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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고 하나 이상의 모발(112)을 파괴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또는 대안적으로 피부나

모발에 손상을 주지 않고 하나 이상의 여드름 관련 구조물을 파괴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펄스형 복사 에너

지(246)를 사용한 여드름 치료 방법 및 장치(100)가 제공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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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개구부가 구비되어 있고, 개구부가 피부 부위와 접촉 배치될 때 일정 부피의 공기를 둘러싸는 캐버티를 형성하는 하우징;

및

피부 또는 모발을 손상시키지 않고 피부 또는 모발을 통해 전도된 열에 의해 여드름 관련 구조물을 파괴하는 데 충분한 온

도로 일정 부피의 공기를 신속하게 가열하는, 일정 부피의 공기에 열을 전달할 수 있는 하우징 내에 배치된 펄스형 열원

을 포함하는, 피부 부위로부터 여드름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펄스형 광열원은 광열원과 피부 사이에 온도 구배를 형성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펄스형 열원은 상기 일정 부피의 공기를, 모발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데 충분한 온도로 상승시키지 않

는 것인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펄스형 열원으로부터 방출된 열의 지속 시간은 모발 또는 피부가 손상되도록 피부 또는 모발의 온도를 높

이기에 불충분한 것인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모발 또는 피부의 손상이 유발되는 레벨로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피부의 온도에 반응하여 피부 및 모발의

온도를 낮추는 하우징에 결합된 열 센서를 포함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펄스형 열원은 전도에 의해 피부로 펄스형 방사선 및 열을 전달하기 위한

펄스형 광열원인 것인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펄스형 광열원은 광대역의 펄스형 빛을 생성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광대역의 펄스형 빛을 필터링하는 필터를 포함하는 것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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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펄스형 광열원은 플래시(flash) 램프 또는 아크 방전 램프인 것인 장치.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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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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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열로 여드름을 치료하는 방법, 더욱 구체적으로는 열을 가하여 모낭, 피지선 및/또는 기타 여드름 관련 구조물을

우선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함으로써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고 여드름을 개선하거나 근절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여드름은 모발피지선의 염증성 질환으로서, 모낭의 폐색으로 인해 피지, 각질 및 미생물[특히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액니

(Propionibacterium acnes(P.acnes))]로 이루어진 면포(즉, 흑색면포 또는 백색면포)가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피.액니는 피지와 각질을 모낭 자극 산물로 분해하여, 염증, 종기 또는 낭종 형성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상처를 남

기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여드름은 10대와 성인들에게 생기며, 55세까지도 생기는 일이 있다.

국소 치료는 박테리아를 사멸하고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벤질 퍼옥시드, 모낭이 막히지 않도록 보조하는 살리실산, 모낭이

막히지 않도록 보조하고 흑색면포 및 백색면포의 분해를 돕는 황을 포함한다. 레티노이드라고 불리우는 비타민 A 유도체

는 피부의 탈락(shedding)을 가속화시키고, 모낭이 막히지 않도록 보조하기 위해 국소적으로 이용된다. 전신 항생제 및/또

는 경구 레티노이드(예, Accutane)가 일반적으로 효과가 높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서 중증 사례의 여드름에만 처방된

다.

가열 램프가 여드름 증상 완화를 위해 이용된다. 가열 램프의 이용은 모낭이 막히지 않고 감염이 배농(drainage)되는 것을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사하게, 햇빛에 대한 장기간 노출과 자외선 램프의 사용이 여드름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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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탈모 치료에 따르면(Tankovich, US 5,425,728호 및 US 5,226,907호; 참고 인용됨), 빛의 파장 흡수가 높은 흑연

과 같은 오염원을 피부 단면에 가한다. 모발 구조를 파괴하는 해당 파장으로 피부에 짧은 레이저 펄스를 방사한다. 이러한

탈모법은, 오염원이 피부를 자극하고 여드름의 존재 하에 여드름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에 이용되지 않는 것

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종래 탈모 치료에서는(Eckhouse, EPO 736308 및 EPO 788814, 참고 인용됨), 600∼1300 nm의 여과된 빛을 겔

이 도포된 피부에 가한다. 모발은 빛을 흡수하여 약 70℃로 가열되어, 모낭을 파괴하고, 따라서 모발이 파괴된다. 피부에

도포된 겔은 열 싱크(sink)로서 작용하여 피부가 열 손상이 일어날 온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 여

드름 치료는 교시되어 있지 않다.

