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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중공형의 삽입프레임(1100)과; 상기 삽입프레임(1100)의 선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내부에 치료약제 담체 수용부

(1290)가 형성되어 있고 선단에는 캡표면 훈증약제 배출공(1230)이 형성되어 있는 치료봉 캡(1200)과; 상기 삽입프레임

(1100)에 내장된 히터(1600)와; 상기 삽입프레임(1100)에 내장되는 에어분사수단(1800)과; 상기 삽입프레임(1100)과

치료봉 캡(1200)에 형성된 에어배기통로(1110)와; 상기 삽입프레임(1100)의 중공 내부에 설치된 진동모터(1700)를 포함

하는 치료봉(1000)과, 쑥추출액 담체(2110)의 둘레에 약제추출액이 내장되어 있는 약제추출액 흠침포(2120)와, 약제추

출액 흠침포(2120)의 일부 표면에 도포된 점착제로 구성되어 있는 약제패드(2100)와; 상기 약제패드(2100)의 상면에 배

치되는 것으로 히터를 내장하고 있는 스팀패드(2200)와; 상기 스팀패드(2200)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원단자(2300)를

포함하는 전자 뜸 치료기(2000)와, 중ㆍ저주파치료기(3000) 또는 음악치료기(4000) 어느 하나 이상이 부가적으로 설치

되며, 제어기 본체(5000)에 의해 상호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부인과 질환의 치료약제를 흠침한 치료약제 담체를 치료봉에 장착하여 여성의 질내에 삽입하고,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직

접 환부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병증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히터가 내장되어 있어 치료약제

담체를 훈증시키고 여성의 하복부 내부에 열을 가해 비정상적인 세포조직과 냉증으로 인한 손상을 치료하는 등 온열치료

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진동모터가 내장되어 있어 마사지 치료와 성기능장애 치료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진동

모터에 연결된 에어분사팬에 의해 훈증된 치료약제증기를 환부에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전자뜸치료기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경혈위치에 뜸치료를 할 수 있으며, 온열과 약제로 부인과 질환 치료와 부인과 질환의 주요 인자인

하복부 냉증과 복부비만의 치료를 병행할 수 있고, 중ㆍ저주파치료기를 구비하여 적절한 주파수로 근육을 자극함으로써,

부인과 질환과 성인병의 주요 인자인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을 분해하여 복부비만치료기능을 수행하며 몸속의 노폐물과 독

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프로그램된 명상음악, 파동음악, 호흡조절음악 등의 기능성 음악을 유선 또는 무선

헤드폰을 통해 청취하도록 하여 부인과 질환의 주요 인자인 스트레스와 화병 등을 치료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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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중공형의 삽입프레임(1100)과;

상기 삽입프레임(1100)의 선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내부에 치료약제 담체 수용부(1290)가 형성되어 있고 선단에

는 캡표면 훈증약제 배출공(1230)이 형성되어 있는 치료봉 캡(1200)과;

상기 삽입프레임(1100)에 내장된 히터(1600)와;

상기 삽입프레임(1100)에 내장되는 에어분사수단(1800)과;

상기 삽입프레임(1100)과 치료봉 캡(1200)에 형성된 에어배기통로(1110)와;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청구항 2.

쑥추출액 담체(2110)의 둘레에 약제추출액이 내장되어 있는 약제추출액 흠침포(2120)와, 약제추출액 흠침포(2120)의 일

부 표면에 도포된 점착제로 구성되어 있는 약제패드(2100)와;

상기 약제패드(2100)의 상면에 배치되는 것으로 히터를 내장하고 있는 스팀패드(2200)와;

상기 스팀패드(2200)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원단자(2300)와;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청구항 3.

중공형의 삽입프레임(1100)과; 상기 삽입프레임(1100)의 선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내부에 치료약제 담체 수용부

(1290)가 형성되어 있고 선단에는 캡표면 훈증약제 배출공(1230)이 형성되어 있는 치료봉 캡(1200)과; 상기 삽입프레임

(1100)에 내장된 히터(1600)와; 상기 삽입프레임(1100)에 내장되는 에어분사수단(1800)과; 상기 삽입프레임(1100)과

치료봉 캡(1200)에 형성된 에어배기통로(1110)와;를 포함하는 치료봉(1000)과,

쑥추출액 담체(2110)의 둘레에 약제추출액이 내장되어 있는 약제추출액 흠침포(2120)와, 약제추출액 흠침포(2120)의 일

부 표면에 도포된 점착제로 구성되어 있는 약제패드(2100)와; 상기 약제패드(2100)의 상면에 배치되는 것으로 히터를 내

장하고 있는 스팀패드(2200)와; 상기 스팀패드(2200)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원단자(2300)와;를 포함하는 전자뜸 치

료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치료약제 담체 수용부(1290)의 둘레에는, 상기 치료약제 담체 수용부(1290)와 캡표면 훈증약제 배출공(1230)에 함

께 연통되어 있는 훈증약제 일시저장실(1240)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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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프레임(1100)의 앞 부분은 탄성부재(1300)에 의해 감싸여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부재(1300)의 재질은, 의료용 실리콘 고무, 의료용 고무, 의료용 발포스펀지 중 어느 하나에, 솔리토늄, 토르마

린, 맥반석, 나노 실버 중 어느 하나 이상이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치료봉 캡(1200)의 재질은 의료용 PVC나 의료용 실리콘 고무, 옥, 은 중 어느 하나에, 솔리토늄(Solitonium)과 토르

마린, 맥반석, 나노 실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히터(1600)는 PTC세라믹히터이며, 상기 PTC세라믹히터와 삽입프레임(1100)의 중공 사이에는 PTC세라믹히터 고

정링(1610)이 배치되어 있고, 상기 PTC세라믹히터 고정링(1610)에는 에어분사구(1612)가 관통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에어분사구(1612)는 선단을 향해 면적이 줄어들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청구항 10.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프레임(1100)의 중공 내부에는 진동모터(1700)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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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진동모터(1700)의 회전축에는 편심캠(1710)이 설치되어 있고, 상기 편심캠(1710)의 앞면 또는 둘레면에는 에어분

사팬(1800)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청구항 12.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프레임(1100)의 후부에는 손잡이부(1400)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손잡이부(1400)에는 입력 전원커넥터(1440)와 에어 배기구(1450) 및 에어 흡기구(1460)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청구항 14.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치료봉 캡(1200)의 앞쪽에는 온도센서(1500)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청구항 15.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치료봉 캡(1200)의 선단에는 홈(1260)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홈(1260)의 바닥에는 훈증약제 배출공(1230)이 형

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청구항 16.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히터는, 쑥추출액 담체(2110)의 바로 위쪽에 배치된 PTC세라믹히터(2250)와, 상기 쑥추출액 담체(2110)의 둘레에

서 약제추출액 흠침포(2120) 바로 위쪽에 배치된 면상발열체(2220)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쑥추출액 담체(2110)는 약제패드(2100)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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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에 있어서,

상기 PTC세라믹히터(2250)의 상면에는 방열판(2260)과 전원연결판(2270)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고, 하면에는 열전도체

(2240)가 추가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청구항 19.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중ㆍ저주파치료기(3000) 또는 음악치료기(4000) 어느 하나 이상이 부가적으로 설치되며, 제어기 본체(5000)에 의해 상

호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 본체(5000)에는 화면표시부(5100)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여성의 부인과(婦人科)질환과, 부인과(婦人科)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인 하복부냉증(下腹部冷症)과 복부비만(腹部肥滿) 그리고 스트레스(Stress) 및 화병(火病) 등을 복합적으로 치

료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부인과 질환은, 종양, 종양성 질환, 염증성 질환, 월경장애, 성병, 성기능장애 등으로 분류된다.

먼저, 종양은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자궁 육종, 난소암, 난관암, 질암, 융모상피질환, 외음부암 등이 있으며, 종양성 질환

은 자궁근종, 자궁내막증식증, 자궁내막폴립, 난소낭종, 바르톨린관 낭종과 염증, 자궁경부폴립 등이 있으며, 염증성질환

은 자궁경부염, 골반염, 세균성 질염, 칸디다성질염, 트리코모나스성질염, 비특이성질염, 노인성질염, 냉대하 등이 있다.

