제 8-505541호에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원공급장치를 구성하는 임의의 부품이 고장나는 경우, 전원공급장치의 동작에 대한 영향은 이들 부품중 어느 
부품이 고장나느냐에 좌우되어 상당히 다르다. 전원공급장치 자체가 고장을 식별할 수 없을 때, 사용자는 고장이 발견
될 때 까지 반복하여 고장난 유닛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형 회로가 필요로 되고, 이것은 
전원공급장치의 크기 및 중량의 감소에 대해 반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요인을 고려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뛰어난 사용적합성을 갖춘 소형이고 경량인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을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사이즈 및 중량면에서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제2의 소형 배터리가 전원공급을 위해 사용되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충전단자가 
출력단자로서 사용된다면, 뛰어난 사용적합성을 갖춘 소형이고 경량인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이 사용될 있음을 알게 되
었고,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본 발명에 따른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은 충전 배터리와 복수의 출력단자를 갖는 전원공급장치와, 전원공급장치의 출력
단자에 연결되고 약을 피부를 통하여 또는 점막을 통하여 투여하기 위해 채용된 제재를 포함하고, 전원공급장치의 복수
의 출력단자중의 적어도 하나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단자로서도 사용된다. 여기서, 예로서, 제 2 리튬 배터리
가 충전 배터리로서 채용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이온토포레시스 전원공급장치는 충전 배터리, 배터리로부터의 전기 에너지를 출력하기 위한 복수의 출
력단자, 및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 단자를 포함하고, 복수의 출력단자중의 적어도 하나는 충전단자로서도 사용된
다. 또한, 본 이온토포레시스 전원공급장치는 바람직하게 배터리 전압을 모니터링하여 배터리 전압이 소정값 또는 그 
이하로 될 때 경고를 발하는 전원 공급 모니터링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전원공급장치는 바람직하게 출력단자로부터 
출력된 전기 에너지의 전원 공급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포함한다. 제어부는 전기 에너지의 전원 공급 상태를 기록
하기 위해 그리고 전기 에너지의 전원 공급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외부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채용된다.
    

본 발명에 따른 이온토포레시스 충전기는 이온토포레시스 전원공급장치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채용된다. 이 충전기
는 전원공급장치로부터 출력된 전기 에너지의 입력된 전원공급 기록에 기초하여 전원공급장치의 동작 검사를 수행하는 
동작 검사부를 포함한다. 이 충전기는 전원공급장치의 전원공급 기록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를 포함한다. 또한, 충전
기는 전원공급장치의 전원공급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저장부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이하에서, 본 발명에 따른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의 실시예가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의 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이다. 이 시스템에서, 이온토포레시스 전원공
급 장치(100)는 구동 동안 제재(200)에 연결된다. 파워 충전 동안, 제재(200)는 제거되고 충전기(300)는 그 대신 전
원공급 장치(100)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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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된 실시예에서 전원공급 장치(100)는 3개의 단자 즉, 포지티브(아노드 측) 출력단자(8), 충전기로서의 역할도 하
는 네거티브(캐소드측) 출력단자(9) 및 포지티브 충전 단자(10)를 포함한다. 여기서, 네거티브 출력단자(9)는 또한 
충전기로서의 역할도 하고, 시스템 구동동안 네거티브 출력단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충전 동안 네거티브 충전 단자로서
의 기능을 한다. 예시된 바와 같이, 포지티브 출력단자(8)는 출력 제어부(6) 및 DC/DC 컨버터(4)를 통해 배터리(1)
의 애노드측에 연결되고, 네거티브 출력단자(9)는 배터리(1)의 캐소드측에 연결된다. 또한, 포지티브 충전 단자(10)
는 배터리(1)의 애노드측에 연결된다. DC/DC 컨버터(4) 및 출력 제어부(6)는 제어부(5)로부터의 신호에 의해 제어된
다. 제어부(5)는 출력 제어부(6)의 출력뿐만 아니라 전압 조절기(3) 및 전원 모니터링부(2)로부터의 신호를 입력한다.
    