여드름 치료용 종래 시스템(US 특허 제5,540,660호, 참고 인용됨)은 다수의 LED를 이용하여 여드름을 포함하는 작은 부

위의 환자 피부를 비춘다. 개시된 시스템 중에서 치료 과정에서의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LED의 방사 레벨에 의해 생성되는 열은 거의 또는 전혀 없다.

참고로 인용된 A.R.Shalita MD 등의 문헌[Clinical Application Notes Vol. 9 No.1, "Acne Photo Clearing Using A

Novel, High Intensity Enhanced, Narrow Band Blue Light Source"]에는 포토포피린(photoporphyrin)에 의해 흡수되

는 여드름 치료를 위한 빛의 특정 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보고되어 있다. 피.액니에 의해 생성되는 화학물질인 포토포피

린이 형성하는 여기 상태는 피.액니 박테리아 일부를 파괴한다. 이 방법은 액니가 생성하는 구조물을 특이적으로 표적화하

지 않으며, 치료 8주 후에 사례의 60% 만이 호전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선택적인 광열분해는 Anderson 및 Parrish[1983 ("Selective Photothermolysis: Precise Microsurgery by Selective

Absorption of Pulsed Radiation," Science, Vol. 220, pp. 524-527, 참고 인용됨]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이 방법에서 파

괴하고자 하는 조직은 일부 전자기 방사 파장에서의 광학 흡수도가 주변 조직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펄스 길이를 표적의 열적 이완 시간 범위로 유지하여, 주변 피부가 열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 다른 종래 시스템(참고 인용된 WO 99/449937호에 개시되어 있음)은, 선택적으로 흡수된 방사선에 의해 피지선과 같

이 지질이 풍부한 조직을 직접 가열하여, 모낭 및 여드름과 같은 관련 구조물의 파괴를 유발한다.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

해서 피부에 극저온 물질을 가한다. 극저온 물질은 비선택성이기 때문에, 모발피지선 플러그를 냉각시켜, 여드름 감염의

배농을 방지할 가능성이 있다. 지질 풍부 조직에 의해 흡수된 열을 모낭으로 전도하여, 모발을 없앤다.

광열분해를 바탕으로 한 탈모용의 종래 시스템은 참고 인용한 미국 특허 제6,187,001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 방법에서, 복

사 에너지는 피부와 모발의 온도를 높인다. 그 다음, 열이 모발을 통해 피부 밖의 공기로부터 모낭으로 유도되어, 모낭이

파괴된다. 피부 및 모발의 초기 가열로 온도가 상승하여 모낭으로의 전도를 통해 모발을 없애는 데 필요한 가열 시간 및 강

도가 저감되어, 주변 조직에서의 열에 의한 손상이 예방된다. 치료가능한 조직은 출생모반, 화염성 모반, 거미양 정맥 및

정맥류 등이 있다. 본 특허에서는 여드름 치료용으로서의 용도는 개시하고 있지 않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의 일부 구체예에 따르면,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모발을 통해 열을 모낭으로 전도하여, 모낭을 파괴하고 여드름을

줄이거나 또는 제거한다.

대안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열이 모발을 통해 모낭 및/또는 하나 이상의 여드름 관련 구조물로 전도되어, 모낭 및/또는 하

나 이상의 여드름 관련 구조물을 파괴하고, 여드름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제거한다. 여드름 관련 구조물의 비제한적인 예로

는 피지선, 유두,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액니 박테리아 등의 박테리아, 여드름 낭종 또는 결절, 여드름 구진, 여드름 농포, 모

낭내 각화과다증, 폐쇄형 면포(백색면포) 또는 개방형 면포(흑색면포)를 포함하는 모발피지선 모낭 폐색, 가성 모낭염(파

고드는 모발(ingrown hair)), 땀샘, 땀샘관 및 출혈성 모낭 플러그 등이 있다.

모발 가열은 일반적으로 피부 외부로부터 모발로 전달되는 열에 의해 또는 방사선에 의해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일부 구

체예에 따르면, 예를 들어 상기 언급된 미국 특허 제6,187,001호에서와 같이 피부 밖의 공기로부터의 전도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열이 모발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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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적인 구체예에서, 모발 및 피부의 온도를 예컨대 펄스형 복사 에너지를 사용하여 높인 다음, 모발에 의해 열을 모낭으

로 전도하고 모발 및 하나 이상의 여드름 관련 구조물을 파괴한다. 이러한 복사 에너지의 예로는 고강도 램프의 백색광(경

우에 따라서 필터와 같은 적절한 파장 선택 장치를 통과한 백색광), 광대역 전자기 방사선 또는 여드름 관련 구조물이 쉽게

흡수하는 적절한 파장 내의 레이저선으로부터 나온 것 등이 있다.