또한, 월경장애는 무월경, 월경통(생리통), 월경주기이상, 월경전증후군, 비정상질출혈 등이 있으며, 성병은 매독, 임질, 서

혜육아종, 헤르페스, 콘딜로마, 클라미디아, 음부포진, 에이즈 등이 있고, 성기능장애는 성욕장애, 성흥분장애, 극치감(오

르가즘)장애, 통증장애 등이 있다.

그리고, 상기 부인과 질환 중 여성에게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은, 냉대하, 질염, 자궁근종, 자궁경부염, 자궁경부암, 골반염,

월경통(생리통), 성기능 장애 등이 있다.

이 중, 질염(膣炎, Vaginitis)은 여성의 ⅔가 일생 중 한번 이상 경험하고 냉대하를 동반하는 부인과 질환 중 가장 흔한 질병

인데, 발생원인은 항생제 투여, 임신.수유.갱년기와 같은 신체의 호르몬 양의 변화, 질세정제 과다사용, 탐폰.루프사용, 성

관계, 성병, 세균감염, 피임약 사용, 너무 꽉조이는 코르셋·거들 착용, 자궁경부의 만성염증, 질에 대변이 묻었을 때, 질벽세

포 발달둔화 등이 있다. 그리고, 그 종류로는 트리코모나스 원충에 의해 발생되는 트리코모나스성질염(Trichomoniasis)

및 곰팡이균의 일종인 칸디다균에 의해 전염되는 칸디다성질염(Candidiasis)과 세균성 질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위축성질염, 염증성질염 등이 있다. 증상은 질과 외음부의 가려움과 따가움, 작열감, 냄새나는 흰색과 노란색의 분비물, 통

증, 부종, 부스럼 등이 있으며, 치료로는 항생제, 항진균질좌약, 경구항진균약제, 항진균연고, 에스트로겐제 및 한방 질좌

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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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부인과 질환 중 자궁평활근에서 유래되는 양성종양으로 일명 자궁물혹으로 일컫는 자궁근종(子宮筋腫,

Myoma of uterus)은, 40세 이상의 여성 중 약40~50％가 증상이 없는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는 흔한 질병이며, 발생원인

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인종상

흑인이 백인보다 많으며 유색인종에서 빈발하는 유전적 경향이 있다는 설이 있다. 증상은 환자들이 대부분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내다가 산부인과 진찰을 받던 중 우연히 발견될 정도로 무증상이 대부분이며, 월경과다, 부정자궁출혈,

생리통, 월경기간연장, 하복통, 골반압통, 방광압박, 뇨관압박, 직장압박, 상복부 압박, 요통, 불임, 냉, 배뇨장애, 변비, 빈

혈, 호흡장애, 두통, 무기력, 피로감, 허약 등의 증세가 약 25％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자궁근종은 대부분 다발성(多發性)이고 고립성(孤立性)이며 현미경적 크기에서부터 매우 큰 거대종양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며, 그 종류로는 발생부위에 따라서 자궁체부근종(子宮體部筋腫), 자궁경부근종(子宮頸部筋腫), 자궁질부근종(子宮膣部

筋腫)으로 나뉘는데, 자궁체부근종은 전(全)자궁근종의 95％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자궁경부근종과 자궁질부근종은 5％

미만이며, 자궁체부근종 중 발생장소에 따라서 자궁외층으로부터 자궁을 덮고 있는 복막 바로 아래에 발생하며 15％의 발

생빈도를 가진 장막하근종(腸膜下筋腫 Subserous myoma)과 자궁근층(子宮筋層)내 발생하며, 80％의 발생빈도를 가진

근층내근종(筋層內筋腫 Intramural myoma)과 자궁내막 하층에 발생하며 5％의 발생빈도를 가진 점막하근종(粘膜下筋腫

Submucous myoma)이 있다. 치료는 환자의 연령, 산과력, 가족환경, 임상증상의 경중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검진상 증상

이 없고 작은 근종이 발견되면 6개월 마다 정기적 진단을 해서 근종의 상태를 파악하는 장기적 검진에 의한 기대요법

(Expectant treatment)과 방사선치료(Radio therapy), 호르몬요법(Hormone therapy), 한약, 한방 질좌약, 근종절제수술

(Myomectomy), 자궁적출수술(Hysterectomy)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대요법과 수술요법에 주로 의존하며, 상기 호

르몬요법은 약물 복용 중에는 크기가 줄어드나 약물을 끊은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성장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근종

절제술은 수술 후 임신 가능성이 약40％정도이며 근종을 재형성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자궁적출수술의 경우 상당수의 환

자들이(국내 자궁적출수술 환자는 연8만 명에 이른다) 수술 후 여성성의 상실감과 불안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최근에는 수술을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 한약과 한방 질좌약 등의 보존적 치료나 약물(호르몬)요법을 원하

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상기 부인과 질환 중 자궁경관(子宮頸管)이 세균에 감염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자궁경부염(子宮頸部炎 Cervicitis)

이 있으며, 발생원인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감염이 주된 원인이며, 증상은 악취와 고름처럼 끈적이는 분비물이 증가하거

나 하복부통증, 성교통, 배뇨통을 동반하며, 치료는 냉동치료법, 레이저및전기소작법, 원추절제술, 고주파응고술, 경구용

항생제, 국소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한약, 한방질좌약 등이 있다.

또한, 상기 부인과(婦人科)질환 중 자궁경부암(子宮頸部癌 Cervical cancer)은,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암으로서 여성생식

기 암 중에서 가장 흔하며, 발생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감염이나 자궁경부의 정상조직세포가 염증세포.이형성세포과정

을 거쳐서 암세포로 진행되는 것과, 조기성관계, 다수와의 성관계, 출산경력, 성병감염병력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은

대개 무증상일 경우가 많으며, 경미한 출혈, 담홍색 질분비물, 하복통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치료방법으로는 원추절

제술, 방사선치료, 항암제치료 등이 있다.

또한, 상기 부인과 질환 중 골반염(骨盤炎 Pelvic inflammatory disease)은 질내의 정상 서식균이 세력을 잃고 경부점액

의 방어기능이 효소작용에 의해 깨지면서, 임질균, 클라미디아균, 트라코마티스균, 마이코플라스마균, 장내세균, 화농성세

균, 매독균, 인플루엔자균, 구균류 등이, 불결한 성생활과, 유산·분만·생리시 나오는 자궁 및 질분비물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 세균이 자궁내막을 통하여 자궁과 난관, 난소, 복강 등에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 질

염이나 자궁경부염, 성병 등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되며, 증상은 하복부통증, 발열, 냉.대하증, 생

리불순, 생리과다, 배뇨이상 등이 나타나며, 때로는 열거한 어떠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골반염이 진행되기도

한다. 치료방법으로는 2가지 이상의 항생제주사나 경구용항생제와 한약, 한방질좌약 등으로 치료하며 염증으로 인해 유착

이 심할 경우 수술로 제거한다.