    
여기서, 예로서 동전형상 제 2 리튬 배터리는 제한되지 않고 배터리(1)로서 채용된다. 전원공급 모니터링부(2)는 예로
서 전압 모니터링 IC로 이루어 진다. 배터리 전압이 소정 값 또는 그 이하일 때, 강하된 배터리 전압을 경고하기 위한 
신호는 제어부(5)에 출력된다. 전압 조절기(3)는 예로서 배터리 전압을 평활시키기 위해 그리고 소정 전압을 제어부(
5)에 공급하기 위해 3-단자 조절기로 이루어 진다. DC/DC 컨버터(4)는 예로서, 코일의 역기전력의 축적 및/또는 발생
에 의해 배터리(1)의 전압을 소정 출력 전압까지 증가시키기 위한 스위칭 조절기를 포함한다. 제어부(5)는 마이크로컴
퓨터, 메모리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및 이 장치의 시작/정지 제어부, 출력 공급/차단, 및 출력 전압/전류등으로 이루어 
진다. 출력 제어부(6)는 제어부(5)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DC/DC 컨버터(4)로부터 출력단자로의 출력을 공급 및 
차단하기 위한 출력 제어 스위치이고, 트랜지스터등으로 이루어 진다.
    

출력 제어부(6)로부터 출력된 전기 에너지의 전원 공급 상태는 제어부(5)에 의해 내부 매모리에 저장된다. 또한, 제어
부(5)는 전원 공급 기록이 충전기(300)에 전송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원 공급 패턴을 설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충전
기(300)로부터 수신될 수 있도록 통신 특징을 추가할 수 있다.

    
레지스터(7A)는 전원공급 장치(100)의 출력이 끊어졌을 때 제어부(5)가 소정 값 또는 그 이하의 값(이하에서, " L" 
레벨로서 참조됨)으로서 인식하는 전압에 포지티브 출력단자(8)를 고정시키기 위한 풀-다운 레지스터이고, 포지티브 
출력단자(8)와 네거티브 출력단자(9) 사이에 연결된다. 충전기(300)가 전원공급 장치(100)에 연결되었을 때, 포지티
브 출력단자(8)는 제어부(5)가 소정 값 또는 그 이상의 값(이하에서, " H" 레벨로서 참조됨)으로서 인식하는 전압으로 
설정된다. 모두 전원 공급 및 고정을 위해 사용되는 후크 또는 자석과 같은 구성부품은 바람직하게 포지티브 출력단자
(8)와 네거티브 출력단자(9)를 위해 사용된다. 포지티브 충전 단자(10)를 위한 구성부품은 노출된 금속 표면을 갖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제재(200)는 포지티브 입력단자(201)에 연결된 전극부 및 네거티브 입력단자(202)에 연결된 반대 전극부를 포함하
는 약을 포함한다. 이 유형의 제재(200)는 예로서, 일본국 특허 공보 제 2-241464호에 설명되어 있다. 또한, 충전기
(300)는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충전단자(301 및 302) 및 제어단자(303)를 포함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충전기(300)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충전기(300)는 직류 
출력측이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충전단자(301 및 302)에 연결된 AC/DC 컨버터(310), AC/DC 컨버터(310)의 교류 
입력측에 연결된 플러그(312) 및 전원 케이블(311), 제어단자(303)에 연결된 동작 검사부(313), 표시부(314); 프
로그램 저장부(315); 이들 각각의 부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는 처리부(316), 및 포지티브 충전 단자(301)의 동작 검사
부(313)에 연결된 고정 저항(317)을 포함한다. 플러그(312)는 가정에서의 사용을 위한 100V 리셉터클에 연결될 수 
있고, AC/DC 컨버터(310)는 예로서 3V 직류 전압을 출력한다. 동작 검사부(313)는 전원공급장치(100)로부터 출력
된 전기 에너지의 전원공급 기록을 제어단자(303)를 통해 입력하고, 전원공급장치(100)가 이 전원공급 기록에 기초하
여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동작 검사를 수행한다. 표시부(314)는 예로서 상기 전원공급 기록을 표시할 
수 있는 액정 표시부로 이루어 진다. 프로그램 저장부(315)는 전원공급 장치(100)에 채용된 전기 에너지의 전원공급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전원공급 장치(100)로부터의 요구시 제어단자(303)를 통해 소망하는 프로그램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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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원공급 장치(100)와 충전기(300)간의 인터페이스를 충전시키기 위한 수단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한다. 충전 
동안, 제재(200)의 입력단자(201 및 202)는 전원공급 장치(100)의 포지티브 출력단자(8)와 네거티브 출력단자(9)
로부터 제거된다. 그후, 충전단자(301 및 302) 및 제어단자(303)는 각각 전원공급 장치(100)의 포지티브 단자(10), 
네거티브 출력단자(9) 및 포지티브 출력단자(8)에 연결된다. 파워는 충전기(300)의 충전단자(301 및 302)를 통해 
배터리(1)에 충전된다.
    