예시적인 구체예에서, 피부 및 모발의 주변 온도를 높이면 열 전도를 통해 모낭 및 여드름 관련 구조물을 파괴하는 데 필요

한 열의 강도 및/또는 기간이 낮아져서, 피부 온도가 손상이 일어나는 온도까지 상승하지 않는다. 또는, 피부 및 모발 가열

과정은 피부와 모발 간의 온도 구배를 낮추어, 모발을 통해 흡수되고 모낭 및 여드름 관련 구조물로 전도되는 열이 피부로

덜 신속하게 전도되어, 피부 손상이 예방된다.

본 발명의 일부 구체예의 일면에 따르면, 임의의 수단으로 모발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파괴한 후에, 임의의 수단으로 피부

주변의 공기를 가열하여 여드름 증상을 없애거나 개선시킨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6,187,001호에 개시된 방법을 사용

하여 가열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필터와 같은 적절한 파장 선택 장치를 통과한 고강도 램프의 백색광으로

부터 펄스형 복사 에너지를 얻는다.

대안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펄스형 복사 에너지는 광대역 전자기 방사선이다.

대안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펄스형 복사 에너지는 레이저선에서 나온 것과 같은 단색광원 전자기 방사선이다. 이러한 펄스

형 복사 에너지는, 예를 들어 복수의 모발 및/또는 여드름 관련 구조물 중 하나 이상이 우선적으로 흡수되는 데 적절한 파

장의 레이저선으로부터 유래한 에너지일 수 있다.

열을 여드름 관련 구조물로 전도하여, 여드름 관련 물질의 배농 및/또는 여드름 관련 구조물의 파괴 또는 부분 파괴를 증가

시킨다.

배농은, 예를 들어 모낭 폐색이 열에 의해 붕괴되거나 또는 열이 피지의 팽창을 유도하는 경우 발생하며, 모낭의 폐색부가

열리도록 한다.

병행하여 또는 대안적으로, 임의의 수단으로 모발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파괴한 후에, 모낭 및/또는 피부를 통해 직접 열을

전도하여, 전술한 하나 이상의 여드름 관련 구조물을 파괴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한다.

예시적인 구체예에서, 임의의 수단으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모발을 파괴한 후 모낭 및/또는 피부의 온도를 높인 다음 하나

이상의 여드름 관련 구조물을 파괴한다. 이러한 처리는 열 전도를 통해 모낭을 배농하거나 및/또는 하나 이상의 여드름 관

련 구조물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열의 강도 및/또는 지속시간을 낮추어, 피부 온도를 열 손상이 일어나는 온도보다 낮은 온

도로 유지한다. 대안적으로, 피부 및/또는 모낭의 주변 온도를 높이면 피부, 모낭 및 여드름 관련 구조물 간의 온도 구배가

낮아진다. 모발을 통해 흡수되어 모낭 및 여드름 관련 구조물로 전도되는 열은 피부에 덜 빠르게 전도되기 때문에, 피부 손

상이 예방된다.

본 발명의 일부 구체예의 일면에 따르면,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피부 또는 모발을 손상시키지 않고 피부에 1회 이상 열을

가하여 하나 이상의 여드름 관련 구조물을 파괴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한다.

예시적인 구체예에서, 피부 주변의 고온 공기로부터 전도에 의해 열을 피부에 공급한다. 모발 또는 피부 손상이 유발되는

데 필요한 온도보다 낮지만 하나 이상의 여드름 관련 구조물의 파괴 또는 부분적 파괴를 유발하는 데 필요한 온도보다는

높은 온도로 유지한다. 병행하여 또는 대안적으로, 열을 단시간 가하여 피부 또는 모발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하나 이상

의 여드름 관련 구조물을 파괴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한다. 병행하여 또는 대안적으로, 1회 이상 열을 피부에 단시간

가하고, 모발과 피부로부터 열을 방산시키면서 여드름 관련 구조물 중에 열을 축적하여, 피부 또는 모발에 대한 손상 없이

여드름 관련 구조물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파괴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구체예에서, 열은 10∼1000 밀리초 동안 지속되는 펄스형 열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부 구체예로서 피부 부위로부터 여드름을 치료하는 장치가 제공되며, 이 장치는

개구부가 구비되어 있고, 개구부가 피부 부위와 접촉 배치될 때 일정 부피의 공기를 둘러싸는 캐버티를 형성하는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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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및/또는 모발로부터 열을 전도하여 여드름 관련 구조물을 파괴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는 데 충분한 온도로 일정 부

피의 공기를 신속하게 가열하는 하우징 내에 배치된 개폐가능한 열원,

열원에 제어가능하게 전류를 통하게 하는 전원을 포함한다.

