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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요약

  본 발명은 치아미백용 패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자세하게는 치아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포함하는 점착제가 젤

리형으로서 사용시 편리하고, 치아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부착되며, 입안에서 침에 의해 치아미백제가 과다하게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므로써, 상기 치아미백제가 치아미백에 필요한 충분한 농도와 시간동안 치아에 접촉할 수 있어 치아미백 효과

를 최대화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치아미백, 과산화수소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의 구조도

  도 2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의 평면도

  <도면 부호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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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방습포장지, 20 : 점착제, 30: 유연성 필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치아에 부착하는 것으로 치아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에 관한 것이다. 치아미백에 사용

되는 물질은 과산화물과 치석제거 및 치석예방제이다. 과산화물은 피부에 닿으면 유해하므로, 주로 치과에서 시술에 의해

치아미백이 이루어져왔다. 그러한 시술은 번거로우며, 비용면에서도 상당히 고가였다. 따라서, 최근 간편하게 치아미백 효

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특허 제 5891453호는 겔(gel)형의 치아미백용 스트립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상기 발명은 점착제가 겔(gel)형으로

끈적끈적하여, 손이나 잇몸에 묻는 불편한 점이 있다. 한국특허출원 제 10-2001-0034945호는 드라이형 패치로 상기 문

제를 해결한 면이 있다. 그러나, 상기 발명의 경우는 유연성이 부족하여 치아 전면에만 부착할 수 있으며, 주원료인 과산화

수소가 얇은 고형 피막에 포함되어야 하는 한계 때문에 치아를 표백시키기 위한 충분한 과산화수소를 함유할 수 없어 치아

미백 효과가 저하된다. 또한 드라이형 패치는 가열 건조과정에서 안정화 및 무기염의 결정화를 방지 하기 위해 과다한 안

정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치아 부착 후 10분 이내에 잇몸에 자극을 줄 정도로 급속히 과산화수소가 방출되어, 침에 희석되

므로써, 치아를 표백하기 위한 충분한 농도의 과산화수소량이 남아있지 못하고 농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는 피부에 부착하는 파스 정도의 점착력을 갖고 있어 손

에 묻지 않는 등의 사용상 불편함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치아에 접착되는 점착제는 과산화물을 방출하지 않고 침을 상당히 느린 속도로 흡수하여 과산화수소가 침에 녹는

시간을 지연시켜, 치아와 접촉시간을 증가시키므로써 치아가 표백되는데 충분한 농도의 과산화물이 충분한 시간동안 치아

와 접촉되도록 하여 미백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는 입냄새를 제거하고, 입안에 있는 나쁜 미생물을 살균하므로써 잇몸질환

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필름, 상기 필름 상에 도포되는 점착제, 및 상기 점착제 상에 접착된 방습포장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점착제는 과산화물, 과산화물안정제, 치석생성억제제, 피막형성제, 피막형성보조제, 습윤

제, 및 가소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점착제는 피막형성과산화물, 과산화물안정제, 치석생성억제제, 피막형성보조제, 습윤제,

및 가소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과산화물은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요소과산화수소(carbamide peroxide), 과

산화칼슘(calcium peroxide), 과탄산나토륨(sodium percarbonate), 과붕산나토륨(sodium perborate) 과산화피로인산

나토륨(tetra sodium pyrophosphate peroxide), 2-피롤리돈 1-에테닐-호모폴리머 과산화물(hydrogen peroxide 2-

pyrolidinone 1-ethenyl-homopolymer), 가프쿼트 에이치에스-100-과산화물(Gafquat HS-100-Hydrogen

Peroxide®), 및 가넥스 과산화물(Ganex-Hydrogen Peroxide®)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

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2-피롤리돈 1-에테닐-호모폴리머 과산화물

(hydrogen peroxide 2-pyrrolidinone 1-ethenyl-homopolymer)은 폴리비닐리돈(poly vinyl pyrrolidone)에 과산화물

수소가 함유된 피막형성과산화물이고, 상기 가프쿼트 에이치에스-100-과산화물(Gafquat HS-100-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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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oxide®)은 비닐리돈/메타크릴 아마이도 프로필 트라이메틸 암모늄클로라이드 공중합체에 과산화수소가 함유된 피막

형성과산화물(copolymer of vinyl pyrrolidone and methacryl amido propyl trimethyl ammonium chloride hydrogen

peroxide)이며, 상기 가넥스 과산화물(Ganex-Hydrogen Peroxide®)은 폴리메틸비닐이써와 말레익무수물에 과산화수

소가 함유된 피막형성과산화물(poly methyl vinyl ether maleic anhydride hydrogen peroxide copolymer)이고, 피브