    
포지티브 출력단자(8)에서의 전압레벨이 충전 이전에 " L" 레벨이면, 전압은 충전기(300)에 의한 충전으로 " H" 레벨
로 증가된다. " H" 레벨을 탐지한 제어부(5)는 제어신호를 DC/DC 컨버터(4) 및 출력 제어부(6)에 출력하고, 상기 장
치를 작동시킨다. 제어부(5)는 소정 패턴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각각의 설정 값으로 전압, 전류, ON/OFF 스위칭등을 
제어한다. 충전기(300)는 포지티브 출력단자(8) 및 제어단자(3)를 통해 전원공급 장치(100)로부터의 출력 및 전원공
급 기록을 입력하고, 출력 또는 전원공급이 동작 검사부(313)에서 올바른 것인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동작 검사부(31
3)는 발광 다이오드(LED)등을 채용하여 출력 또는 전원공급이 올바를 때 청색 라이트를 표시하고 올바르지 않을 때 
적색 라이트를 표시한다. 또한, 이러한 출력 또는 전원공급 기록은 예로서 액정 디스플레이등으로 구성된 표시부(314)
상에 표시될 수 있다. 전원공급 장치(100)에 채용된 전원공급 패턴이 변화될 때, 오퍼레이터는 예로서, 키 입력에 의해 
프로그램 저장부(315)의 소망하는 전원공급 패턴을 선택함으로써, 소망하는 전원공급 패턴의 프로그램은 제어단자(3
03)를 통해 전원공급 장치(100)의 제어부(5)에 전송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전원공급 장치(130)는 충전
기(13)로서의 역할도 하는 포지티브 출력단자 및 충전기(9)로서의 역할도 하는 네거티브 출력단자인 두 단자로 이루
어 진다. 여기서, 충전기(13)로서의 역할도 하는 포지티브 출력단자 및 충전기(9)로서의 역할도 하는 네거티브 출력단
자는 또한 각각 시스템 구동 동안 출력단자로서의 역할 및 충전 동안 충전 단자로서의 기능을 한다. 본 도면에서, 도 1
에 나타낸 동일한 부재번호는 동일한 요소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 포지티브 출력단자(13)와 배터리(1)의 애노드 
측 사이에 직렬연결된 레지스터(11A) 및 다이오드(12A)가 제공되어 있다. 이 회로의 장점은 레지스터(11A) 및 다이
오드(12A)만이 추가 충전 부품으로서 채용될 수 있고, 도 1에 도시된 포지티브 충전 단자가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에서 채용된, 본 발명에 따른 충전기(330)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불록도이다. 이러한 구성에서, 충전기
(330)의 출력신호의 임피던스는 조정되고, 이에따라 충전 동안 동작 검사가 행해질 수 있다. 즉, 도 4에서, 포지티브 
충전단자(301)는 또한 제어단자(303)로서도 사용될 수 있고, 이들 단자는 충전기(330)에서 서로 연결된다. 또한, 연
결 지점에 공급된 전류는 고정된 레지스터(317)에 의해 조절된다. 이러한 회로 구성에서, 동작 검사부(313)는 N-채
널 개방 드레인 출력으로서 포지티브 충전 단자(301)의 전압을 제어하고, 이렇게하여 신호는 충전 동안에도 전송 또는 
수용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전원공급 장치(150)는 4개
의 단자 즉, 포지티브 출력 단자(8), 충전기(9)로서의 역할도 하는 네거티브 출력 단자(9), 포지티브 충전 단자(10) 
및 시험 단자(15)로 이루어 진다. 여기서, 충전기(9)로서의 역할도 하는 네거티브 출력 단자(9)는 시스템 구동 동안 
출력 단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충전 동안 네거티브 충전 단자로서의 기능을 한다. 본 도면에서, 도 1에 나타낸 동일한 