따라서, 여드름 병소와 관련된 모발을 가열하는 단계; 및 모발로부터 하나 이상의 여드름 관련 구조물로 에너지를 전도하

여 그 구조물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파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여드름 치료법이 제공된다.

경우에 따라서, 여드름 관련 구조물은 여드름 병소와 관련된 구조물을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상기 열은 임의적으로 피부에 손상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 상기 가열의 일부는 결맞는(coherent) 복사 에너지에 의해 형성된다.

대안적으로, 상기 가열의 일부는 임의로 엇결성(incoherent) 복사 에너지에 의해 형성된다.

경우에 따라서, 모발을 가열하는 단계는 피부 밖의 공기를 가열하는 과정; 및 모발에 의해 열을 여드름 관련 구조물로 전도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부 구체예에서, 모발의 가열 단계는 모발의 파괴를 초래한다.

경우에 따라서, 상기 모발의 파괴는 모발이 위치하는 모낭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부 구체예에서, 상기 열은 모발을 손상시키기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1차로 열을 사용하여 여드름 병소와 관련된 모발을 파괴하는 단계; 및 2차로 여드름 병소를 펄스형으로 가열하여

여드름 관련 구조물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파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여드름 치료법이 제공된다.

경우에 따라서, 상기 가열의 일부는 피부로 입사되는 결맞는 복사 에너지에 의해 형성된다.

대안적으로, 가열의 일부는 경우에 따라서 피부에 입사되는 엇결성 복사 에너지에 의해 형성된다.

본 발명의 일부 구체예에서, 상기 가열의 적어도 일부는 피부 밖의 공기로부터 열의 전도에 의해 형성된다.

경우에 따라서, 상기 가열의 적어도 일부는 피부와 비교하여 병소 또는 병소와 관련된 피지를 우선적으로 가열하는 복사

에너지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피부 부위로부터 여드름 증상을 개선시키는 장치가 제공되며, 이 장치는

개구부가 구비되어 있고, 개구부가 피부 부위와 접촉 배치될 때 일정 부피의 공기를 둘러싸는 캐버티를 형성하는 하우징;

및

피부 또는 모발을 손상시키지 않고 피부 또는 모발에 의해 전도된 열로 여드름 관련 구조물을 파괴하는 데 충분한 온도로

일정 부피의 공기를 신속하게 가열하는 하우징 내에 배치된 펄스형 열원을 포함한다.

경우에 따라서, 펄스형 광열원은 이 열원과 피부 사이에 온도 구배를 형성한다.

경우에 따라서, 펄스형 열원은 상기 일정 부피의 공기를, 모발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데 충분한 온도로 상승시키지 않는

다.

경우에 따라서, 펄스형 열원으로부터 방출된 열은 모발 또는 피부가 손상되도록 피부 또는 모발의 온도를 높이는 데는 지

속시간이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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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 장치는 모발 또는 피부의 손상이 유발되는 레벨로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피부의 온도에 반응하여 피부 및

모발의 온도를 낮추는 열 센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부 구체예에서, 펄스형 열원은 전도에 의해 피부로 펄스형 방사선 및 열을 전달하기 위한 펄스형 광열원이다.

경우에 따라서, 펄스형 광열원은 광대역의 펄스형 빛을 생성한다.

경우에 따라서, 펄스형 광열원은 광대역의 펄스형 빛을 필터링하는 필터를 포함한다.

경우에 따라서, 펄스형 광 및 열 공급원은 플래시(flash) 램프 또는 아크 방전 램프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피험체의 피부와 경우에 따라서 모발을 펄스형 열로 가열하는 단계; 열의 일부를 피부 및 경우에 따라

모발로부터 하나 이상의 여드름 관련 구조물로 전도하는 단계; 및 전도된 열에 의해,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 이상의

여드름 관련 구조물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파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여드름 치료법이 제공된다.

경우에 따라서, 피부 및 경우에 따라 모발을 가열하는 단계는 10분 미만의 시간 간격을 두고 1회 이상 가열하는 것을 포함

한다.