이피-브이에이-과산화물(PVP-VA-Hydrogen Peroxide®)은 피브이피/브이에이 공중합체(PVP/VA copolymer)에 과

산화수소가 함유된 피막형성과산화물(poly vinyl pyrrolidone vinyl acetate hydrogen peroxide copolymer)이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과산화물안정제는 스타네이트나토륨(sodium stannate), 알킬아릴셀포네이트, 알킬아릴

셀포네이트염, 알킬디페닐옥사이드디셀포네이트, 스판 20®, 스판 40®, 스판 60®, 스판 85®, 트윈(tween ®), 폴리옥시에

틸렌글리콜 히드록시 메틸 셀룰로오스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

아미백용 패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치석생성억제제는 나토륨염, 칼슘염, 또는 나토륨 및 칼슘염의 혼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나토륨염은 피로인산나토륨(tetra sodium pyrophosphate, TSPP), 헥사메타 인산나토

륨(sodium hexameta phosphate, SHMP), 산성피로인산나토륨(sodium acid pyrophosphate, SAPP), 메타인산나토륨

(sodium pyrophosphate, TKPP), 산성메타폴리인산나토륨(acidic sodium meta-polyphosphate) 및 산성폴리인산나토

륨(acidic sodium poly phosphate)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

아미백용 패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칼슘염은 안식향산칼슘(potassium benzoate), 구연산칼슘(potassium citrate), 플로라이

드칼슘(potassium fluoride), 탄산수소칼슘(potassium bicarbonate), 탄산칼슘(potassium carbonate), 염화칼슘

(potassium chloride), 젖산칼슘(potassium lactate), 피로인산칼슘(potassium pyrophosphate), 및 인산칼슘(potassium

phosphate)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제공한

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피막형성제는 폴리비닐피로리돈(polyvinyl pyrolidone), 폴비닐알콜, 알지네이트나토륨

(sodium alginate), 2-피롤리돈 1-에테닐-호모폴리머 과산화물(hydrogen peroxide 2-pyrolidinone 1-ethenyl-

homopolymer), 가프쿼트 에이치에스-100-과산화물(Gafquat HS-100-Hydrogen Peroxide®), 및 가넥스 과산화물

(Ganex-Hydrogen Peroxide®)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

백용 패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피막형성보조제는 메틸셀룰로오스(methyl cellulose), 덱스트린, 요소, 하이드록시프로

필전분(hydroxy propyl starch), 겔화전분,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rboxy methyl cellulose), 카복시프로필셀룰로오스

(carboxy propyl cellulose), 폴록사머(poloxamer), 카레기난(carrageenan), 비검(vee gum), 카라야검(karaya gum),

크산탄검(xanthan gum), 구아검(guar gum),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hydroxy propylmethyl cellulose), 아라

빅검(gum arabic), 프라검(gum fra), 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ydroxy ethyl cellulose), 하이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

스(hydroxy propyl cellulose), 하이드록시메틸셀룰로오스(hydroxy methyl cellulose), 초산프탈산 셀룰로오스, 에틸셀

룰로오스(ethyl cellulose),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및 칼슘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lcium carboxy

methyl cellulose), 및 나토륨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sodium carboxy methyl cellulose)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

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습윤제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폴리프로필렌글리콜, 폴리부틸렌글리콜(1,3-

butandiol), 벤트나이트(bentnite). 및 솔비톨(sorbitol)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을 특징

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가소제는 피마자유(caster oil), 수화된 피마자유(hydrogenated caster oil), 및 실리콘

오일(silicone oil)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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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피막형성과산화물은 2-피롤리돈 1-에테닐-호모폴리머 과산화물(hydrogen peroxide

2-pyrolidinone 1-ethenyl-homopolymer), 피브이피-브이에이-과산화물(PVP-VA-Hydrogen Peroxide®), 가프쿼트

에이치에스-100-과산화물(Gafquat HS-100-Hydrogen Peroxide®), 및 가넥스 과산화물(Ganex-Hydrogen

Peroxide®)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제공

한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점착제는 감미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점착제는 중량비로 상기 과산화물 0.5% 내지 10%, 과산화물안정제 0.5% 내지 5%, 치석