그리고, 상기 부인과 질환 중 월경통(생리통)은 가임 연령기 여성의 50％ 정도에서 어느 정도 월경통을 경험하지만, 이중

치료를 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는 10％ 정도에 이르는 월경기간중의 자궁수축으로 인한 통증을 말하며, 특별한 질병

이 없이 발생하는 원발성월경통과 원인질환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는 속발성월경통으로 나눌 수 있으며, 원인질환으로는

후천성, 울혈성, 염증성, 막성, 폐쇄성, 난관, 난소, 자궁부위의 이상으로 인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월경통은 원발성인 경우

인데, 개인의 체질, 병력, 나이, 경험에 따라 다르며, 통증은 보통 월경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발생하고 주로 경련성이나

진통 같은 성격으로 하복부와 치골에 통증이 오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랫배와 다리까지 아프기도 한다. 치료방법으로는 속

발성생리통의 경우 원인제거가 우선이며, 원발성생리통의 경우에는 생리통약을 복용하거나 한약, 한방질좌약, 복부온열치

료 등으로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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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부인과 질환 중 성기능 장애(FSD)는 성행위를 통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국내의 여성 중 30~50％가 성기능장애(FSD)라는 통계가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에는 20~30대

여성의 17.5％가 성기능장애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발생원인은 해부학적, 생화학적, 신경학적, 심리 사회적 이

상 등의 광범위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며, 생화학적 원인에는 내분비이상, 약제 또는 질병들이 포함되며, 또한 흡연자, 체

질량지수(BMI)25 이상인 여성, 성폭력,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 등은 성기능장애가 될 위험성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종류로는 성욕장애(Sexual desire disorder), 성흥분장애(Sexual arousal disorder), 극치감(오르가즘)장

애(Orgasmic disorder), 통증장애(Sexual pain disorder) 등으로 분류되고, 이중 성욕장애, 성흥분장애가 성기능장애 환

자의 50％정도를 차지하며, 극치감(오르가즘)장애가 30％정도, 성교통(性交痛)을 느끼는 통증장애가 20％정도를 차지한

다. 진단은 환자의 병력에 대한 문진, 설문조사, 내 외부 생식기의 시진 및 촉진검사, 외성기 혈류 및 감각측정, 질근육의 긴

장력 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호르몬검사 등으로 진단하며, 치료방법으로는 성호르몬보충요법, 혈관작용제, 경구용복용

제, 국소작용제, 골반저근 및 질근육의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운동, 진공치료, 인공윤활제, 질확장기구, 국소적 진동

자극치료기, 음핵흡입기, 골반재건수술, 성극치감대보강술, 음핵성형술, 비만치료, 아로마치료, 성지식.습관 재교육, 심리

치료 등의 치료방법이 있다.

이상으로 부인과 질환의 종류와 발생원인 및 증상과 치료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하 부인과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主要因子)인 하복부냉증(下腹部冷症)과 복부비만(腹部肥滿) 그리고 스트레스(Stress) 및 화병(火病)등에 관하

여 간략히 설명한다.

먼저, 하복부냉증(下腹部冷症)의 발생원인은 자율신경 실조증, 전신적인순환장애, 혈액순환장애, 난소호르몬의 기능저하,

산후풍, 부인과질환(냉대하,생리불순,자궁내막염 등), 내분비장애, 스트레스(긴장, 걱정, 정신적충격, 마음의동요, 고민 등)

, 심장기능의저하, 갑상선 기능의 저하, 저혈압, 영양실조, 과음, 과색, 흡연, 과로 등이 있으며, 증상은 손발이 차고 추위를

견디지 못하며,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뻐근해지거나 허리가 아파오며, 특히 부인과 질환인 자궁과 난소 등에 질환이 오거

나 냉대하증이 심해지거나 또는 불감증, 습관적 유산, 조산, 불임, 월경불순, 생리통, 방광염, 요도염, 기미, 조기폐경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며, 부인과 질환을 유발하는 초기증상이 되기도 한다. 치료방법으로는 스트레스해소, 보온, 지압, 마사지,

찜질, 운동, 약물(한약)요법, 침, 뜸, 온열치료기, 온열마사지벨트, 온열세라믹벨트 등이 있으며, 이 중 침과 뜸, 온열치료는

부인과 질환을 치유하는 한의학적 기본 물리치료이다.

뜸은 인체의 경혈(經穴 뜸자리) 중, 배꼽으로부터 치골사이의 지점에 위치하고 여성의 생식기와 연결되어 자궁병, 생리불

순, 냉대하증에 특효하며 복부비만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혈자리인 관원(關元단전)혈을 기본으로, 배꼽과 명치의 중간지점

에 위치하고 소화기계 질환의 최우선적 치료혈인 중완(中脘)혈과, 신령스러운 기운이 깃든 곳이라는 뜻으로 배꼽의 중앙에

위치하고 쑥의 효능을 복부 안으로 잘 흡수하는 혈자리인 신궐(神闕, 배꼽)혈 등에 뜸을 뜨면, 쑥의 뜨거운 열기와 약리성

분이 피부의 경혈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찬기운과 습한 기운이 쌓여 어혈이나 담음으로 뭉쳐진 것을 풀어 기와 혈을 활

발히 소통시킴으로써 각종 부인과 질환을 치유한다.

온열치료(溫熱治療)는 하복부를 따뜻하게 데우면, 수승화강(水昇火降)의 원리에 의해 기순환(氣循環)이 이루어져 상열(上

熱) 상태의 몸이 열평형(熱平衡)을 이루어 대사활동이 활발해지므로, 몸이 맑아지고, 여성의 생식기 및 각종 장기의 세포와

조직의 노폐물이 배출되며, 두한족열(頭寒足熱)상태를 유지하여 각종 부인과 질환을 치료한다. 또한, 45℃ 이상의 온열로

하복부를 데우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빨라져 세포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혈기가 왕성해지고, 숙변을 배출하여 변비를 치

료하며, 콜레스테롤과 셀룰라이트 및 피하지방, 내장지방 등이 분해 되어 다이어트의 효과를 가져와 복부비만을 치료한다.

그리고, 상기 부인과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 중 복부비만(腹部肥滿)은 대개 허리주위의 피하지방이 두꺼워져 생기기보

다는 복부안쪽인 내장에 지방이 쌓이면서 발생한다. 이러한 복부지방은 혈액에 쉽게 흘러들어가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병, 고지혈증 등의 각종 성인병과 각종 부인과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인이 된다. 복부비만의 치료방법으로는 보편적으로 중

·저주파치료, 고주파치료, 초음파치료, 레이저지방 분해, 카복시테라피, 메조테라피, 석션, 엔더몰로지, 유산소운동기, 복

부마사지기, 지방분해침, 지방분해주사, 이침(耳針)요법, 부항요법, 뜸요법, 약물 요법, 다이어트크림, 다이어트패치, 식이

요법 등이 있다.

그리고, 상기 부인과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 중 스트레스(Stress)는 생체에 가해지는 여러 상해(傷害) 및 자극에 대하

여 체내에서 일어나는 비특이적인 생물반응으로,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의 발생원인이고, 각종 부인과

질환의 발생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여성의 상당수에서 발생하며 자궁적출을 할 수술시기만을 기다리는 자궁근종의 발

생원인은 스트레스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는, 각종 성인병과 각종 부인과 질환을

유발하는 또 다른 주요 인자인 복부비만을 유발시키는 인자로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 지방을 축적시키는 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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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하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며, 이때 복부가 신체의 그 어떤 다른 부위보다 이 효소를 쉽게 흡수하게 되며, 스트레

스가 오래 지속되면 이 호르몬의 분비량은 줄어들지만 복부에 쌓인 지방은 운동을 하지 않는 한 그대로 축적되어 복부비만

의 발생원인이 된다.

그리고, 부인과(婦人科)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인 화병(火病)은 억울한 감정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오랫동안 참음으로

서 가슴답답함 등의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되는 질병으로, 한국 특유의 오랜 유교적 전통과 관습 아래 살아온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고,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1996년 미국 정신과협회에서 공인한 바 있으며 문화결함증후군의 하나

로 등재되어 영어표시로도 Hwabyung으로 표기된다. 이러한 화병은, 특히 여성에게 많으며 부인과(婦人科)질환의 중요한

발생원인으로 인식된다.

상기 스트레스와 화병의 치료로는 환경변화, 규칙적인 생활, 생활리듬유지, 취미생활, 오락, 스포츠, 정신치료, 약물요법,

음악치료 등이 있으며, 이 중 음악치료(音樂治療)는 대체의학의 한 부분으로 최근에 여러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중 기능성 음악으로는 명상음악, 호흡조절음악, 파동음악, 서브러미널음악 등이 이용된다.

이상으로 부인과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主要因子)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하였다.