대안적으로, 피부 및 경우에 따라 모발을 가열하는 단계는 2분 미만의 시간 간격을 두고 1회 이상 임의로 가열하는 것을 포

함한다.

대안적으로, 피부 및 경우에 따라 모발을 가열하는 단계는 약 1분 미만의 시간 간격을 두고 1회 이상 임의로 가열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모발 및 경우에 따라 피부를 가열하는 단계는 1회 이상 임의로 가열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때 각 회에서의 가

열은 여드름 관련 구조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는 불충분하다.

경우에 따라서, 여드름 관련 구조물은 여드름 병소와 관련된 구조물을 포함한다.

경우에 따라서, 가열의 일부는 결맞는 복사 에너지에 의해 형성된다.

대안적으로, 상기 가열의 적어도 일부는 엇결성 복사 에너지에 의해 임의로 형성된다.

본 발명의 일부 구체예에서, 피부 및 경우에 따라 모발을 가열하는 단계는 피부 밖의 공기를 가열하는 과정; 및 피부 및 경

우에 따라서 모발에 의해 열을 하나 이상의 여드름 관련 구조물로 전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부 구체예에서, 피부 및 경우에 따라 모발을 가열하는 단계는 피부 및 모발을 가열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부 구체예에서, 여드름은 피부 외부에 관련 모발이 없는 병소를 포함하며, 피부 및 경우에 따라 모발을 가열하

는 단계는 피부를 가열하는 것을 포함한다.

경우에 따라서, 피부 및 경우에 따라 모발을 가열하는 단계는 피부 및 모발을 가열하는 것을 포함한다.

경우에 따라서, 여드름은 피부 외부에 관련 모발이 없는 병소를 포함하며, 이 때 모발 및 경우에 따라 피부를 가열하는 단

계는 피부를 가열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부 구체예에서, 여드름 관련 구조물은 여드름 낭종 또는 결절을 임의로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여드름 관련 구조물은 피지선을 임의로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여드름 관련 구조물은 유두를 임의로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여드름 관련 구조물은 여드름 구진을 임의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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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으로, 여드름 관련 구조물은 여드름 농포를 임의로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여드름 관련 구조물은 모낭내 각화과다증을 임의로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여드름 관련 구조물은 땀샘을 임의로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여드름 관련 구조물은 출혈성 모낭 플러그를 임의로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여드름 관련 구조물은 폐색(blockage)을 임의로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여드름 관련 구조물은 박테리아를 임의로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여드름 관련 구조물은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액니 박테리아를 임의로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여드름 관련 구조물은 모발피지선 모낭 폐색을 임의로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여드름 관련 구조물은 폐쇄형 면포(백색 면포)를 비롯한 모발피지선 모낭 폐색을 임의로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여드름 관련 구조물은 개방형 면포(흑색 면포)를 비롯한 모발피지선 모낭 폐색을 임의로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여드름 관련 구조물은 가성 모낭염을 임의로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예시적이고 비제한적인 구체예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하기 상세한 설명 중에 개시되어 있다. 도면에서, 하

나 이상의 도면에 나타나는 동일 및 유사한 구조, 부재 또는 이의 일부는 일반적으로 이들이 나타나는 도면 중에 동일하거

나 유사한 참조 번호로 표시되어 있다. 도면에 도시된 형상 및 부품 치수는 주로 표시의 편의와 명확성을 위해 선택된 것으

로서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도 1은 모발과 관련 구조물을 포함하는 피부 부위를 1차 치료하는 본 발명의 장치의 구체예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2는 모발과 관련 구조물을 포함하는 피부 부위를 후속 회에서 치료하는 본 발명의 장치의 구체예를 나타내는 개략도이

다.

예시적인 구쳬예들의 상세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여드름 치료용 가열 장치(100)의 구체예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가열 장치(100)는 피부(110)

및 모발(112) 부위에 열을 가하여, 온도를 올리고 여드름 증상을 개선하거나 또는 없앤다.

예시적인 구체예에서, 가열 장치(100)는 모발(112) 및 피부(110)에 의해 흡수되는 펄스형 복사 열 에너지를 제공하는 복

사 열원(114)을 구비한다. 경우에 따라서, 가열 장치(100)는 펄스형 복사 열원(114)의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안된 반

사 표면(122)을 갖는 하우징(120)을 포함한다. 병행하여 또는 대안적으로, 하우징(120)은 피부에 대해 하우징(120)을 밀

봉하여 열 노출을 비교적 적게 하는 작용을 하는 가스켓(118)을 포함한다. 경우에 따라서, 가열 장치(100)는 제2의 단색광

원 복사 열원(144)을 더 포함하는데, 이 열원은 피부가 소정의 온도(예, 60℃)에 도달하여 선택적으로 모발을 가열할 때 켜

진다.

