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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원하는 치료부분에 원하는 치료를 하기 위한 성질을 갖는 전자파를 내는 에너지원;
원하는 치료를 하도록 치료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원하는 치료부분에 대한 에너지원의 근접도를 감지하고, 이렇게 감지된 근접도에 따라 전자기파 방출량을 제어
하도록 상기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근접센서; 및
치료를 하는 동안 상기 치료부분의 온도를 감지하고, 이렇게 감지된 온도에 따라 전자기 방출량을 제어하도록
상기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온도센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기.
청구항 2
원하는 치료부분에 원하는 치료를 하기 위한 성질을 갖는 전자파를 에너지원에서 방출하기 위한 헤드;
원하는 치료를 하도록 치료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원하는 치료부분에 대한 헤드의 근접도를 감지하고, 이렇게 감지된 근접도에 따라 전자기파 방출량을 제어하도
록 상기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근접센서; 및
치료를 위해 상기 헤드를 통해 원하는 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물질배출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기.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원치않는 방향으로 전자파가 방출되지 않게 에너지원을 차폐하는 전자파실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기.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근접센서가 치료기와 원하는 표면 사이의 기계식 접촉을 감지
하는 기계식 센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기.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근접센서가 치료기가 원하는 표면에 접근할 때의 저항변화를
감지하는 저항센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기.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근접센서가 치료기가 원하는 표면에 접근할 때의 용량변화를
감지하는 용량센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기.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근접센서가 치료기가 원하는 표면에 접근할 때의 온도변화를
감지하는 열센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기.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치료기에 사용할 물질을 배출하는 물질배출시스템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기.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8항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원이 무전극램프, 마이크로파, 형광등, 수정할로겐 등,
아크등, 레이저, 레이저 다이오드 또는 LED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기.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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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9항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원이 펄스식으로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기.
청구항 11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기.
청구항 12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광피부재생술(photorejuvenation therapy)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기.
청구항 1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셀룰라이트(cellulite) 치료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기.
청구항 1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피부의 외관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기.
청구항 15
치료기에 탈착 가능한 앞판에 있어서:
원하는 치료부분에 원하는 치료를 하기 위한 성질을 갖는 전자파를 내는 에너지원;
원하는 치료부분에 대한 에너지원의 근접도를 감지하고, 이렇게 감지된 근접도에 따라 전자기파 방출량을 제어
하도록 치료기의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근접센서;
치료를 하는 동안 상기 치료부분의 온도를 감지하고, 이렇게 감지된 온도에 따라 전자기 방출량을 제어하도록
상기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온도센서; 및
치료기의 앞판에 착탈 가능하게 부착되고, 상기 근접센서와 온도센서의 정보를 포함해 앞판의 정보를 치료기에
전송하기 위해 치료기에 설치된 제2 커넥터에 연결되는 제1 커넥터를 포함하는 마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앞판.
청구항 16
치료기에 탈착 가능한 앞판에 있어서:
원하는 치료부분에 원하는 치료를 하기 위한 성질을 갖는 전자파를 내는 에너지원;
원하는 치료부분에 대한 에너지원의 근접도를 감지하고, 이렇게 감지된 근접도에 따라 전자기파 방출량을 제어
하도록 치료기의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근접센서;
에너지원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갖춘 치료기의 앞판에 착탈 가능하게 부착되고, 근접센서의 정보를 포함해 앞
판의 정보를 치료기에 전송하기 위해 치료기에 설치된 제2 커넥터에 연결되는 제1 커넥터를 포함하는 마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앞판.