부재번호는 동일한 요소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 온/오프 스위치(14) 및 시험 단자(15)가 제공된다. 온/오프 스위
치(14)는 충전 동안 배터리(1)로부터 각각의 부로의 전원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제공된다. 온/오프 스위치(14)는 FE
T(전계효과 트랜지스터)와 같은 전기 스위치일 수 있거나 본 장치가 충전기상에 장착되었을 때 전원공급 계속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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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기계적 콘택트일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에서 채용된 본 발명에 따른 충전기(350)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충전 동안, 배터리(1)로부
터 각각의 부로의 전원공급이 전원공급 장치(150)의 온/오프 스위치(14)를 개방시킴으로써 차단될 때, 시험 단자(15)
는 배터리(1)로부터 차단된다. 따라서, 충전기(350)는 전압 조절기(3) 및 전원공급 모니터링부(2)에 대한 동작 검사
를 행할 수 있다. 이 동작 검사는 충전기(350)로부터의 조절된 출력 전압이 전원공급 장치(150)의 전원공급 전압으로 
설정되는 시험 단자(15)를 채용함으로써 행해진다. 즉, 도6에서, 동작 검사부(313)로부터의 출력은 시험 단자(15) 및 
전원공급 단자(304)를 통하여 전원공급 장치(150)에 공급된다. 공급된 전압이 변화될 때의 전원공급 모니터링부(2)
의 출력신호에 대한 정보와 제어부(5), 출력 제어부(6), 포지티브 출력 단자(8), 및 제어부(3)를 통해 동작 검사부(3
13)에 의해 판독된 전압 조절기(3)의 전압이 동작 검사를 수행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전원공급 장치(170)는 두 
개의 단자인 충전기(17)로서의 역할도 하는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출력 단자와 충전기(18)로서의 역할도 하는 포지티
브 및 네거티브 출력 단자로 이루어 진다. 여기서, 충전기(17)로서의 역할도 하는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출력 단자 및 
충전기(18)로서의 역할도 하는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출력 단자는 시스템 구동 동안 각각 출력단자로서 기능을 하고, 
충전 동안 충전 단자로서 기능한다. 본 도면에서, 도 1에 나타낸 것과 동일한 부재번호는 동일한 요소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 충전기(17)로서의 역할도 하는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출력 단자와 배터리(1)의 애노드측 사이에 직렬 연
결된 다이오드(12B)와 레지스터(11B)가 제공되고, 충전기(18)로서의 역할도 하는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출력 단자와 
배터리(1)의 애노드측 사이에 직렬연결된 다이오드(12C)와 레지스터(11C)가 제공되고, 충전기(17)로서의 역할도 하
는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출력 단자와 배터리(1)의 캐소드측 사이에 병렬 연결된 다이오드(16B)와 레지스터(7B)가 
제공되고, 충전기(18)로서의 역할도 하는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출력 단자와 배터리(1)의 캐소드측 사이에 병렬연결
된 다이오드(16C)와 레지스터(7C)가 제공된다.
    

