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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상처 부위에 대한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치 및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상이한 온도의 유체의 선택적인 적용에 의해 인체의 상처 부위(26)를 치료하는 것을 돕거나 촉진시키기 위한 장

치를 개시한다. 이러한 장치는 스프레이 애플리케이터(23), 및 유체 가열기(11)와 압축 펌프(14)를 갖춘 유체를 위한 저장

기(1)를 포함한다. 이러한 장치는 사용 중인 경우, 스프레이 애플리케이터(23)가 압축 펌프(14)에 연결되어 선택된 온도에

서 저장기로부터 타이밍이 맞추어진 유체의 스프레이가 상처 부위에 적용될 수 있어서 혈액 순환을 증가시키도록 배열된

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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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이한 온도의 복수의 유체를 교대로 적용함으로써 인체의 상처 부위의 치유를 촉진시키거나 또는 돕기 위한 장치로서,

압력 펌프 및 유체 가열기를 갖춘 상기 복수의 유체 중 제 1 유체를 위한 저장기와 스프레이 어플리케이터를 포함하며,

사용 중에, 상기 스프레이 어플리케이터가 상기 압력 펌프에 연결되어, 혈액 순환을 증가시키기 위해 선택된 온도를 갖는

상기 저장기로부터 상기 복수의 유체 중 상기 제 1 유체의 시간차 스프레이가 상기 상처 부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배열되

고,

상기 선택된 온도 미만의 온도를 갖는 상기 복수의 유체 중 제 2 유체의 스프레이 공급원을 더 포함하는,

상이한 온도의 복수의 유체를 교대로 적용함으로써 인체의 상처 부위의 치유를 촉진시키거나 또는 돕기 위한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체 저장기가 상기 압력 펌프 및 상기 유체 가열기가 내장된 탱크인,

상이한 온도의 복수의 유체를 교대로 적용함으로써 인체의 상처 부위의 치유를 촉진시키거나 또는 돕기 위한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유체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수집 및 재사용을 위한 용액조 또는 집수통을 더 포함하는,

상이한 온도의 복수의 유체를 교대로 적용함으로써 인체의 상처 부위의 치유를 촉진시키거나 또는 돕기 위한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유체 중 상기 제 1 유체가 물에 염과 미네랄이 용해된 용액인,

상이한 온도의 복수의 유체를 교대로 적용함으로써 인체의 상처 부위의 치유를 촉진시키거나 또는 돕기 위한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압력 펌프가 전기 쇼크를 방지하도록 12 볼트 공급기와 분리되어 작동되도록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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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온도의 복수의 유체를 교대로 적용함으로써 인체의 상처 부위의 치유를 촉진시키거나 또는 돕기 위한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유체 가열기를 제어하기 위한 서모스탯을 더 포함하는,

상이한 온도의 복수의 유체를 교대로 적용함으로써 인체의 상처 부위의 치유를 촉진시키거나 또는 돕기 위한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기가 가정의 욕실 내에 배치되기 적합한 크기의 원통형 탱크인,

상이한 온도의 복수의 유체를 교대로 적용함으로써 인체의 상처 부위의 치유를 촉진시키거나 또는 돕기 위한 장치.

청구항 8.

상이한 온도의 복수의 유체를 교대로 적용함으로써 인체의 상처 부위의 치유를 촉진시키거나 또는 돕기 위한 방법으로서,

압력 펌프 및 유체 가열기를 갖춘 상기 복수의 유체 중 제 1 유체를 위한 저장기와 스프레이 어플리케이터를 포함하며, 상

기 스프레이 어플리케이터가 상기 압력 펌프에 연결되고, 혈액 순환을 증가시키기 위해 선택된 온도를 갖는 상기 저장기로

부터의 상기 복수의 유체 중 상기 제 1 유체의 시간차 스프레이가 상기 상처 부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고, 상기

선택된 온도 미만의 온도를 갖는 상기 복수의 유체 중 제 2 유체의 스프레이 공급원을 더 포함하는 장치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저장기 내에서 상기 복수의 유체 중 상기 제 1 유체를 상기 선택된 온도로 가열시키는 단계;