청구항 17
치료기에 탈착 가능한 앞판에 있어서:
원하는 치료부분에 원하는 치료를 하기 위한 성질을 갖는 전자파를 내는 에너지원;
치료를 하는 동안 상기 치료부분의 온도를 감지하고, 이렇게 감지된 온도에 따라 전자기 방출량을 제어하도록
치료기의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온도센서;
에너지원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갖춘 치료기의 앞판에 착탈 가능하게 부착되고, 온도센서의 정보를 포함해 앞
판의 정보를 치료기에 전송하기 위해 치료기에 설치된 제2 커넥터에 연결되는 제1 커넥터를 포함하는 마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앞판.
청구항 18
제15항 내지 제17항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앞판의 종류를 상기 컨트롤러에 알려주는 식별기를 더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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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특징으로 하는 앞판.
청구항 19
제15항 내지 제17항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치료에 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앞판.
청구항 20
제15항 내지 제17항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전자파를 원치않는 방향으로 방출하지 않도록 에너지원을 차폐하
는 전자파실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앞판.
청구항 21
전항에 있어서, 에너지원의 최고파장이 415nm인 치료기.
청구항 22
제1항 내지 제9항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원이 펄스식으로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기.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배출시스템에 용기를 착탈 가능하게 설치하는 치료기.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용기에 식별자가 달린 치료기.
청구항 25
전항에 있어서, 에너지반사면을 더 포함하는 치료기.
청구항 26
제1항에 있어서, 온도센서를 더 포함하는 치료기.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온도데이터가 한계를 넘을 때 에너지원을 조절하는 치료기.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온도센서가 p-n 접합 다이오드인 치료기.
청구항 29
전항에 있어서, 치료부위가 여드름, 관절염, 손목굴증후군, 세포손상, 연조직손상, TMJ, 당뇨병신경병증, 신경
통, 노화피부, 습진, 딸기코, 광선각화증, 환절기 병, 염증, 잔주름, 셀룰라이트, 점막염(구강점막염), 건선,
아구창, 구강암, 상처, 관절낭염, 윤활낭염, 염좌, 긴장, 혈종, 힘줄염과 같은 연조직손상,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과 인대, 힘줄손상과 같은 급성/만섬 관절염, 헤르페스 신경통, 만성 등/목 통증, 중족통증, 삼차신경통,
복통, 족저근막염, 세포손상과 같은 만성통증인 치료기.
청구항 30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기.
청구항 31
제1항에 있어서, 에너지원의 전자파가 380~460nm인 치료기.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에너지원의 전자파가 395~430nm인 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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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에너지원의 전자파가 405~425nm인 치료기.
청구항 34
제1항에 있어서, 에너지원의 전자파가 460~1000nm인 치료기.
청구항 35
제1항에 있어서, 에너지원의 전자파가 550~900nm인 치료기.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에너지원의 전자파가 600~850nm인 치료기.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에너지원의 전자파가 630nm인 치료기.
청구항 3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광피부재생술(photorejuvenation therapy)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기.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에너지원의 전자파가 460~1000nm인 치료기.
청구항 40
제38항에 있어서, 에너지원의 전자파가 550~900nm인 치료기.
청구항 41
제39항에 있어서, 에너지원의 전자파가 570~850nm인 치료기.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에너지원의 전자파가 630nm인 치료기.
청구항 4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셀룰라이트(cellulite) 치료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기.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에너지원의 전자파가 460~1000nm인 치료기.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에너지원의 전자파가 550~900nm인 치료기.
청구항 46
제43항에 있어서, 에너지원의 전자파가 570~850nm인 치료기.
청구항 47
제43항에 있어서, 에너지원의 전자파가 630nm인 치료기.
청구항 48
제43항에 있어서, 에너지원이 고주파수와 적외선을 같이 방출하는 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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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9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피부의 외관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기.