예시적인 구체예에서, 복사 에너지원(144)은 실질적으로 단색광원 복사 에너지의 레이저선이다. 모발 제거용 종래 시스템

은 Zaias의 미국 특허 제5,059,192호에 개시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 복사 열원(114)은 미국 매사츄세츠주 웨이랜드에 소재하는 캔델라 코포레이션이 제조하는 Sclero-

LASER와 같은 펄스형 색소 레이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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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적인 구체예에서, 복사 에너지원은 Eckhouse의 EPO 736308호의 종래 기술에 따라 시간을 10∼100 msec 범위로

적용하고 에너지 플루언스를 10∼100 J/cm2로 가한다. 종래 기술에 의해 교시되는 대안적인 구체예에서, 2 이상의 각도

변경을 실시하면서 각 단계를 반복하여 2 이상의 침투 깊이를 얻는다.

탈모에 대한 종래 기술에 의해 교시되는 대안적인 구체예에서, 겔 또는 다른 적절한 유체 물질을 피부(110)에 가하여 피부

(110)를 냉각함으로써 복사 에너지가 주로 모발(112)에 의해 흡수되어 모낭(142)으로 전도되게 한다.

대안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펄스형 복사 열원(114)은 피험체 피부형에 따라 열을 제공한다. 파장이 짧을 수록 피부에 쉽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피부 색소침착을 위해 더 짧은 파장을 컷오프하는 필터를 경우에 따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피험체가 흰 피부를 갖는 경우 600 nm 컷오프 파장이 사용되고, 피부가 검은 경우에는 700∼800 nm의 컷오프를 이용한

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대안적인 구체예에서, 열원(244)은 피부 주변의 공기를 가열하는 비복사 에너지(246),

예를 들어 펄스형 열을 제공한다. 경우에 따라서, 열원(244)은, 예를 들어 펄스형 복사 에너지(246)를 제공한다. 실시에 있

어서 펄스형 플래시 램프와 같은 단일 열원이 양쪽 열원을 모두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에 있어서, 펄스형 복사 에너

지는 먼저 피부에 도달하여 모발과 피부를 사전 가열한다. 램프로부터 나온 열은 피부로 전도되어 모발과 피부를 가열한

다. 그러나, 피부를 통해 냉각 공기를 불어넣거나, 내포물(enclosure)로부터 고온 공기를 빼내거나 또는 피부로부터 내포

물을 제거하여, 온도가 피부를 손상시킬 만큼 충분히 높아지기 전에 열을 피부로부터 제거한다. 이러한 유형의 장치는, 예

를 들어 미국 특허 제6,187,001호에 교시되어 있다.

예시적인 구체예에서, 복사 에너지원(114)은 유리관이 달린 크세논 아크 램프 또는 예컨대 종래 문헌인 미국 특허 제

6,187,001호에 교시된 바와 같은 임의의 다른 플래시 램프이다. 순간 발열되는 경우, 램프는 광대역의 전자기 방사선을 방

출하고, 이는 피부와 모발에 의해 흡수되어 사전 가열되게 된다.

병행하여 또는 대안적으로, 공급원은 필터와 조합된 석영 플래시 램프이다. 이러한 필터는 피부에 대한 손상을 유발하는

100∼400 nm의 빛을 제거한다.

대안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가열 장치(100)에는 에너지 전달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표면(122)은 열원

(114) 및/또는 열원(144) 또는 열원(244)로부터 나온 복사 에너지의 발산을 돕는 포물선 모양의 반사경이다. 대안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광대역 및/또는 복사 에너지를 같은 방향으로 하여 램프에 의해 방출된 거의 모든 에너지가 표적 및 주변

조직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 오목 렌즈가 제공된다.

어떤 열원이 선택되더라도 이들의 목적은 열이 모발과 피지선 및 여드름 관련 구조물을 파괴하고, 피부(110)는 손상시키

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주변 조직에 손상을 주기에 충분히 오랫동안 복사 에너지를 켜지 않고, 모발(112) 및/또는 여드름

관련 구조물을 통해 단시간만 전도하는 이유이다. 대안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피부(110) 및 모발(112)이 사전 가열되기 때

문에 피부가 손상되지 않으며, 처리 구조물과 주변 피부(110) 간의 구배가 작다. 따라서, 주변 조직으로의 열 유속이 최소

이다.