상기 상처 부위에 상기 선택된 온도를 갖는 상기 복수의 유체 중 상기 제 1 유체의 시간차 스프레이를 적용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온도 미만의 온도를 갖는 상기 복수의 유체 중 상기 제 2 유체의 스프레이와 상기 시간차 스프레이를 교대로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이한 온도의 복수의 유체를 교대로 적용함으로써 인체의 상처 부위의 치유를 촉진시키거나 또는 돕기 위한 방법.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감염 부위에 대한 혈액 순환을 증가시켜 치료가능한 상처 또는 다른 질환의 치유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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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레크리에이션 또는 업무 관련 활동으로 인한 근육, 인대 및 힘줄 등에 대한 부상은 매우 흔한 일이며, 사회적으로 이에 대

한 비용이 상당하다. 촉진(manipulation), 초음파 치료 및 외과 수술 등과 같이 이러한 상태를 위해 실시되는 다수의 치료

법이 존재하지만, 본 발명자는 여러 경우에 있어 이들 치료법이 환자에게 불충분하거나, 또는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외

상 치료법임을 발견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단점을 개선하거나, 또는 공지된 치료법에 대한 실제적, 비의학적 또는 비침해적인 대안

을 공중에게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 양태는 상이한 온도의 유체를 교대로 적용함으로써 인체의 상처 부위

를 치유하는 것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돕기 위한 장치를 개시하며, 이러한 장치는 스프레이 어플리케이터(spray

applicator), 압력 펌프 수단, 상이한 온도의 유체를 담기 위한 저장기 및 유체 가열기를 포함하며, 이러한 장치는 사용 중

에, 스프레이 어플리케이터가 상기 압력 펌프 수단에 연결되고 선택된 온도의 상기 저장기로부터의 유체가 상기 인체의 부

위에 타이밍 맞추어진 주기 동안 적용되어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증가시키도록 배열된다.

바람직하게, 상술한 인체의 상처 부위의 치유를 촉진시키거나 돕는 장치는 상기 인체 부위에 유체를 적용한 후 상기 유체

를 수집 및 재사용하기 위한 용액조(tub) 또는 집수통(sump)을 더 포함한다.

또한, 바람직하게, 유체 저장기는 서모스탯(thermostat)과 함께 내장된 압력 펌프와 상기 유체 가열기를 갖춘 탱크를 포함

한다.

또한, 바람직하게, 상기 유체는 물에 염과 미네랄이 용해된 용액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인체의 상처 부위로의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상술한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개시하

며, 이러한 방법은:

- 상기 유체에 대한 상이한 온도를 선택하는 단계, 및

- 상기 상이한 온도 사이에서 상기 스프레이를 교대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상처 부위에 상기 유체의 시간차 스프레이

(timed sprays)를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설명할 것이다.

실시예

먼저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면, 스테인레스 강, 유리 섬유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임의의 적합한 물질로 구성된, 단열벽(2)

및 덮개(3)를 갖춘 직립 원통형 탱크(1)가 있다. 여기에는, 탱크 입구(4), 탱크 출구(5), 전원 스위치(6), 디지탈 서모스탯

제어 패널(7), 센서(8), 배수관(9), 펌프(14)용 전원 코드(13)와 함께 12볼트 전압기(11A), 및 가열 요소(11, 12)용 주전원

코드(10)가 배치되어 있다. 이송 핸들(15)은 가열기 및 러버 피트(rubber feet; 17)용 파일럿 라이트(pilot light; 16)와 함

께 각 측면에 끼워맞추어질 수 있다. 도 3 및 도 4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탱크의 오목한 바닥(19)을 통해 위로 연장

하는 펌프 입구(18)가 설치되어 있다. 본 발명은 특수한 용량의 탱크에 한정되지 않지만, 본 실시예는 약 20 리터의 물을

담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탱크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정용 욕조(20) 바로 옆에 위치할 정도로 적합한 크기

이다.