청구항 50
치료기에 탈착 가능한 앞판에 있어서:
원하는 치료부분에 원하는 치료를 하기 위한 성질을 갖는 전자파를 내는 에너지원;
원하는 치료부분에 대한 에너지원의 근접도를 감지하고, 이렇게 감지된 근접도에 따라 전자기파 방출량을 제어
하도록 상기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근접센서;
치료를 하는 동안 상기 치료부분의 온도를 감지하고, 이렇게 감지된 온도에 따라 전자기 방출량을 제어하도록
상기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온도센서; 및
치료기의 앞판에 착탈 가능하게 부착되고, 상기 근접센서와 온도센서의 정보를 포함해 앞판의 정보를 치료기에
전송하기 위해 치료기에 설치된 제2 커넥터에 연결되는 제1 커넥터를 포함하는 마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앞판.
청구항 51
치료기에 탈착 가능한 앞판에 있어서:
원하는 치료부분에 원하는 치료를 하기 위한 성질을 갖는 전자파를 내는 에너지원;
원하는 치료부분에 대한 에너지원의 근접도를 감지하고, 이렇게 감지된 근접도에 따라 전자기파 방출량을 제어
하도록 치료기의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근접센서;
에너지원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갖춘 치료기의 앞판에 착탈 가능하게 부착되고, 근접센서의 정보를 포함해 앞
판의 정보를 치료기에 전송하기 위해 치료기에 설치된 제2 커넥터에 연결되는 제1 커넥터를 포함하는 마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앞판.
청구항 52
치료기에 탈착 가능한 앞판에 있어서:
원하는 치료부분에 원하는 치료를 하기 위한 성질을 갖는 전자파를 내는 에너지원;
치료를 하는 동안 상기 치료부분의 온도를 감지하고, 이렇게 감지된 온도에 따라 전자기 방출량을 제어하도록
치료기의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온도센서;
에너지원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갖춘 치료기의 앞판에 착탈 가능하게 부착되고, 온도센서의 정보를 포함해 앞
판의 정보를 치료기에 전송하기 위해 치료기에 설치된 제2 커넥터에 연결되는 제1 커넥터를 포함하는 마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앞판.
청구항 53
제50항 내지 제52항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앞판의 종류를 상기 컨트롤러에 알려주는 식별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앞판.
청구항 54
제50항 내지 제52항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치료에 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앞판.
청구항 55
제50항 내지 제52항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전자파를 원치않는 방향으로 방출하지 않도록 에너지원을 차폐하
는 전자파실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앞판.
청구항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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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치료부분에 원하는 치료를 하기 위한 성질을 갖는 전자파를 내는 에너지원;
원하는 치료를 하도록 치료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원하는 치료부분에 대한 에너지원의 근접도를 감지하고, 이렇게 감지된 근접도에 따라 전자기파 방출량을 제어
하도록 상기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근접센서; 및
치료를 하는 동안 상기 치료부분의 온도를 감지하고, 이렇게 감지된 온도에 따라 전자기 방출량을 제어하도록
상기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온도센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7
원하는 치료부분에 원하는 치료를 하기 위한 성질을 갖는 전자파를 에너지원에서 방출하기 위한 헤드;
원하는 치료를 하도록 치료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원하는 치료부분에 대한 헤드의 근접도를 감지하고, 이렇게 감지된 근접도에 따라 전자기파 방출량을 제어하도
록 상기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근접센서; 및
치료를 위해 상기 헤드를 통해 원하는 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물질배출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8
제56항 또는 제57항에 있어서, 원치않는 방향으로 전자파가 방출되지 않게 에너지원을 차폐하는 전자파실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9
제56항 내지 제58항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근접센서가 치료기와 원하는 표면 사이의 기계식 접촉을 감
지하는 기계식 센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0
제56항 내지 제59항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근접센서가 치료기가 원하는 표면에 접근할 때의 저항변화
를 감지하는 저항센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1
제56항 내지 제60항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근접센서가 치료기가 원하는 표면에 접근할 때의 용량변화
를 감지하는 용량센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2
제56항 내지 제61항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근접센서가 치료기가 원하는 표면에 접근할 때의 온도변화
를 감지하는 열센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3
제56항에 있어서, 치료기에 사용할 물질을 배출하는 물질배출시스템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명 세 서
기 술 분 야
<1>