전술한 부인과 질환에 대한 치료기 및 치료약제로는, 여성의 질에 삽입되어 온열 및 원적외선 또는 자기장을 방출하는 금

속, 옥, 거정석, 전기석 등을 재료로 한 온열치료기와 여성의 질내외에 쑥뜸의 연기를 투입시키는 체내 쑥뜸질관 및 쑥뜸기

와 쑥의 증기를 여성의 외음부에 쐬이는 좌욕기 등이 있으나, 이러한 치료기는, 쑥 한 종류의 약제만을 이용하여 부인병을

치료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약제의 성분이 충분히 훈증이 되지 않거나 환부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치료약제로 이용되는 한방 질좌약은, 손가락으로 질내에 투입하는 비위생적인 투입방법과 하루 내지 수일 동안 질내

에 장시간 투입된 상태로 생활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에도 사용된 약제가 충분히 휘산이 되지 않는 점 등의 단점이 있고, 치

료약제로 이용되는 양방 질연고, 질정제 등은, 손가락 또는 면봉으로 약제를 질내에 바르는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점과 치

료약제의 약효가 오래가지 못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또한, 부인과 질환의 치료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항생제는, 선진국의 경우 오남용 및 과다처방과 개도국의 경우 적정량에

못 미치는 소량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내성이 생겨, 그동안 치료해온 항생제로는 치료되지 않는 강력한 내성균의 등장

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직면하고 있으며, 실제 미국의 경우 항생제 내성에 대한 치료비가 연간 약300억

불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항생제 사용빈도는 하루에 인구 1천명당 33.2명꼴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

가 평균인 21.3명의 1.5배이고, 병원에서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치인 22.7％

를 훨씬 상회하는 58.9％로 2~3배 이상 높으며, 주사제 처방빈도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7.2％로 권장하고 있는 것

보다 3배 이상이나 높은 56.6％에 달한다. 또한,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페니실린의 내성률이 95％로 나타나고 있는 등,

우리나라는 항생제 오남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항생제 내성환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이를 차단 하기위한 노력들은 임

시방편 일뿐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발명의 목적은 여성의 부인과(婦人科)질환과, 부인과(婦人科)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인 하복부냉증(下腹部冷症)과 복부비만(腹部肥滿) 그리고 스트레스(Stress) 및 화병(火病) 등

을 복합적으로 치료하는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여성의 질내에 적절히 치료약제를 공급하여 부인과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원적외선을 방사하여, 훈증된 치료약제의 약리성분을 세포조직 깊숙이 침투시키고, 인체 내 노폐

물, 요산, 유해 축적물, 유해중금속 등을 배출하며, 인체산소공급, 암세포억제, 세포활성화, 콜레스테롤분해, 혈액정화, 혈

액순환촉진, 신진대사촉진, 면역성증가, 자율 신경조절로 인한 각종 신체안정화 및 뇌파안정효과를 발휘하는 원적외선치

료를 수행할 수 있는 치료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온열치료와 함께 쑥뜸치료를 병행하여, 온열과 원적외선 및 음이온을 방출하고 부인과 질환치료

와 부인과 질환의 주요 인자인 하복부냉증, 복부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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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진동을 통해 마사지치료 기능과 성기능장애치료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치료장치를 제공하

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중ㆍ저주파로 근육을 자극함으로써, 부인과 질환과 성인병의 주요 인자인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을

분해하여 복부비만치료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치료장치를 제공

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프로그램된 명상음악, 파동음악, 호흡조절음악 등의 기능성 음악을 유선 또는 무선헤드폰을 통해

청취하도록 하여 부인과 질환의 주요 인자인 스트레스와 화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는,

중공형의 삽입프레임과;

상기 삽입프레임의 선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내부에 치료약제 담체 수용부가 형성되어 있고 선단에는 캡표면 훈증

약제 배출공이 형성되어 있는 치료봉 캡과;

상기 삽입프레임에 내장된 히터와;

상기 삽입프레임에 내장되는 에어분사수단과;

상기 삽입프레임과 치료봉 캡에 형성된 에어배기통로와;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는,

쑥추출액 담체의 둘레에 약제추출액이 내장되어 있는 약제추출액 흠침포와, 약제추출액 흠침포의 일부 표면에 도포된 점

착제로 구성되어 있는 약제패드와;

상기 약제패드의 상면에 배치되는 것으로 히터를 내장하고 있는 스팀패드와;

상기 스팀패드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원단자와;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는,

중공형의 삽입프레임과; 상기 삽입프레임의 선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내부에 치료약제 담체 수용부가 형성되어 있

고 선단에는 캡표면 훈증약제 배출공이 형성되어 있는 치료봉 캡과; 상기 삽입프레임에 내장된 히터와; 상기 삽입프레임에

내장되는 에어분사수단과; 상기 삽입프레임과 치료봉 캡에 형성된 에어배기통로와;를 포함하는 치료봉과,

쑥추출액 담체의 둘레에 약제추출액이 내장되어 있는 약제추출액 흠침포와, 약제추출액 흠침포의 일부 표면에 도포된 점

착제로 구성되어 있는 약제패드와; 상기 약제패드의 상면에 배치되는 것으로 히터를 내장하고 있는 스팀패드와; 상기 스팀

패드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원단자와;를 포함하는 전자뜸 치료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치료약제 담체 수용부의 둘레에는, 상기 치료약제 담체 수용부와 캡표면 훈증약제 배출공에 함께 연통되어

있는 훈증약제 일시저장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삽입프레임의 앞 부분은 탄성부재에 의해 감싸여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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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탄성부재의 재질은, 의료용 실리콘 고무, 의료용 고무, 의료용 발포스펀지 중 어느 하나에, 솔리토늄, 토르마

린, 맥반석, 나노 실버 중 어느 하나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치료봉 캡의 재질은 의료용 PVC나 의료용 실리콘 고무, 옥, 은(Ag) 중 어느 하나에, 솔리토늄(Solitonium), 토

르마린, 맥반석, 나노 실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히터는 PTC세라믹히터이며, 상기 PTC세라믹히터와 삽입프레임의 중공 사이에는 PTC세라믹히터 고정링이

배치되어 있고, 상기 PTC세라믹히터 고정링에는 에어분사구가 관통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상기 에어분사구는 선단을 향해 면적이 줄어들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삽입프레임의 중공 내부에는 진동모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상기 진동모터의 회전축에는 편심캠이 설치되어 있고, 상기 편심캠의 앞면 또는 둘레면에는 에어분사팬이 부착되

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삽입프레임의 후부에는 손잡이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상기 손잡이부에는 입력 전원커넥터와 에어 배기구 및 에어 흡기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치료봉 캡의 앞쪽에는 온도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치료봉 캡의 선단에는 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홈의 바닥에는 훈증약제 배출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상기 히터는, 쑥추출액 담체의 바로 위쪽에 배치된 PTC세라믹히터와, 상기 쑥추출액 담체의 둘레에서 약제추출액

흠침포 바로 위쪽에 배치된 면상발열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쑥추출액 담체는 약제패드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PTC세라믹히터의 상면에는 방열판과 전원연결판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고, 하면에는 열전도체가 추가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중ㆍ저주파치료기 또는 음악치료기 어느 하나 이상이 부가적으로 설치되며, 제어기 본체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제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기 본체에는 화면표시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10000)는, 치료봉(1000), 전자뜸치료기(2000), 중

ㆍ저주파치료기(3000), 음악치료기(4000) 및 제어부 본체(5000)로 구성된 4채널(Channel) 방식의 치료장치로서, 여성의

부인과(婦人科) 질환과 부인과(婦人科)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主要因子)인 하복부냉증(下腹部冷症)과 복부비만(腹部

肥滿) 그리고 스트레스(Stress) 및 화병(火病) 등을 복합적(複合的)으로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상기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10000) 중 치료봉(1000)은, 중공형의 삽입프레임(1100)과, 상기 삽입프레임(1100)

의 선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내부에 치료약제 담체 수용부(1290)가 형성되어 있고 선단에는 캡표면 훈증약제 배출

공(1230)이 형성되어 있는 치료봉 캡(1200)과, 상기 삽입프레임(1100)에 내장된 히터(1600)와, 상기 삽입프레임(1100)

에 내장되는 에어분사수단(1800)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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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삽입프레임(1100)은 길이방향으로 연장되고 치료봉(1000)의 몸체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 둘레부분에는 치료

중 밀폐로 인한 고온의 공기와 오염된 공기의 배출통로의 역할을 하는 파이프 형상의 에어배기통로(1110)가 길이방향으

로 관통되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삽입프레임(1100)의 후단부에는 후술하는 손잡이부커넥터(1410)와 연결되는 삽입프

레임부 커넥터(1140)가 설치되어 있다.