생성억제제 0.1% 내지 1.5%, 피막형성제 6.1% 내지 15%, 피막형성보조제 1% 내지 10%, 습윤제 10% 내지 70%, 가소제

0.1% 내지 3%, 및 감미제 0.01% 내지 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점착제는 전체 중량의 0.5% 내지 3% 미만의 과산화수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점착제는 전체 중량의 3% 내지 10%의 과산화수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

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점착제는 가교제 및 보조가교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피막형성제는 폴리아크릴산, 폴리아크릴산 나토륨, 폴리아크릴크산-폴리아크릴산 나토

륨 공중합체, 피브이피/브이에이 공중합체(PVP/VA copolymer), 브이피/아크릴레이트/라우릴 메타아크릴레이트 공중합

체(VP/acrylates/ lauryl methacrylate copolymer), 폴리메틸비닐에테르/말레익언하이드라이드(Poly methyl vinyl

ether/maleic anhydride), 비닐아세테이트/비닐네오디카노에이트/말레익하프-에스테르(Vinyl acetate/vinyl

neodecanoate/maleic half-ester), 폴리 N-비닐 포름아마이드(poly N-vinyl formamide), 비닐아세테이트/크로토닉산/

비닐네오디카노에이트 공중합체(Vinyl acetate/crotonic acid/vinyl neodecanoate copoylmer), 폴리비닐아세테이트

(poly vinyl acetate), 폴리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 메타 아크릴산 공중합체, 아미노 알킬 메타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셀

루로오즈 아세테이트 프탈레이트, 셀락(shellac), 비닐 아세테이트/크로토닉산/비닐프로피오네이트 공중합체(Vinyl

acetate/crotonic acid/vinyl propionate copolymer), 메타 아크릴로일 에틸 베타인/메타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로 이루

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가교제는 살리실산(salicylic acid), 글루코산(gluconic acid), 실릭산(silicic acid), 말레

익산(malic acid), 주석산(tartaric acid), 글리콜산(glycolic acid), 및 젖산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

의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보조가교제는 고령토(kaoline), 하이드록시 알루미늄 아미노아세테이트(hydroxyl

aluminum aminoacetate), 건조수산화알미늄분말, 알미늄실리케이트, 알미늄-마그네슘하이드록사이드, 합성하이드로탈

시트(synthetic hydrotalcite), 컴리트(cum lite®) 및 하이드로 탈시드(aluminum hydroxide gel)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로서, 상기 점착제는 중량비로 상기 과산화물 0.1% 내지 10%, 과산화물안정제 0.5% 내지 5%, 치석

생성억제제 0.1% 내지 5%, 피막형성제 0.1% 내지 10%, 피막형성보조제 0.1% 내지 10%, 습윤제 10% 내지 70%, 가소제

0.1% 내지 3%, 감미제 0.1% 내지 2%, 가교제 0.1% 내지 1%, 및 보조가교제 0.01% 내지 0.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는 도 1과 같이 유연성 필름(30), 점착제(20), 및 방습포장지(10)로 구성된다. 유연성

필름으로는 PET필름을 사용하고, 방습포장지로는 폴리에틸렌필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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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의 점착제에는 치아미백, 치석생성 방지, 및 살균효과를 위한 과산화물 및 치석생성억

제제가 포함되고, 상기 점착제의 젤리형을 유지하기 위한 성분으로 피막형성제, 피막형성보조제, 가소제, 가교제, 및 보조

가교제가 포함된다. 특히 피막형성보조제, 가교제, 보조가교제는 본 발명의 치아미백용 패치의 점착제가 젤리형상을 유지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물질이다.

  과산화물은 미백효과 뿐만 아니라, 입냄새를 제거하고, 살균작용까지 하므로써 잇몸질환을 예방한다. 과산화물로는 과산

화수소 자체 또는 과산화수소염을 사용한다. 과산화수소염에는 요소과산화수소(carbamide peroxide), 과산화칼슘

(calcium peroxide), 과탄산나토륨(sodium percarbonate), 과붕산나토륨(sodium perborate) 과산화피로인산나토륨

(tetra sodium pyrophosphate peroxide) 등이 있다. 또한, 현재 상품화된 과산화물로 퍼록시돈 케이-30(peroxydone

K-30®, ISP사), 가프쿼트 에이치에스-100-과산화물(Gafquat HS-100-Hydrogen Peroxide®), 및 가넥스 과산화물

(Ganex-Hydrogen Peroxide®)이 있다. 이중 퍼록시돈 케이-30(peroxydone K-30®, ISP사)는 2-피롤리돈 1-에테닐-