    
도 7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전원공급 장치(170)는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반전형 장치로서 채용되었다. 시스템 구동 동
안, 출력 극성은 충전기(17 및 18)로서의 역할도 하는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출력 단자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충전 동안, 충전기(330)가 충전기(17 및 18)로서의 역할도 하는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출력 단자에 연결되었을 
때, 충전기(330)로부터의 출력신호에 의해 하나의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충전 단자는 " H" 레벨로 되고, 다른 포지티
브 및 네거티브 충전 단자는 " L" 레벨로 된다. 여기서, 충전기(17)로서의 역할도 하는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출력 단
자가 " H" 레벨을 지시하는 경우에, 신호는 각각의 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어회로(5)에 입력되고, 마찬가지로 동작 
검사가 행해진다. 또한, " H" 레벨 신호에 의해, 폐쇄회로가 다이오드(12B 및 16C)에 의해 형성되고, 배터리(1)는 충
전된다. 또한, 충전기(18)로서의 역할도 하는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출력 단자가 " H" 레벨을 지시하는 경우에, 폐쇄회
로가 레지스터(11C)와 다이오드(12C 및 16B)에 의해 형성되고, 배터리(1)는 충전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실시예에서,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반전 유형 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회로가 제공되어, 양측에서의 
충전을 수행가능하게 한다. 전원공급 장치 및 충전기가 장착수단에 의해 소정 방향으로 장착되는 경우에, 충전을 위한 
폐쇄회로가 한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배터리 충전이 진행중일 때, 전원공급 장치 또는 충전기의 파일롯 램프는 켜지거나 깜박거리고, 이에따라 충전이 
진행중임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전원공급 프로그램을 설정 또는 변경을 위한 키 입력을 갖춘 충전기를 
제공함으로써 추가의 기능이 더 해질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 제 2 배터리 즉 충전 가능한 배터리가 배터리(1)로서 채용된다. 제 2 배터리는 예로
서 니켈-카드뮴 축전지, 니켈-하이드로젠 축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 제2 리튬 이온 배터리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
서, 각각의 배터리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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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카드뮴 축전지는 현재 가장 대중적인 제 2 배터리이다. 배터리 전압은 약 1.2V로 낮다. 따라서, 마이크로컴퓨터
등으로 이루어 진 제어부의 전원공급으로서는, 압력을 증대시키거나 복수의 배터리를 채용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 
유형의 배터리는 카드뮴을 사용기 때문에, 충전가능하더라도 환경수용면에서 몇몇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배터리는 
비교적 적절한 가격 및 고 에너지 용량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파워 감소에 대한 약간의 주의만이 필요하므로, 회로
가 용이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니켈-하이드로젠 축전지의 배터리 전압은 니켈-카드뮴 축전지만큼 낮은 1.2V이므로, 제어부의 전원공급으로서 사용
될 때 압력을 증대시키거나 복수의 배터리를 채용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배터리는 카드뮴이 없으므로, 니켈-카
드뮴 축전지의 단점인 곤란성을 완화시킬 수 있고 환경 수용면에서 향상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배터리는 그 장방형 
형태로 저장 효율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우수하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비교적 고가이고, 사용가능한 배터리 사이즈는 니켈-하이드로젠 축전지의 사이즈 보다 크다. 그 배
터리 전압은 약 3.6V로 높기 때문에, 단일 배터리가 전원공급으로서 채용될 수 있다. 또한, 이 배터리는 환경 수용면에
서 우수하고, 고 에너지 용량이 특징이고, 현재 배터리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갖는다.