삽입프레임(1100)의 재질은 의료용 PVC나 의료용 실리콘 고무 또는 의료용 금속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치료봉 캡(1200)은, 질 내부로의 삽입이 용이하도록 대체적으로 둥글고 매끈하게 처리된 외부접촉부(1280)를

가지고 있다. 특히, 상기 외부접촉부(1280)의 선단부의 정면에는 중앙을 중심으로 둘레방향을 따라 캡표면 훈증약제 배출

공(1230)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캡표면 훈증약제 배출공(1230)은 훈증된 치료약제 증기가 배출(또는, 분사)되는 부분으

로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원형의 홈(1260) 바닥에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치료봉 캡(1200)의 안쪽 내부공간에는, 치료약제 추출액이 흠침된 치료약제 담체(1900)를 수용하는 치료약제

담체 수용부(1290)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치료약제 담체 수용부(1290)의 둘레방향으로는 캡내 훈증약제 배출공(1220)

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치료봉 캡(1200)의 선단쪽에서, 상기 외부접촉부(1280)와 치료약제 담체 수용부(1290) 사이에는, 캡내 훈증약제 배

출공(1220)을 통해 배출된 훈증된 치료약제 증기가 일시 저장되는 훈증약제 일시저장실(1240)이 형성되어 있다.

치료봉 캡(1200)의 재질은, 의료용 PVC나 의료용 실리콘 고무, 옥, 은(Ag) 등의 단일재질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생리활성

파동 전달물질인 솔리토늄(Solitonium)과 원적외선과 음이온 방출물질인 토르마린, 맥반석 등과 살균기능 물질인 나노 실

버(nano silver) 중 어느 하나를 첨가하여 제조할 수 있다. 참고로, 솔리토늄은 게르마늄과 규산질엽납석, 토르마린, 옥, 맥

반석, 제올라이트 등을 분쇄하여 소량의 물을 부어 금형에 넣고 1300℃의 고열로 소성한 후 분말화한 생리활성 파동 전달

물질로서 통증완화, 체지방분해, 면역력증강, 성장호르몬촉진, 신진대사촉진, 혈행개선, 항균, 소취, 전자파차단 등의 효능

을 갖춘 물질이다. 상기 솔리토늄, 토르마린, 맥반석, 나노 실버의 첨가량은 굳이 제한될 필요는 없다.

솔리토늄과 나노 실버가 첨가된 재질의 치료봉 캡(1200)은 게르마늄이온과 90%가 넘는 원적외선을 방사하여 원적외선치

료를 수행하며, 훈증된 치료약제의 약리성분을 세포조직 깊숙이 침투시키고, 인체 내 노폐물, 요산, 유해 축적물, 유해중금

속 등을 배출하며, 인체산소공급, 암세포억제, 세포활성화, 콜레스테롤분해, 혈액정화,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촉진, 면역

성증가, 자율 신경조절로 인한 각종 신체안정화 및 뇌파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아울러 나노 실버에 의한 강력한 살균

치료기능이 있으며, 음이온을 방출하여 냄새제거, 혈압조절, 호르몬분비작용을 활성화시켜 부인과(婦人科) 질환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삽입프레임(1100)의 삽입부분 외부에는 탄성부재(1300)가 감싸진 상태로 설치되어 있어, 치료시 질근육의 압박

에 쿠션역할을 하며 진동마사지 치료시 치료봉(1000)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탄성부재(1300)의 재질은, 의료용 실리콘 고무나 의료용 고무, 의료용 발포스펀지 등에, 상기 치료봉 캡(1200)에서 설명

한 솔리토늄, 토르마린, 맥반석, 나노 실버 중 어느 하나를 첨가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하면, 다량의 원적외

선과 음이온이 방출되어 원적외선치료와 음이온치료를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나노 실버의 살균치료기능과 함께 부인과

(婦人科) 질환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솔리토늄과 나노 실버의 첨가량은 굳이 제한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삽입프레임(1100)의 내부에는 온열치료기능을 수행하는 PTC세라믹히터(1600)가 설치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PTC세라믹히터(1600)는 PTC세라믹히터 고정링(1610)에 의해 삽입프레임(1100)의 내부에 고정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PTC세라믹히터 고정링(1610)에는 에어분사구(1612)가 길이방향으로 관통되게 형성되어

있어, 후술하는 진동모터(1700)로부터의 치료약제 담체 수용부(1290)로 에어가 원활하게 유입된다. 더욱이, 상기 에어분

사구(1612)는 선단쪽을 향해 직경이 점차 작아지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 에어의 기류를 가속화시킴으로써 훈증된 치료약

제 증기를 분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도면에서, 도면부호 1611은 PTC세라믹히터(1600)가 설치되는 관통공이고, 도면부호 1614는 삽입프레임(1100)의 에어

배기통로(1110) 부분에 맞닿는 홈이고, 1615는 후술하는 온도센서(1500)의 케이블이 지나가는 통과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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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TC세라믹히터(1600)는, 치료봉 캡(1200) 내부에 장착된 치료약제를 훈증하여 약제치료의 효과를 상승시키고, 치

료봉 캡(1200)과 탄성부재(1300)를 가열시켜 원적외선과 음이온의 다량 방출을 촉진시켜 원적외선 치료와 음이온치료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PTC세라믹히터(1600)는 자체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배가하여 훈증된 치료약제의 약리성분을 세포조

직 깊숙이 침투시키는 기능을 하며, 하복부의 내부에 열을 가해 비정상적조직(종양)을 괴사시키고, 냉증으로 인한 장기를

정상화시키며, 살균 소독작용을 수행한다.

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세라믹히터는, 최대발열시간이 짧고 내식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여 수명이 반영

구적이며 과열에 의한 단락이 없다. 더욱이, PTC소자는 자기온도제어특성이 있고, 별도의 ON/OFF 제어기능이 필요치 않

아 과열을 방지하는데도 효과적이다.

결국, 병명과 증상에 따른 종류별 치료약제의 치료액이 흠침되어 있고, 병명별 고유번호를 가지며, 낱개로 포장되어 제품

화되어 있는 치료약제 담체(1900) 중 사용자의 병명과 증상에 맞게 선택된 치료약제 담체(1900)를 치료봉 캡(1200)에 장

착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내에 삽입하고, PTC 세라믹히터(1600)에 의해 훈증하며, 에어분사팬(1800)에 의해 훈증된 약

제증기를 환부에 직접 분사하여, 부인과 질환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제치료(藥劑治療)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

다.

상기 치료약제 담체(1900)는, 여성의 부인과(婦人科)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한방질좌약과 양방질좌약을 병

명과 증상의 종류별로 각각 액으로 추출하여, 면, 펄프, 스펀지 등에 흠침시켜 병명별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어 사용이 더욱

편리하다.

한편, 삽입프레임(1100)의 내부의 상기 PTC세라믹히터(1600)보다 후방에는 진동모터(1700)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진동모터(1700)의 회전축에는 편심캠(1710)이 부착되어 있어 진동모터(1700)의 회전축이 순방향 회전함에 따라서

치료봉(1000)이 진동하면서 마사지치료를 수행하게 된다. 즉, 치료 중 경직되고 피로 해진 질근육과 골반저근육을 마사지

하여 이완시키는 마사지치료를 수행하며, 성욕장애, 성흥분장애, 극치감장애, 통증장애 등의 성기능장애치료를 함께 수행

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진동모터(1700)와 삽입프레임(1100)의 내부 사이에는 진동모터 고정링(1720)

(1730)이 설치되어 있어, 진동모터(1700)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편심캠(1710)의 앞면 또는 둘레면에는 프로펠러식의 에어분사팬(1800)이 부착되어 있어, 진동모터(1700)가

순간적으로 역회전할 때 후방의 공기를 선단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훈증된 치료약제 증기를 순간

적으로 치료봉(1000) 밖으로 배출하여 질내에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상기 삽입프레임(1100)의 후단부에는 손잡이부(1400)가 설치되어 있어 질내로 치료봉(1000)을 용이하게 삽입하거

나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상기 손잡이부(1400)에는 상기 삽입프레임(1100)으로 통하는 입력전원커넥터(1440),

손잡이부 커넥터(1410), 및 에어흡배기구(1460,1450)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입력전원커넥터(1440)와 손잡이부 커넥터

(1410)는 상기 PTC세라믹히터(1600)와 진동모터(1700)로 연결되는 전원(미도시)과 전원케이블(1190)의 연결기로서 기

능하며 통상적인 구성을 갖는다.