호모폴리머 과산화물(hydrogen peroxide 2-pyrolidinone 1-ethenyl-homopolymer)이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과산화

수소, 상기 과산화수소염, 상품명으로 나와있는 과산화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과산화물로 사용한다. 상품명의 과산화물

에 포함된 과산화수소 자체의 중량비를 보면, 퍼록시돈 케이-30(peroxydone K-30®, ISP사)이 17%~30%, 가프쿼트 에

이치에스-100-과산화물(Gafquat HS-100-Hydrogen Peroxide®)이 20%, 피브이피-브이에이-과산화물(PVP-VA-

Hydrogen Peroxide®)이 10%, 및 가넥스 과산화물(Ganex-Hydrogen Peroxide®)이 10%이다. 과산화수소의 중량비가

중요한 이유는 과산화물에 포함된 과산화수소가 전체 점착제 중량의 3% 이상이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점착제의 다른 성

분들, 특히 피막형성제도 인체에 해가 없는 원료로 사용해야 되고, 3% 미만이면 화장품 원료로서 의약외품 제조에 사용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약품 점착제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후술할 피막형성제의 종류 및 각 과산화물에 포함된 과산화수소

의 양을 고려하여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석생성억제제로는 폴리인산염 또는 칼슘염을 사용한다. 이러한 치석생성억제제는 과산화물과 함께 치아미백효과를 향

상시킨다.

  피막형성과산화물은 피막형성제와 과산화물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물질로, 즉 피막형성제 없이 스스로 어느 정도의 피막

이 형성 될 수있는 과산화물이다. 이러한 물질에는 상기 상품화된 과산화물로 기재된 2-피롤리돈 1-에테닐-호모폴리머

과산화물(hydrogen peroxide 2-pyrolidinone 1-ethenyl-homopolymer), 피브이피-브이에이-과산화물(PVP-VA-

Hydrogen Peroxide®), 가프쿼트 에이치에스-100-과산화물(Gafquat HS-100-Hydrogen Peroxide®), 및 가넥스 과산

화물(Ganex-Hydrogen Peroxide®)가 있다. 상기 피막형성과산화물을 사용할 때에는 과산화물과 피막형성제를 구분할

것 없이 피막형성과산화물만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조적으로 과산화물 및 피막형성제가 포함

될 수 있다.

  피막형성보조제는 피막이 형성될 수 있는 골격을 형성하여 피막형성을 도와주는 물질이다. 따라서, 피막 형성이 용이하

고 형성된 피막의 강도가 커서 젤리형의 점착제가 형성될 수 있다. 피막형성보조제로 섬유소를 가진 물질을 사용하며 주로

물에 녹는 셀룰로오스류를 사용하나, 다른 다당류 및 점착성 고무류를 사용할 수 있다. 피막형성보조제의 조성비가 젤리형

점착제의 형성에 관건이 되며, 그 양은 점착제 내 성분들의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된다. 1%~10% 범위의 피막형성보조제

가 포함된다. 상기 피막형성보조제는 점착제 내의 과산화물을 함유하고 있어, 그 방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본 발명의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의 점착제에 피막형성제로 사용되는 폴리피로리돈은 분자량 400,000 내지

1,200,000의 것을 사용하였다.

  피막형성제에 아크릴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가교제와 보조가교제가 젤리형의 점착제 형성에 기여한다. 아크릴 성분이

포함된 피막형성제로 형성되는 점착제는 의약외품으로, 아크릴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피막형성제로 형성되는 의약품과 구

분된다. 상기 가교제로는 유기산을 사용하며, 상기 보조가교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알루미늄(Al) 또는 규소(Si)이온이다.

이러한 가교제 및 보조가교제는 미량 즉, 가교제 0.1%~1%, 보조가교제 0.01%~0.6% 포함되나, 아크릴 성분을 포함한 피

막형성제의 사용시에는 피막의 형성 및 젤리형상의 유지에 있어 상기 가교제 및 보조가교제가 필수적으로 첨가되어야 한

다. 보조가교제로 사용되는 물질 중 하이드록시알루미늄 아미노아세테이트는 글리시날(glycinal®)로, 합성하이드로탈시

트는 알카막(alkamac®)으로 상품화된 것이 있다. 점착제에 가교제와 보조가교제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가교제 및 보조가

교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피막형성보조제의 양은 적게 포함될 수 있다. 이때 피막형성보조제의 양

은 0.1%~10%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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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윤제는 점착제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습윤제로 사용되는 물질은 글리콜, 즉 3가 알콜류이다. 점착

제가 건조되어 드라이형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양을 사용하였으며, 그 양은 점착제 전체 중량의 10%~70%

였다. 하지만 습윤제의 양은 점착제 내의 다른 성분 및 그 조성비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다. 너무 많은 습윤제를 사용하면

점착제는 겔형이 되고, 사용량이 부족하면 점착제는 건조해진다.