    
다양한 제2 이온 배터리가 이용될 수 있다. 약 3V의 배터리 전압을 갖춘 제2 배터리로는 제2 마그네슘 다이옥사이드-
리튬 배터리, 제2 바나듐-리튬 배터리등을 포함한다. 약 1.5V의 배터리 전압을 갖춘 제2 배터리는 제2 바나듐-니오븀
-리튬 배터리등을 포함한다. 이들 배터리는 고 내부 임피던스 또는 작은 에너지 용량면에서 단점이 있고, 다른 제2 배
터리와 비교할 때 사이즈가 작고 중량이 가볍다. 이중에서, 바나듐-리튬 제2 배터리가 매우 높은 내부 임피던스 및 낮
은 적합사용성을 가짐으로 인해 제2 마그네슘 다이옥사이드-리튬 배터리 및 제2 바나듐-니오븀-리튬 배터리가 바람
직하게 채용된다. 특히, 배터리 전압 3V를 갖춘 코인-형상의 제2 마그네슘 다이옥사이드-리튬 배터리를 채용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다(Hitach Maxel Co.로부터 이용가능한 ML2016 및 ML2032과, Sanyo Denki Co., LTD.로부터 
이용가능한 ML1220, ML2016 및 ML2430).
    

본 발명에 따른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은 휴대용으로 적절하다. 그 전원공급 장치는 작은 부품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장치가 소정횟수 사용될 때 마다 충전을 수행한다. 따라서, 저용량을 갖춘 코인-형상의 제2 마그네슘 다이옥사이드-
리튬 배터리가 제한되지 않고 채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제2 리튬 배터리가 채용되는 경우에, 복수의 배터리가 채용될 수 있다. 주 배터리의 경우에, 배터리 교체의 
번거로움 및 경제적인 면으로 인해 단일 배터리에 의해 구동될 수 있는 배터리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요망된다. 제2 
배터리의 경우에, 하나의 배터리가 채용되는 경우 및 두 배터리가 채용되는 경우에, 그 에너지 용량 및 전압이 동일하다
면, 회로구성에서의 최적 전압이 선택될 수 있다. 또한, 그 저장용량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적 레이아웃이 장치의 구조
에 좌우되어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의 제재(200)에 채용된 약은 아래와 같이 예시된다.

항생물질로는, 젠타마이신 술페이트, 시소마이신 술페이트, 테트라사이클린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암피실린, 세파로틴 
소디움, 세포티암 클로라이드, 세파졸린 소디움등이 사용될 수 있다.

항균제로는, 아모롤핀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크로코나졸 하이드로클로라이드등이 사용될 수 있다. 지혈제로는 아토르바
스타틴, 세리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소디움, 심바스타틴등이 사용될 수 있다.

순환기 시스템의 작용제로는, 델라프릴 하이드로클로라이드등이 사용될 수 있다. 항혈소판약으로는, 티클로피다인 하이
드로클로라이드, 실로스타졸, 아스피린등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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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종양제로는, 블레오마이신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악티노마이신 D, 미토마이신 C, 플루오로우라실등이 사용될 수 있다.

해열제로는, 아날제식, 안티프로지스틱, 케토프로펜, 플루바이프로펜, 펠비낙, 인도메타신 소디움, 디클로페낙 소디움, 
록소프로펜 소디움, 부프레노르핀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엡차조신 하이드로브로마이드, 펜타조신, 부토르판올 타르트레
이트, 트라마돌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몰핀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몰핀 술페이트, 펜타닐 시트레이트, 펜타닐등이 사용될 
수 있다.

진해 및 거담제로는, 에페드린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코데인 포스페이트등이 사용될 수 있다. 진정제로는, 클로프로마진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아트로핀 술페이트등이 사용될 수 있다.

근육 이완제로는, 란페리손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에페리손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등이 사용될 수 있다. 항간질제로는, 클
로나제팜, 조니사마이드, 소디움 페니톤, 에토숙시마이드등이 사용될 수 있다.

항궤양제로는, 메토클로프라마이드등이 사용될 수 있다. 항우울제로는, 트라조돈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이미프라마인 하
이드로클로라이드 등이 사용될 수 있다.

항알레르기제로는, 세티라이진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올로파타딘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케토티펜 푸마레이트, 아젤라스
틴 하이드로클로라이드등이 사용될 수 있다. 부정맥 치료제로는, 딜티아젬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프로판올 하이드로클로
라이드등이 사용될 수 있다.

혈관확장제로는, 톨라졸린 하이드로클로라이드등이 사용될 수 있다. 혈압강하 이뇨제로는, 메톨라존등이 사용될 수 있
다.

당뇨병 치료제로는, 피오글리타존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멕실레틴 하이드로클로라이드, 글리벤클라마이드, 메토포르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등이 사용될 수 있다.