또한, 상기 치료봉 캡(1200)의 선단에는 온도센서(1500)가 매설되어 있어, 치료중 질내의 온도를 감지하여 적정치료온도

를 유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상기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10000) 중 전자뜸치료기(2000)는 쑥과 치료약제의 약리성분이 흠침된 약제패드

(2100)에 스팀패드(2200)가 결합되어 있는 구성을 가지며, 복부에 위치한 중완, 신궐(배꼽), 관원(단전), 중극, 회음 등의

경혈(뜸자리)에 부착되어 쑥뜸치료 및 뜸 치료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경혈 주위로 온열과 치료약제, 원적외선, 음이온 등이

작용하여, 부인과 질환치료와 하복부 냉증치료 및 복부비만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먼저, 상기 약제패드(2100)는 피부면 점착제(2130), 약제추출액 흠침포(2120) 및 스팀패드면 점착제(2140)가 적층된 구

성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상기 약제추출액 흠침포(2120)는 피부면 점착제(2130)와 스팀패드면 점착제(2140) 사이에 개재되어 있으며, 복부비만

치료액과 내장기관 치료액 등이 흠침되어 있다. 또한, 상기 약제추출액 흠침포(2120)의 중앙 안쪽에는 쑥추출액이 흠침된

쑥추출액 담체(2110)가 설치되어 있어 2중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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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약제추출액흠침포(2120)는, 부인과 질환치료약제, 체지방분해약제, 내장기관치료약제 등의 약리성분이 흠침 되어있

는 면, 거즈, 부직포, 발포스펀지, 펄프 등의 소재로 되어 있다.

또한, 약제추출액흠침포(2120)의 중앙 내부에 배치된 쑥추출액담체(2110)는 쑥 추출액이 흠침된 면, 거즈, 부직포, 발포

스펀지, 펄프 등의 소재로 되어 있다.

다음, 스팀패드(2200)는 중앙의 PTC세라믹히터(2250)의 주변에 의료용 면상발열체(2220)가 설치된 구성으로 되어 있으

며, 이를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팀패드(2200)의 테두리부에는 의료용 면상발열체(2220)를 사이에 두고 하부에 고무패드(2210), 상부에 스팀패

드커버(2230)가 배치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상기 고무패드(2210)는 고무, 실리콘고무, 연질PVC 등의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의료용 면상발열체(2220)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방출하고 일정온도를 유지하는 탄소발열체가 필름 안에

인쇄 도포된 것으로, 일종의 필름형 박막 히터이다. 상기 의료용 면상발열체(2220)로부터 온열이 방출되면, 약제추출액흠

침포(2120)의 약리성분을 훈증시켜 약제치료 기능이 수행되고, 온열과 원적외선,음이온을 방출하여 온열치료, 원적외선

치료, 음이온치료를 수행하여 하복부냉증과 복부비만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스팀패드커버(2230)는 케이스로서 고무, 실리콘고무, 연질PVC 등의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 스팀패드(2200)의 중앙부에는 적층된 발열체가 배치되어 있는데, 자기온도제어 특성을 가진 PTC세라믹히터(2250)

를 사이에 두고 아래쪽에는 금속 등의 열전도체(2240)가 있고, 위쪽에는 PTC세라믹히터(2250)의 열을 차단하는 단열재

의 소재로 제조된 방열판(2260)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상기 방열판(2260)의 위쪽에는 전원단자(2300)와 착탈이 가능하게 설치되도록 자석으로 구성된 전원연결판(2270)

이 배치되어 있다.

상기 PTC세라믹히터(2250)로부터 자기온도제어 특성을 가지고 일정한 온도의 열이 방출됨으로써, 바로 아래쪽에 배치된

쑥추출액담체(2110)의 약리성분을 훈증시켜 쑥뜸치료를 수행하고, 온열과 원적외선,음이온을 방출하여 부인과질환, 하복

부냉증, 복부비만을 치료하게 된다.

또한, 상기 열전도체(2240)의 저면인 스팀패드(2200)의 중앙부 바닥에는 쑥추출액 담체요입홈(2280)이 형성되어 있어,

하부에 있는 쑥추출액담체(2110)에 의해 약제패드(2100)의 볼록해진 부분과 밀접하게 결합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된 전자뜸치료기(2000)는, 부인과 질환과 부인과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인 하복부냉증치료와

복부비만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스팀패드(2200)를 다수 구비하여 사용자의 병명과 증상에 따라 신체의 각부 경혈

에 쑥뜸치료와 뜸 치료, 온열치료 등을 병행할 수도 있다.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10000)중, 중ㆍ저주파치료기(3000)는, 치료전류를 생성하는 제

어부 본체(5000)와 저주파치료에 사용되는 저주파치료도자와 중주파치료에 사용되는 중주파치료도자로 구성되어 있으

며, 주파수 1~170Hz 대역의 저주파와 주파수 3000~5000Hz 대역의 중주파를 이용하여 중ㆍ저주파치료를 수행한다. 구

체적으로, 근육의 자극을 통해 복부 내의 셀룰라이트 및 피하지방, 내장지방을 분해하여 부인과(婦人科) 질환과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인 복부비만치료를 수행하며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한다.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10000) 중, 음악치료기(4000)는, 제어부본체(5000)에 구비된 저

장부에 프로그램된 명상음악, 파동음악, 호흡조절음악 등의 기능성 음악을 유선 또는 무선헤드폰 등의 음성출력부를 통해

부인과(婦人科)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인 스트레스와 화병 등을 치료한다.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10000) 중, 제어부 본체(5000)에는, 외부로부터의 A/C 전원을

전압을 강화하면서 D/C 전원으로 정류한 후 공급하는 전원공급부와, 각 치료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중앙처리장치와, 프로

그램을 저장하며 각 치료기의 치료기록을 저장하는 저장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키입력부가 있고, 펄스파형을 생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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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는 펄스 제네레이터와 펄스파형을 각각전압 증폭하는 출력조절부가 있으며, 각 치료기의 동작시간과 치료봉(1000)

에 구성된 에어분사팬(1800)의 동작을 제어하는 스톱워치가 있고, 치료봉(1000)의 치료온도를 측정하여 제어하는 전자온

도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10000) 중, 화면표시부(5100)와 음성출력부(4000)는 LCD모니

터와 헤드폰으로 구성되며, 치료시작전과 치료 중에 각 치료기의 작동상태와 지시사항, 인적 사항, 치료병명과 증상, 고유

번호, 과거치료력, 지정치료온도, 현재온도, 지정치료시간, 치료잔여시간, 선택사항, 시작종료알림 등이 문자와 에니메이

션, 숫자, 음성, 멜로디로 표시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작용예를 설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는 여성의 부인과 관련질환을 정확히 치료하기 위해, 치료약제를 환

부에 적용시켜 직접 치료하는 치료봉과, 환부에 간접적으로 온열 및 약제를 적용시키는 전자뜸치료기와, 환부에 간접적으

로 의료용 치료전류를 적용시키는 중ㆍ저주파치료기와, 대체의학의 한 부분인 기능성 음악을 적용시키는 음악치료기로 구

성된 4채널 방식의 복합치료기로 구성되어 있다.

① 준 비

우선, 소독된 치료봉(1000)과, 병명과 증상에 맞는 치료약제 담체(1900)와, 약제패드(2100), 그리고 통전젤(通電 Gel) 및,

윤활젤(潤滑 Gel)을 준비하고, 제어부 본체(5000)의 전원스위치인 ON/OFF버튼을 한 번 누른다.