  가소제는 오일류로, 습윤제와 같이 다량 포함되지 않으나, 소량 즉, 점착제 전체 중량의 0.1%~3% 사용하므로써, 점착제

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용감 및 치아부착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단, 본 발명이 하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실시예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의 점착제를 하기 표 1과 같은 성분 및 조성비로 하여 제조하였다. 그런다음 상기 점착제를 도 2

와 같은 PET 필름에 도포하고,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완성하였다.

  

표 1.

 성분  실시예 1 (중량%)  실시예 2 (중량%)

 용매  정제수 54.5, 에틸알콜 4  정제수 41, 에틸알콜 5.3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2.6

 과산화물안정제   스테네이트나토륨 1

 치석생성억제제  메타인산 나토륨 2  구연산칼슘 0.5

 피막형성제  폴리비닐피로리돈 6.5 폴리비닐알콜 3,

메타아크릴에칠베타인/메타아크릴에리트 공중합체 0.5

 피막형성보조제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0.9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2

 피막형성과산화물퍼록시돈 케이-30(peroxydone K-30®) 9  

 습윤제  부틸렌글리콜 2, 글리세린 13.8 폴리옥시에틸렌글리콜 2,

글리세린 33, 솔비톨 1

 가소제  수화된 피마자유 1  피마자유 0.5

 감미제  자일리톨 0.7 삭카린 나토륨 0.1,

스피아민트 오일 0.2

 가교제   

 보조가교제   

 합계  100  100

  

 성분  실시예 3 (중량%)  실시예 4 (중량%)

 용매  정제수 66  정제수 60.3, 에틸알콜 4.8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2.6  과산화수소 2.5

 과산화물안정제   

 치석생성억제제  안식향산 칼슘 0.5 탄산칼슘 0.5

 피막형성제 폴리비닐피로리돈 0.5,

피브이피/브이에이 공중합체 4

폴리비닐피로리돈 10,

폴리비닐아세테이트 1

 피막형성보조제 나토륨메칠셀룰로오스 10,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0.9

칼슘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 2,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2

 피막형성과산화물   

 습윤제  글리세린 7.5  글리세린 10

 가소제  실리콘오일 1, 피마자유 0.5  수화된 피마자유 1, 실리콘오일 1

 감미제  스피아민트유 0.2  삭카린 칼슘 0.2, 스피아민트유 0.2

 가교제   

 보조가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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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100  100

  

 성분  실시예 5 (중량%)  실시예 6 (중량%)

 용매  정제수 6, 에틸알콜 4.5  정제수 42.7

 과산화물   우레아과산화수소 8

 과산화물안정

제

 알킬디페닐옥사이드 디셀포네이트

1.5
스판20® 3

 치석생성억제

제

 산성피로인산나토륨 0.5  산성피로인산나토륨 5

 피막형성제  폴리아크릴산 3.3  폴리아크릴산/폴리아크릴산나토륨 공중합체 7, 셀룰로오스아

세테이트 4

 피막형성보조

제

칼슘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2.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0.9

 

 피막형성과산

화물

퍼록시돈 케이-30(peroxydone K-

30®) 10

 

 습윤제  글리세린 70  글리세린 29

 가소제  수화된 피마자유 1  

 감미제  스피아민트유 0.3  스피아민트유 0.2

 가교제   주석산 1

 보조가교제  글리시날(glycinal®)0.1

 합계  100  100

  

 성분  실시예 7 (중량%)  실시예 8 (중량%)

 용매  정제수 70  정제수 65.2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2.9  과탄산나토륨 2.4

 과산화물안정제   알킬아릴셀포네이트 1

 치석생성억제제  헥사메타인산나토륨 2  산성폴리인산나토륨 5

 피막형성제 폴리아크릴산 2,

폴리아크릴산-폴리아크릴산나토륨 공중합체 5

 폴리아크릴산/폴리아크릴산나토륨 공중합체 6.2

 피막형성보조제  히드록시프로필렌셀룰로오스 0.9  나토륨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0.9