항응고제로는, 소디움 시트레이트등이 사용될 수 있다. 지혈제로는, 메나테트레논, 트란엑사믹 산등이 사용될 수 있다.

항결핵제로는, 이소니아지드, 에탐부톨 하이드로클로라이드등이 사용될 수 있다. 호르몬제로는, 에스트라디올, 테스토
스테론, 프레드니솔론 아세테이트, 덱사메타손 소디움 포스페이트등이 사용될 수 있다.

아편 길항제로는, 레발로르판 타르트레이트, 날록손 하이드로클로라이드등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에서, 전원공급 장치의 배터리로서 채용된 주 배터리가 제2 
배터리가 채용됨에 따라 폐기될 때 배터리 교체 및 폐기등과 같은 종래의 문제점이 야기된다. 또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충전 단자에서, 필요불가결한 이 단자는 출력 단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하여 경제적인 면, 환
경 수용면, 간결성 및 적합한 사용성등에서 양호함을 제공한다.

    
주 배터리의 경우에, 배터리가 배터리 교체 및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복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고 용량을 갖는 배터
리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충전 유형 배터리의 경우에, 하나의 전원공급량이 충족되도록 저용량을 갖춘 배터리가 
사용되고, 이렇게하여 최소화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형이고 경량인 전원공급 장치는 전원공급 장치 및 제재가 
약 또는 전해질을 포함하는 제재의 접착성으로 인해 생체에 부착되는 자기-부착식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을 위해 사용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장기간에 걸친 응용에 특히 바람직하다. 이것은 본 발명이 전원공급 장치의 중량에 기인하
여 제재를 생체로부터 벗기거나 종래의 전원공급 장치의 돌출부에서 사용자의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장 안전 기능과 같은 다양한 특징이 부수하는 충전기를 갖춘 인터페이스에 제공되고, 이렇게하여 고안전성이 
소형의 전원공급장치에도 불구하고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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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본 발명의 실시예가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되었다. 본 발명은 이들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으며, 당업자에 
의한 다양한 수정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 따라, 소형이고, 경량이며 뛰어난 적합사용성을 갖춘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이 제공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해, 본 발명의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은 경제적인 면, 환경 수용면, 간결성 및 적합한 
사용성등에서 양호함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은 소형이고 경량일 수 있으며, 제재를 생체로부터 벗기는등의 사용자의 불편함
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소형의 전원공급장치에도 불구하고 높은 안전성과 뛰어난 적합사용성을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충전 배터리 및 복수의 출력 단자를 갖는 전원공급 장치; 및 피부를 통하여 또는 점막을 통하여 약을 투여하고 상기 전
원공급 장치의 출력단자에 연결되는 제재를 포함하고, 상기 전원공급 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출력단자는 또한 상기 배터
리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 단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배터리는 제 2 리튬 배터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토포레시스 시스템.

청구항 3.

충전 배터리, 상기 배터리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출력하기 위한 복수의 출력 단자, 및 상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 
단자를 포함하고, 상기 출력 단자의 적어도 하나는 또한 상기 충전 단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토
포레시스 전원공급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배터리의 전압이 소정 값 또는 그 이하로 될 때 경고를 발하고 상기 배터리의 전압을 모니터링
하는 전원공급 모니터링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토포레시스 전원공급 장치.

청구항 5.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단자로부터 출력된 전기 에너지의 전원공급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더 포
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전기 에너지의 전원공급 상태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토포레시스 전원공급 장
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전기 에너지의 전원공급 제어를 위해 외부로부터 프로그램을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토포
레시스 전원공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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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이온토포레시스 전원 공급 장치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이온토포레시스 충전기에 있어서,

상기 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출력된 전기 에너지의 전원공급 기록을 입력하고, 상기 전원공급 기록에 기초하여 상기 전
원공급 장치에 대한 동작 검사를 수행하는 동작 검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토포레시스 충전기.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 기록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토포레시스 충전기.

청구항 9.

제 7 항 또는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 장치에 채용된 전기 에너지의 전원 공급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프로그램 저장부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토포레시스 충전기.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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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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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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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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