② 복합치료-선택 동작

이어서, 전체적인 복합치료를 수행하기 위해, 제어부 본체(5000)의 키입력장치 버튼 중 복합/개별치료버튼을 한 번 누르

면, 화면표시부(5100)에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라는 문자가 표시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화면표시부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치료기록, 각 치료기의 과거 치료패턴 및 과

거 사용자의 병명과 증상에 따라 선택되어 치료에 사용한 치료약제 담체(1900)의 고유번호(저장장치에 각 종류별 치료약

제 담체의 고유번호와 고유번호에 맞는 치료패턴이 저장되어 있음)가 문자와 숫자로 표시된다.

이 경우, 과거와 같은 동종의 병명과 증상으로 치료를 수행하려는 사용자는 키입력장치의 지속/변경버튼을 한 번 누르면

되고, 부인과 질환치료 장치로 처음 치료를 수행하는 사용자와 다른 병명과 증상의 치료를 수행하려는 사용자는 키입력장

치의 지속/변경버튼을 두 번 누르면 된다.

③ 복합치료-지속 예비동작

지속/변경버튼을 한번 누르면, 제어부 본체(5000)에 있는 중앙처리장치의 제어에 의해 치료봉(1000)의 PTC세라믹히터

(1600)에 전원이 인가되어 예열을 시작하고, 제어부 본체(5000)의 스톱워치(미도시)는 예열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며,

제어부 본체(5000)의 전자온도계(미도시)는 온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LCD 모니터와 같은 화면표시부(5100)에는 치료봉(1000)에 치료약제 담체(1900)를 장착하고, 치료봉(1000)에

윤활젤을 도포하며, PTC세라믹히터(1600)가 치료약제 담체(1900)의 종류별 치료패턴에 맞는 예열소요시간(3~5분)까지

대기하라는 안내표시가 문자와 에니메이션으로 표시된다. 이와 동시에, PTC세라믹히터(1600)의 예열에 소요되는 시간이

숫자나 막대그래프 등의 에니메이션으로 표시된다.

또한, 화면표시부(5100)에는, 전자뜸치료기의 스팀패드(2200)에 약제패드(2100)를 점착하여, 중완, 신궐(배꼽), 관원(단

전), 중극, 회음 등의 경혈(經穴, 뜸자리)(경혈도가 에니메이션으로 표시됨) 중, 사용자의 병명과 증상에 따라 또는 사용자

의 취향에 맞는 경혈에 약제패드(2100)가 점착된 스팀패드(2200)를 부착하고, 전원단자를 연결하라는 안내표시가 문자와

에니메이션으로 표시된다.

이어서, 화면표시부(5100)에는, 중ㆍ저주파치료기의 치료도자(治療導子)에 통전젤(通電Gel)을 도포하고, 치료부위(복부,

팔뚝, 허벅지, 종아리, 히프 등의 치료부위를 에니메이션으로 표시)에 부착하라는 안내표시가 문자와 에니메이션으로 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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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화면표시부(5100)에는 음악치료기(4000)의 청취수단인 헤드폰을 착용하고, 음악선곡버튼을 차례로 눌러 사용자

의 병명과 증상 및 취향에 맞는 장르(Genre)별 기능성 음악 중에서 듣고자 하는 장르를 선택하여, 기능성 음악 시작/정지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표시와 장르(Genre)별 기능성 음악의 제목이 문자와 에니메이션으로 표시된다.

④ 복합치료-변경 예비동작

그리고, 지속/변경버튼을 두 번 누르면, 화면표시부에는 새로운 병명과 증상에 맞는 치료약제 담체의 종류별 고유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표시가 문자로 표시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새로운 치료약제 담체의 종류별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새로운 병명과 증상에 맞는 고유번호와 치료패턴

이 문자와 숫자로 표시된다.

그리고, 상기 지속/변경버튼을 한 번 누른 상태와 마찬가지로, PTC세라믹히터(1600)와 스톱워치, 전자온도계가 작동된

다.

또한, 상기 지속/변경버튼을 한 번 누른 상태와 같은 안내표시가 화면표시부(5100)에 문자와 숫자, 막대그래프, 또는 에니

메이션 등으로 표시된다.

⑤ 복합치료-예비동작 종료/치료시작 동작 알림

이어서, 화면표시부(5100)에는, PTC세라믹히터(1600)의 예열 종료를 알리는 표시와, 치료봉(1000)을 삽입하라는 표시

가 문자와 에니메이션으로 표시되고 헤드폰을 통해 음성으로 출력된다.

이때, 치료 시작/정지버튼을 눌러 곧 치료를 시작하라는 표시가 화면표시부에 문자와 에니메이션으로 표시된다.

⑥ 복합치료- 동작

이어서, 사용자가 치료 시작/정지버튼을 한 번 누르면 제어부 본체(5000)의 중앙처리장치에 의해 치료봉(1000)의 PTC세

라믹히터(1600)에는 이미 예비동작에서 전원이 인가되어 예열이 된 상태에서 치료봉(1000) 전면 하부에 매설된 온도센서

(1500)와 제어부 본체(5000) 내에 구성된 전자온도계로부터 측정된 온도수치를 근거로, 저장장치에 저장된 치료약제 담

체(1900)의 고유번호에 맞는 치료패턴에 맞춰 지정된 온도를 유지하며 치료 종료 시까지 가열된다.

더욱이, 사용자의 취향에 의해 강/약조절버튼을 눌러 소정의 온도 범위(예: 38~45℃) 내에서 수동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도 있다.

이와 동시에, 전자뜸치료기(2000)의 PTC세라믹히터(2250)와 면상발열체(2220)에 전원이 인가되면, 저장장치에 입력된

지정온도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자기온도를 제어하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치료 종료시까지 가열된다.

더욱이, 사용자의 취향에 의해 강/약 조절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강/중/약의 단계별로 설정된 온도로 조절할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중ㆍ저주파치료기의 치료도자(治療導子)에 의료용 치료전류가 인가되어, 치료 전반부에 저주파치료 전류인

1~170Hz 범위의 주파수(저주파)가 각 모드별로 다르게 인가되어(예:1~50Hz/51~120Hz/121~170Hz) 저주파치료를 우

선하고, 그 뒤 중주파치료 전류인 3000~5000Hz 범위의 주파수(중주파)중 지정된 2개의 주파수가 수 초간의 간격으로 교

차인가 되어(예: 4000Hz/4100Hz) 중주파치료를 수행한다.

또한, 전류의 세기는 출력조절부에 의해 자동조절되나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강/약조절버튼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

이어서, 음악치료기의 헤드폰에는 사용자가 예비동작에서 선택한 제어부 본체(5000)의 저장장치에 저장된 장르(Genre)

별 기능성 음악이 출력된다.

그리고, 스톱위치와 중앙제어처리장치에 의해 종류별 치료약제 담체(1900)의 치료패턴에 맞게 치료시작 1~10분 후부터

치료약제 담체(1900)의 치료패턴에 맞춰 5초~5분의 간격으로 1~30초간 진동모터(1700)가 역방향으로 회전하여 에어분

사팬(1800)을 작동시켜 자동으로 에어를 분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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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치료약제 담체(1900)의 치료패턴에 맞추어 치료중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⑦ 개별치료-선택 동작

i) 초기 선택

처음부터 각 치료기 중 개별적 치료를 수행하려면, 복합/개별치료버튼을 두 번 누르고 지속/변경버튼을 한 번 또는 두 번

누르고, 치료기선택버튼을 차례로 눌러 화면표시부(5100)에 문자와 에니메이션으로 표시되는 각 치료기 중 사용자의 취

향에 맞는 치료기를 선택한 후, 치료 시작/정지버튼을 한 번 눌러 개별적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ii) 치료중 선택

복합치료를 받는 중에 치료기선택버튼을 차례로 눌러 화면표시부에 문자와 에니메이션으로 표시되는 각 치료기 중 사용자

의 취향에 맞지 않는 치료기를 선택하여 치료 시작/정지버튼을 두 번 눌러줌으로써 해당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⑧ 복합/개별치료-동작 화면표시

동시에, 치료 중에는 화면표시부(5100)에 치료봉(1000)의 온도와 에어분사팬(1800)의 동작이 숫자와 에니메이션으로 표

시되고, 치료봉(1000)에서 훈증된 약제가 분사되는 그림이 에니메이션으로 표시되며, 전자뜸치료기(2000)의 스팀패드

(2200)가 가열되어 약제가 휘산되는 그림이 에니메이션으로 표시되고, 중ㆍ저주파치료기의 출력주파수 파형이 이퀄라이

저 그래프로 표시되고, 저주파치료와 중주파치료의 구분이 문자와 에니메이션으로 표시된다.