 피막형성과산화물  

 습윤제 글리세린 14,

폴리에틸렌글리콜 2

글리세린 13.3,

폴리옥시에틸렌글리콜 2,

프로필렌글리콜 2

 가소제  실리콘오일 1  

 감미제  삭카린 0.2  파파인 2

 가교제  살리실산 0.2  주석산 0.5

 보조가교제  건조수산화알미늄 0.4  고령토 0.5, 하이드로탈시드 1

 합계  100  100

  실험예

  상기 실시예 1 의 조성비로 제조된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를 치아에 부착한 후, 점착제에 함유된 치아미백성분, 즉 과산

화수소가 침에 녹아나오는 양, 및 그로 인한 입속의 자극을 테스트하고, 역으로 과산화수소의 치아와의 접촉시간 및 양으

로 본 발명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의 치아미백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하기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비교예로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드라이형 미백패치 "클라넨®"(엘지생활건강(주))을 사용하였다.

  1. 패치 내의 과산화수소 함유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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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형 및 드라이형 치아미백용 패치가 함유하고 있는 총 과산화수소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용매로 800g의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패치가 함유하고 있는 과산화수소를 최대한 녹여내기 위하여 40℃의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패치를 휘저어

주었다. 10분간 용해시켰다. 그런다음, 증류수의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과산화수소 측정지[머크사

(Merck)의 분석테스트스트립(Analytical Test Strips)]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를 하기 표 2에 기재하였다.

  

표 2.

 구분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드라이형 치아미백용 패치

 치아미백 패치 1매 + 증류수 800g

5.3ppm 5ppm

과산화수소 양 4.24mg 4.00mg

  상기 표로부터 각 패치에 함유된 과산화수소의 양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2. 과산화수소의 방출량

  패치를 치아에 부착시킨 후 입안의 침에 의해 방출되는 과산화수소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패치를 치아에 붙이고, 10분

경과시 마다 침을 뱉어 증류수 500g에 희석시켜 가면서 그 농도를 측정하였다. 결과를 하기 표 3에 나타냈다.

  

표 3.

 경과시간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드라이형 치아미백용 패치

 10분  0.1~0.2ppm  1ppm

 20분  0.1~0.2ppm  1ppm

 30분  0.1~0.2ppm  1ppm

 40분  0.1~0.2ppm  1ppm

 50분  0.1ppm  1ppm

 60분  0.1ppm  0.9ppm

  상기 표로부터 매 시간 경과 후 입안의 침에 방출되는 과산화수소의 양은 젤리형이 드라이형의 10%에 불과하였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것은 반대로 패치가 함유하고 있는 과산화수소의 양은 젤리형이 드라이 형에 비해 많다는 것이고, 따라서

젤리형 패치의 과산화수소는 패치에 오래동안 머물면서 치아와 접촉하게 되는 것이다.

  표 3으로부터 1시간 동안 침에 방출된 과산화수소의 양을 계산한 것이 하기 표 4이다. 또한 1시간 후 패치내에서 감소된

과산화수소 비율을 계산하였다.

  

표 4.

 구분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드라이형 치아미백용 패치

 과산화수소 방출양  0.0506mg∼0.1012mg  0.4554mg∼0.5060mg

 과산화수소 감소율  1.19%∼2.38%  11.38%∼12.65%

  즉, 본 발명의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는 치아에 부착시 침에 방출되는 과산화수소가 드라이형에 비해 1/10 수준이다.

  3. 침속의 과산화수소 농도

  표 3으로부터 침속의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이것은 매 경과시간 마다 채취되는 침의 양을 1g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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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구분  과산화수소의 농도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8.43ppm~16.87ppm

 드라이형 치아미백용 패치  75.9ppm~84.33ppm

  상기 표에서 드라이 형 패치에서, 침의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젤리형에 비해 10배나 높다. 드라이 형 패치를 사용할 때, 이

렇게 높은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입안에 자극을 주게된다.