기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압력 펌프(14)는 전기 쇼크를 방지하도록 12 볼트 전압기(11A)로부터 분리되어 작동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 웨일즈 노스 파라마타(North Parramatta New South Wales Australia)에 소재한

바이어스 보팅(Bias Boating)으로부터 이용가능한 모델 번호 제 2088/423/344호와 같이, 시판중인 격벽 유형으로 되어

있다. 탱크의 바닥에 있는 펌프 입구(18)를 통해 펌프 안으로 가열된 물이 인도되는데, 이러한 펌프 입구(18)는 도면에 도

시하지는 않지만 임의의 적합한 형태의 필터 또는 스크린과 결합될 수 있다. 펌프의 고압 출구측은 파이프(21)를 통해 탱

크 출구(5)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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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사용에 있어서, 압력 호스(22) 및 6 개의 위치 조절식 스프레이 건(spray gun; 23)("Gardeners Choice"라는 상표

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판되는 것과 같음)이 탱크 출구(5)에 연결되며, 욕조(20)의 바닥에는 가열 요소를 위한 메인 및

12 볼트 전원 코드(10, 13, 25)와 탱크 입구(4)에 연결하기 위한 집수 펌프(24)가 위치하며, 압력 펌프 및 집수 펌프는 적

절한 전기 공급부에 연결되어 있다.

본 발명은 임의의 특수한 유형의 유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실시예에 따르면, 1 그램/리터의 비율로 첨가제와 혼

합된 물의 용액이 사용된다. 바람직하게는, 기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들 첨가제는:

로럴 설페이트(Laurel Sulfate)‥‥‥‥‥‥‥‥‥‥16%

소우디움 메타실리케이트(Sodium Metasilicate)‥‥‥30%

소듐 바이카보네이트(Sodium Bicarbonate)‥‥‥‥‥‥50%

유칼리나무 오일(Eucalyptus Oil)‥‥‥‥‥‥‥‥‥‥2%

차나무 오일(Tea tree oil)‥‥‥‥‥‥‥‥‥‥‥‥‥2%

를 포함한다.

상술한 염 및 무기물의 용액은 핫/콜드 스프레이 사이클에 의해 생성되는 온도차와 함께 상처 부위 내의 혈관이 팽창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순환을 증기시키고 상처의 치유를 촉진시킨다.

비한정적인 예로서, 서모스탯은 41℃로 설정될 수 있고, 스프레이 건의 압력은 10 내지 800 kpa로 설정될 수 있다.

이후, 예컨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발목 또는 다리 하부(26)와 같은 상처 부위를 선택된 기간 동안 가열된 용

액으로 스프레이한다. 용액조 내에 수집된 이러한 가열된 용액은 집수 펌프(24)에 의해 탱크로 되돌아 온다. 따라서, 비교

적 소량의 용액만을 사용하여 계속되는 스프레이가 가능하다.

바람직하게, 가열된 용액 스프레이가 약 10℃의 냉수 스프레이와 번갈아 실행된다. 이들 냉수 스프레이는 별도의 탱크(도

시 안됨) 또는 주 물공급부로부터 끌어올 수 있다. 치료의 횟수와 지속 기간과 치료당 핫/콜드 사이클의 횟수는 장치를 작

동시키는 직업 종사자나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접지른 발목과 같은 통상적인 부상에 대해서는, 2일의 기간에 걸쳐

상술한 용액을 사용하는 다음의 치료 프로그램이 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핫 스프레이 온도‥‥‥‥‥‥‥‥‥‥‥‥‥‥41℃

콜드 스프레이 온도‥‥‥‥‥‥‥‥‥‥‥‥‥10℃

핫 스프레이 지속 기간‥‥‥‥‥‥‥‥‥‥‥30분

콜드 스프레이 지속 기간‥‥‥‥‥‥‥‥‥‥5분

치료당 핫/콜드 스프레이 사이클의 횟수‥‥‥1회

치료의 횟수‥‥‥‥‥‥‥‥‥‥‥‥‥‥‥‥6회

따라서, 적어도 개시된 실시예의 형태에 있어서의 본 발명은, 인간의 손상된 조직의 치유를 촉진시키기 위한 새롭고 유용

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명백하게, 상술한 실례는 단지 본 발명의 현재의 바람직한 유형일 뿐

이며, 당업자에게 분명한 다양한 변경예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탱크의 크기, 형상 및 구성, 첨가제의 성질과

스프레이의 온도, 압력 및 지속 기간이 치료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스테인레스 강, 유리 섬유 또는 플

라스틱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만, 탱크를 구성하기 위해 임의의 특정한 물질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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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유체 탱크부의 개략적인 측면 사시도이고,

도 2는 덮개가 제거된 상태의 도 1의 탱크의 평면도이며,

도 3은 탱크의 저면도이고,

도 4는 도 2의 A-A선에 따른 탱크의 횡단면도이며,

도 5는 사용 중일 때의 장치를 그림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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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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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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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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