대안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본 발명은 선택적으로 가열하여 모발을 파괴하는 임의의 열원의 사용을 포함한다.

예시적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여드름 증상을 개선하거나 또는 제거하기 위해 탈모법을 사용한다. 펄스형 복사 에너지가

모발(112)에 의해 모구(130)에 전도되어 모발(112)이 빠짐으로써 모발이 파괴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된다. 또한, 열

은 모발(112)에 의해 전도되어 모발피지선 플러그(124), 피지선(138) 및 여드름 관련 구조물과 이들 구조물에 있는 피.액

니를 파괴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한다.

또한, 열은 모발(112)을 파괴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여 여드름 관련 구조물 내부의 피지(142) 및 각질이 나오도록

하여, 이들 구조물을 배농시킨다. 피.액니는 산소에 노출되면 파괴되는 혐기성 박테리아이다. 모구 주변의 공간(136)으로

부터 물질이 밖으로 빠져 나오면, 피.액니의 자양분이 부분적으로 제거될 뿐 아니라, 산소가 모구 공간(136)과 피지선

(138) 및 관련 구조물로 들어가서, 피.액니 박테리아가 사멸된다.

도 2는 후속 회에서 모발 및 관련 구조물을 포함하는 피부(110) 부위를 치료하기 위한 본 발명의 가열 장치(200)의 구체예

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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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1차 치료에서 모발이 임의의 방법에 의해 파괴된다. 그 후, 제2 또는 추가의 후속 치료(1차 치료 후에 수

일 또는 수주 간격을 두고 실시될 수 있음)에서의 열원(244)은 피부(210) 부위 위의 하나 이상의 여드름 관련 구조물을 부

분적으로 파괴하여 여드름 감염을 개선시키며, 후속 치료는 초기 치료에 사용된 것보다 더 낮은 전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열원(244)에 의해 파괴된 모발을 갖는 모낭(212)은 2차로 에너지를 가하면 개방되어, 임의의 피지, 각질 또는

유체가 배농된다. 파괴된 모발을 갖고 피지(218)를 함유하는 모낭(214)은 탈모 결과 형성되는 출혈성 플러그(216)를 나타

내며, 이 때 열원(244)을 이용하여 후속 치료한다. 피지(218)는 공기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피.액니 감염에 대한 베이스

가 되고, 여드름 농포를 리포밍하는 과정 중에 있게 된다.

파괴된 모발이 있는 모낭(220)은 1차 치료 후에 형성된 작은 모발피지선 플러그(222)를 포함하며, 모낭(220)이 막히기 시

작하면 피지선(224)에 의해 생성된 피지로 막힌 다음 피.액니에 의해 감염된다. 가열원(244)을 사용하여 막힌 모낭(220)

을 개방한다. 파괴된 모발이 있는 모낭(230)은 유체 중에 유지되고 감염 형성을 초래하는 일부 출혈성 파편(232)으로 완전

히 채워진다. 다시, 가열원(244)을 사용하여 출혈성 파편(232)을 제거하면 여드름 감염이 계속 제거될 것이다.

예시적인 구체예에서, 2차 치료에서 열원(244)은 열(246)을 모낭(214, 220 및 230) 내의 폐색부로 보내어 이 부분을 파괴

하고, 대사 자양원 소실 또는 산소의 작용에 의해 피.액니 박테리아가 제거된다.

여드름 관련 구조물의 부분 파괴는 모발피지선 플러그의 불완전한 리포밍과 박테리아 증식 감소를 유발하여, 여드름 염증

의 심각도를 최소화한다. 후속 치료로 모낭을 개방하여, 여드름 증상을 추가로 개선하거나 제거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장치의 대안적인 구체예에 따라서 반복하여 모발 및 관련 구조물을 포함하는 피부 부위를 치료하는 본

발명의 장치의 일부 구체예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본 발명의 이 구체예에 따르면, 모발이 파괴되지 않는다.