  상기 실험을 종합해보면, 본 발명의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는 치아에 부착시 드라이형 치아미백용 패치보다 1/10 수준

의 과산화수소가 침속으로 녹아나오며, 따라서 치아가 표백되는데 필요한 충분한 과산화수소가 치아와 접촉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드라이형 패치는 침속의 높은 과산화수소의 농도로 입안에 자극을 주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는 종전 피부에 붙이는 수용성 파스제품 정도의 점착력을 갖고 있어, 약제가 손에 묻는

것을 최소화하고 얇은 폴리에틸렌 필름에 도포되어 치아 전체를 감쌀 수 있으며, 치아 전면 부위에도 부착 할 수 있다. 또

한, 침에 녹는 시간이 겔형 스트립보다는 3 배 이상, 드라이 패치보다는 2배이상 길어, 그만큼 치아와 접촉시간이 길고, 따

라서 적은 양의 미백 성분으로도 최대의 미백효과를 낸다. 즉, 본 발명의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에 함유된 과산화수소는

점착제가 침을 흡수하며 녹는 동안 서서히 낮아짐으로써, 치아가 표백되기에 충분한 농도와 접촉시간을 확보하므로, 기존

의 어떠한 용형 보다 치아미백 효과에 있어 우수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점착제에 포함되는 과산화수소의 중량비, 및 피

막형성제에 따라 치아미백용 패치를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므로써,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필름;

  상기 필름 상에 도포되는 점착제; 및

  상기 점착제 상에 접착된 방습포장지를 포함하서,

  상기 점착제는 치아미백 성분인 과산화물, 과산화물안정제, 치석생성억제제와 젤리형유지성분인 피막형성제, 피막형성

보조제, 습윤제, 및 가소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청구항 3.

  제 1 항에서, 상기 과산화물은 피막형성과산화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청구항 4.

  제 2 항에서, 상기 과산화물은 2-피롤리돈 1-에테닐-호모폴리머 과산화물(hydrogen peroxide 2-pyrolidinone 1-

ethenyl-homopolymer), 피브이피-브이에이-과산화물(PVP-VA-Hydrogen Peroxide®), 및 가넥스 과산화물(Ganex-

Hydrogen Peroxide®)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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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2 항에서, 상기 과산화물안정제는 스타네이트나토륨(sodium stannate), 알킬아릴셀포네이트, 알킬아릴셀포네이트염,

알킬디페닐옥사이드디셀포네이트, 스판 20®, 스판 40®, 스판 60®, 스판 85®, 트윈(tween® ), 폴리옥시에틸렌글리콜 히드

록시 메틸 셀룰로오스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청구항 6.

  제 2 항에서, 상기 치석생성억제제는 나토륨염, 칼슘염, 또는 나토륨 및 칼슘염의 혼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

미백용 패치.

청구항 7.

  제 6 항에서, 상기 나토륨염은 피로인산나토륨(tetra sodium pyrophosphate, TSPP), 헥사메타 인산나토륨(sodium

hexameta phosphate, SHMP), 산성피로인산나토륨(sodium acid pyrophosphate, SAPP), 메타인산나토륨(sodium

pyrophosphate, TKPP), 산성메타폴리인산나토륨(acidic sodium meta-polyphosphate) 및 산성폴리인산나토륨(acidic

sodium poly phosphate)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청구항 8.

  제 6 항에서, 상기 칼슘염은 안식향산칼슘(potassium benzoate), 구연산칼슘(potassium citrate), 플로라이드칼슘

(potassium fluoride), 탄산수소칼슘(potassium bicarbonate), 탄산칼슘(potassium carbonate), 염화칼슘(potassium

chloride), 젖산칼슘(potassium lactate), 피로인산칼슘(potassium pyrophosphate), 및 인산칼슘(potassium

phosphate)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청구항 9.

  제 2 항에서, 상기 피막형성제는 폴리비닐피로리돈(polyvinyl pyrolidone),

  폴비닐알콜, 알지네이트나토륨(sodium alginate), 2-피롤리돈 1-에테닐-호모폴리머 과산화물(hydrogen peroxide 2-

pyrolidinone 1-ethenyl-homopolymer), 및 가넥스 과산화물(Ganex-Hydrogen Peroxide®)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

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청구항 10.

  제 2 항에서, 상기 피막형성보조제는 메틸셀룰로오스(methyl cellulose), 덱스트린, 요소, 하이드록시프로필전분

(hydroxy propyl starch), 겔화전분,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rboxy methyl cellulose), 카복시프로필셀룰로오스

(carboxy propyl cellulose), 폴록사머(poloxamer), 카레기난(carrageenan), 비검(vee gum), 카라야검(karaya gum),

크산탄검(xanthan gum), 구아검(guar gum),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hydroxy propylmethyl cellulose), 하이

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ydroxy ethyl cellulose), 하이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hydroxy propyl cellulose), 하이드록시

메틸셀룰로오스(hydroxy methyl cellulose), 초산프탈산 셀룰로오스, 에틸셀룰로오스(ethyl cellulose), 프탈산히드록시

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및 칼슘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lcium carboxy methyl cellulose), 및 나토륨카복시메틸셀룰로

오스(sodium carboxy methyl cellulose)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

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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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2 항에서, 상기 습윤제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폴리프로필렌글리콜, 폴리부틸렌글리콜(1,3-butandiol), 벤

트나이트(bentnite). 및 솔비톨(sorbitol)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

형 치아미백용 패치.