또한, 음악치료기의 선택된 음악의 제목과 설명이 문자와 에니메이션으로 표시되고, 개별적 온열치료시 치료봉(1000)에

서 열이 발산되는 상태가 에니메이션으로 표시되며, 개별적 마사지치료시 치료봉(1000)이 진동하는 상태가 에니메이션으

로 표시되고, 스톱워치에 의해 치료 경과시간과 잔여시간(치료약제의 종류별로 다름)을 표시한다.

⑨ 복합/개별치료-종료 동작

치료중 치료를 종료하려면, 치료 시작/정지버튼을 두 번 눌러 치료를 종료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으로 제어부 본체(5000)의 저장장치에 저장된 각 종류별 치료약제 담체(1900)의 치료패턴에 맞춰 치료가 종

료되면, 치료의 종료알림을 화면표시부(5100)에 문자와 에니메이션으로 표시하고, 동시에 헤드폰을 통해 음성과 멜로디

로 나타나 치료가 종료되며, 제어부 본체(5000)의 저장장치에 치료기록이 저장된다.

⑩ 마사지치료와 성기능장애치료

상기와 같이 복합치료 도중이나 복합치료와 별도로 마사지치료와 성기능장애치료를 받을 것을 원할 때에는 사용자가 마사

지치료/성기능장애치료 버튼을 한 번 누른다. 이에 따라, 중앙처리장치의 제어에 의해 치료봉(1000)의 진동모터가 순방향

으로 회전하여 자동으로 일정하게 지정된 진동을 유지하여 마사지치료 기능과 성기능장애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

또한, 강/약조절버튼을 눌러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진동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 마사지치료/성기능장애치료 버튼을 두

번 누르면 마사지치료와 성기능장애치료가 종료된다.

⑪ 온열치료

상기와 같이 복합치료와 별도로, 치료봉에 의해 온열치료만 받을 것을 원할 경우에는, 온열치료버튼을 한 번 누른다.

구체적으로, 중앙처리장치의 제어에 의해, 치료봉(1000)의 PTC세라믹히터(1600)가 작동하여 자동으로 일정한 지정온도

를 유지하면서 온열치료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또한, 강/약조절버튼을 눌러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온도조절을 할 수 있으며, 온열치료버튼을 두 번 누르면 온열치료가 종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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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을 공유하면서 당업자에 의한 변경

과 수정된 구성까지 포함하는 것은 자명하다.

대표적으로, 상기 에어분사수단(1800)은 단속적으로 에어를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는 에어펌프일 수 있다.

또한, 치료봉 캡(1200)에 형성된 각종 구멍은 그 위치가 다소 다르게 형성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구성의 본 발명에 따르면, 부인과 질환의 치료약제를 흠침한 치료약제 담체를 치료봉에 장착하여 여성의

질내에 삽입하고,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직접 환부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병증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또한, PTC세라믹히터가 내장되어 있어 치료약제 담체를 훈증시키고 여성의 하복부 내부에 열을 가해 비정상적인 세포조

직과 냉증으로 인한 손상을 치료하는 등 온열치료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진동모터가 내장되어 있어 마사지 치료와 성기능장애 치료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진동모터에 연결된 에어분사팬에 의

해 훈증된 치료약제증기를 환부에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전자뜸치료기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경혈위치에 뜸치료를 할 수 있으며, 온열과 약제로 부인과 질환

치료와 부인과 질환의 주요 인자인 하복부 냉증과 복부비만의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중ㆍ저주파치료기를 구비하여 적절한 주파수로 근육을 자극함으로써, 부인과 질환과 성인병의 주요 인자인 피하지

방과 내장지방을 분해하여 복부비만치료기능을 수행하며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된 명상음악, 파동음악, 호흡조절음악 등의 기능성 음악을 유선 또는 무선헤드폰을 통해 청취하도록 하여

부인과 질환의 주요 인자인 스트레스와 화병 등을 치료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부인과 질환 치료장치의 치료봉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2...부인과 질환 치료장치의 치료봉을 나타내는 종단면도이다.

도3...부인과 질환 치료장치의 치료봉 PTC세라믹히터 지지링을 나타내는 도면으로, (a)는 사시도이고, (b)는 정면도이다.

도4...부인과 질환 치료장치의 치료봉 진동모터 지지링을 나타내는 도면으로, (a)는 사시도이고, (b)는 정면도이다.

도5...부인과 질환 치료장치의 치료봉 에어분사팬을 나타내는 도면으로, (a)는 사시도이고, (b)는 측면도이다.

도6...부인과 질환 치료장치의 치료봉 캡 연결부의 구조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7...부인과 질환 치료장치의 치료봉 삽입프레임선단 연결부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8...부인과 질환 치료장치의 치료봉 삽입프레임후단의 삽입프레임부 커넥터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9...부인과 질환 치료장치의 치료봉 손잡이부의 손잡이부커넥터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10...부인과 질환 치료장치의 치료약제 담체를 나타내는 구조도이다.

도11...부인과 질환 치료장치의 전자뜸치료기를 나타내는 종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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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2...부인과 질환 치료장치의 전자뜸치료기 약제패드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13...부인과 질환 치료장치의 전자뜸치료기 스팀패드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14...부인과 질환 치료장치의 전개 구성도이다.

※ 주요 도면부호의 설명

1000...치료봉

1100...삽입프레임

1110..에어배기통로

1120..치료봉 캡 체결홈

1130..온도센서 케이블공

1140..삽입프레임부 커넥터

1150..삽입프레임부 커넥터 지지대

1160..손잡이부 체결홈

1200...치료봉 캡

1210..삽입프레임 체결볼

1220..캡내 훈증약제 배출공

1230..캡표면 훈증약제 배출공

1240..훈증약제 일시 저장실

1250..에어 배기공

1280..외부 접촉부

1290..치료약제 담체 수용부

1300...탄성부재

1400...손잡이부

1410..손잡이부커넥터

1420..손잡이부커넥터 지지대

1430..삽입프레임체결볼

1440..입력 전원커넥터

1450..에어 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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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에어 흡기구

1500...온도센서

1510..온도센서 케이블 접속단자(1)

1520..온도센서 케이블 접속단자(2)

1600...PTC세라믹히터

1610...PTC세라믹히터 고정링

1611..PTC세라믹히터 고정홈

1612..에어 분사구

1614..삽입프레임 배기통로 통과홈

1615..온도센서케이블 통과홈

1700...진동모터

1710..편심캠

1720..진동모터 고정링

1721..진동모터 고정홈

1722..진동모터 에어 흡입구

1723..삽입프레임 배기통로 통과홈

1724..온도센서케이블 통과홈

1730..진동모터 고정링

1800...에어분사 팬

1900...치료약제 담체(캐리어, carrier)

1910..PTC세라믹히터 요입홈

2000...전자뜸 치료기

2100...약제패드

2110..쑥추출액 담체

2120..약제추출액 흠침포

2130..피부면 점착제

2140..스팀패드면 점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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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스팀패드

2210..고무패드

2220..면상발열체

2230..스팀패드커버

2240..열전도체

2250..PTC세라믹히터

2260..방열판

2270..전원연결판

2280..쑥추출액담체 요입홈

2300...전원단자

3000...중ㆍ저주파 치료기

4000...음악 치료기

5000...제어부 본체

5100...화면표시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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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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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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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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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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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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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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