도 2의 예시적 장치가 모발을 파괴하면서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경우, 플래시 램프에 의해 공급되는 복사 에너지 레벨은

일반적으로 6∼7.5 J/cm2(총 빛 에너지는 약 75 J)이고, 플래시 램프에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 레벨은 520∼600 J이며, 열

에너지는 450∼530 J이다. 이들 값은 대표적인 것으로서, 다른(주로 더 높은) 값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자들은 이러한

단일 치료가 일반적으로 모발과 여드름을 모두 파괴하는 데 유효하여, 후속 치료는 보통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모발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더 낮은 레벨의 에너지가 사용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낮은 에너지는 모발 파괴 후

의 후속 치료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발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동일한 장치에서 350∼420J의 전기 입력은 3.4 J/cm2의 복사 에너지, 약 50 J의

빛 에너지 및 약 300∼370 J의 열 에너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이 구체예에서 유용한 에너지 레벨은 이들 값보다

광범위하며, 모발의 파괴 역치 이하인 임의의 에너지 레벨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단 에너지 레벨은 여드름 관련 구조물을 파

괴하는 데 충분히 높은 레벨로 가열하기에 충분히 높아야 한다. 예를 들어, 2 J/cm2의 복사 에너지 레벨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원을 단기간 내(예컨대 각 적용 간에 1분 간격을 두고) 2회 이상(예, 5회) 피부에 통과시킨다. 2회 이상의 적

용을 수회, 예를 들어 3주간 복수회 적용을 6회 반복할 수 있다. 모발(112a, 112b)과 같은 모발의 복수회 치료 결과 여드

름 관련 구조물의 부분적 파괴 또는 배농이 일어나서 여드름 감염이 개선된다.

비교적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실시되는 각 치료는 모발피지선 플러그 또는 기타 지질 풍부 구조물을, 이 구조물을 파괴할

정도로 높지 않은 소정의 온도로 가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질 조직의 높은 열 용량으로 인하여 2차 치료는 지

질 조직을 더 높은 온도로 추가로 가열한다. 그러나, 일반 조직은 그 휴지기 동안 냉각되어 조직의 온도가 1차 치료의 온도

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더욱 복합적인 다른 기전이 이러한 결과의 원인일 수도 있다.

모발피지선 플러그가 없는, 피지(142a) 및 피.액니는 모구(130a) 주변의 모낭 부위(136a)와 모구(130b) 주변의 모낭 부위

(142b)로부터 배농되어 여드름 감염을 개선시킨다. 병행하여 또는 대안적으로, 피지선(138a 및 138b)의 파괴 및/또는 부

분 파괴로 피지(142a)가 더 생기지 않아서, 여드름 감염이 개선된다. 병행하여 또는 대안적으로, 다른 여드름 관련 구조물

을 파괴, 부분적으로 파괴 및/또는 배농시켜 여드름 증상을 개선시킨다. 여드름 관련 구조물은 유두, 여드름 낭종 또는 결

절, 여드름 구진, 여드름 농포, 모낭내 각화과다증, 가성 모낭염(파고드는 모발), 땀샘, 땀샘관 또는 출혈성 모낭 플러그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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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선(138) 및 모발피지선 플러그(124)와 피.액니는 모발(112)보다 저온에서 파괴되는 구조물이다. 따라서, 열이 모발

(112)을 파괴하기에 불충분하더라도 열의 피부(110) 및/또는 모발(112)로부터의 전도로 인하여 피지선(138), 모발피지선

플러그(124) 및 피.액니가 파괴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된다. 또한, 이들 구조물은 피부 및 모발보다 오랫동안 열을 보

유하므로, 1분 간격을 두고 열을 복수회 가하면 이들 구조물을 손상시키기에는 충분하지만 피부와 모발을 손상시키기에는

불충분한 열이 구조물 중에 축적된다.

대안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모낭(230, 220 및 214) 내에 함유된 흑색종은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며, 에너지는 모낭(230,

220 및 214) 내의 흑색종으로부터 전도되어 피부나 모발을 손상시키지 않고 피.액니 박테리아를 사멸시킨다.

본 발명은 제한된 수의 구체예들에 대해서 개시하였지만, 본 발명의 여러 변화예, 변형예 및 다른 적용예가 가능함을 알 것

이다. 또한, 성분을 변화시켜 조합할 수 있으며, 단일 성분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임의의 모든 변화예 및 변형예와, 당업자들

에게는 자명한 다른 예들은 첨부된 청구범위 중에 정의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용어 "함유하다", "포함하다", 및 "구비한다"와 이의 활용형은 "∼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당업자라면 본 발명이 개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음을 알 것이다. 그 보다는, 본 발명의 범위는 하기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제

한된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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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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