청구항 12.

  제 2 항에서, 상기 가소제는 피마자유(caster oil), 수화된 피마자유(hydrogenated caster oil), 및 실리콘 오일(silicone

oil)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청구항 13.

  제 3 항에서, 상기 피막형성과산화물은 2-피롤리돈 1-에테닐-호모폴리머 과

  산화물(hydrogen peroxide 2-pyrolidinone 1-ethenyl-homopolymer), 및 가넥스 과산화물(Ganex-Hydrogen

Peroxide®)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청구항 14.

  제 2 항에서, 상기 점착제는 중량비로 상기 과산화물 0.5% 내지 10%, 과산화물안정제 0.5% 내지 5%, 치석생성억제제

0.1% 내지 1.5%, 피막형성제 6.1% 내지 15%, 피막형성보조제 1% 내지 10%, 습윤제 10% 내지 70%, 및 가소제 0.1% 내

지 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청구항 15.

  제 2 항 내지 제 14 항 중의 어느 한 항에서, 상기 점착제는 0.01% 내지 1%

  감미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서, 상기 점착제는 전체 중량의 0.5% 내지 3% 미만의 과산화수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

아미백용 패치.

청구항 17.

  제 15 항에서, 상기 점착제는 전체 중량의 3% 내지 10%의 과산화수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

용 패치.

청구항 18.

  제 2 항에서, 상기 점착제는 가교제 및 보조가교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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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8 항에서, 상기 피막형성제는 폴리아크릴산, 폴리아크릴산 나토륨, 폴리아크릴크산-폴리아크릴산 나토륨 공중합체,

피브이피/브이에이 공중합체(PVP/VA copolymer), 브이피/아크릴레이트/라우릴 메타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VP/

acrylates/ lauryl methacrylate copolymer), 폴리메틸비닐에테르/말레익언하이드라이드(Poly methyl vinyl ether/

maleic anhydride), 비닐아세테이트/비닐네오디카노에이트/말레익하프-에스테르(Vinyl acetate/vinyl neodecanoate/

maleic half-ester), 폴리 N-비닐 포름아마이드(poly N-vinyl formamide), 비닐아세테이트/크로토닉산/비닐네오디카노

에이트 공중합체(Vinyl acetate/crotonic acid/vinyl neodecanoate copoylmer), 폴리비닐아세테이트(poly vinyl

acetate), 폴리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 메타 아크릴산 공중합체, 아미노 알킬 메타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셀루로오즈 아

세테이트 프탈레이트, 셀락(shellac), 비닐 아세테이트/크로토닉산/비닐프로피오네이트 공중합체(Vinyl acetate/crotonic

acid/vinyl propionate copolymer), 메타 아크릴로일 에틸 베타인/메타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청구항 20.

  제 18 항에서, 상기 가교제는 살리실산(salicylic acid), 글루코산(gluconic acid), 실릭산(silicic acid), 말레익산(malic

acid), 주석산(tartaric acid), 글리콜산(glycolic acid), 및 젖산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

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청구항 21.

  제 18 항에서, 상기 보조가교제는 고령토(kaoline), 하이드록시 알루미늄 아미노아세테이트(hydroxyl aluminum

aminoacetate), 건조수산화알미늄분말, 알미늄실리케이트, 알미늄-마그네슘하이드록사이드, 합성하이드로탈시트

(synthetic hydrotalcite), 컴리트(cum lite®) 및 하이드로 탈시드(aluminum hydroxide gel)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

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형 치아미백용 패치.

청구항 22.

  제 18 항에서, 상기 점착제는 중량비로 상기 과산화물 0.1% 내지 10%, 과산화물안정제 0.5% 내지 5%, 치석생성억제제

0.1% 내지 5%, 피막형성제 0.1% 내지 10%, 피막형성보조제 0.1% 내지 10%, 습윤제 10% 내지 70%, 가소제 0.1% 내지

3%, 감미제 0.1% 내지 2%, 가교제 0.1% 내지 1%, 및 보조가교제 0.01% 내지 0.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젤리

형 치아미백용 패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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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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