본 발명은 전자파를 이용한 휴대용 치료기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2>

전자파 치료법은 여드름, 관절염, 손목굴증후군, 세포손상, 연조직손상, TMJ, 당뇨병신경병증, 신경통, 노화피
부, 습진, 딸기코, 광선각화증, 환절기 병, 염증, 잔주름, 셀룰라이트, 점막염(구강점막염), 건선, 아구창, 구
강암, 상처, 관절낭염, 윤활낭염, 염좌, 긴장, 혈종, 힘줄염과 같은 연조직손상,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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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 힘줄손상과 같은 급성/만섬 관절염, 헤르페스 신경통, 만성 등/목 통증, 중족통증, 삼차신경통, 복통, 족
저근막염, 세포손상과 같은 만성통증의 치료에 사용되어왔다.
<3>

전자파 치료법은 또한 소형 골절, 헤르페스, 아프타궤양, 하지궤양, 피부염, 창상, 화상, 급성 부고환염, 이비
인후과, 산부인과, 얕은 AP 자극 및 토니피케이션(tonification), 화장불완전에도 사용되었다.

<4>

일반적으로 전자파 치료법은 환자의 피부에 전자파 에너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런 전자파는 보통 가시광이나,
자외선이나, 고주파나 적외선 범위의 파장을 이용한다. 당분야에 알려진 전자파 에너지원은 아주 광범위하다.
이런 치료법에 사용된 전자파 에너지원은 치료할 질병마다 유용한 파장대가 달라 아주 다양한 파장의 에너지를
조사한다.

<5>

여드름은 가장 일반적인 피부질환의 일종으로, 피지샘주머니의 폐색이나 세균 전이증식이나 염증에서 기인하지
만, 비정상적으로 많은 박테리아가 주원인이고, 염증성여드름(P-여드름)은 여드름의 염증을 일으킨다. 여드름은
24세 이하의 젊은이의 85~100%, 25세 이상의 성인의 50%까지 영향을 준다. 여드름은 주로 얼굴, 가슴, 등, 팔다
리에 나타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처가 오래간다. 미국에서만 17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드름 치료
를 받고있다. 치료법으로는 전문처방약이나, 기능성화장품이나, 피부치환요법이 있다. P-여드름 박테리아는 과
거 여드름 치료에 사용된 항생제에 대해 80%까지 저항성을 보인다.

<6>

여드름은 430nm 이하의 자외선과 630nm의 빛을 흡수한다. P형 여드름 환자의 대부분은 청색광 요법을 받는다.
이 박테리아는 자연에서 생기는 감광제인 내인성 포르피린으로 이루어진다. 이 감광제는 405~425nm의 청색광을
흡수해 박테리아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형성한다.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비전신약이나 장기간 치료를 요
하는 피괴과정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예를 들어, 최대 파장이 415nm이고 대역폭이 20nm 정도인 에너지원이 여
드름 치료에 특히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는데, 630nm 정도의 최고파장도 효과가 있다.

<7>

치료에 효과가 있는 다른 전자파의 예를 들면 하지정맥과 털의 제거, 사마귀 치료, 모발성장자극, 문신제거에는
800~810nm, 박피와 제모에는 1064nm 정도, 주름살제거에는 574nm 정도의 파장의 전자파가 유용하다. 펄스파나
연속파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도 알려져 있다. 이들 치료법에는 보통 250 내지 2000nm의 파장을 이용한다.

<8>

전자파를 내는 휴대용 치료기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아주 고가이고 대부분 한가지 용도(한가지 파장대)로 한정
되어있다. 의료전문가들이 증상마다 각각 다른 전자파를 사용하게 되는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비슷한 종류의 치
료기에 대한 시장수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의료분야의 요구와는 달리, 치료기의 제조업자들은 사용자가 보안경
과 같은 안전장구를 사용하고 안전지시를 따르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9>

따라서,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고 다양한 파장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여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자파 치료
기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또, 이런 치료기에 효과적인 물질과 치료법도 필요하게 되었다. 또, 사용자가
유해한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을 줄여 전문가의 감독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기도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10>

본 발명에 따르면 전자파를 이용하는 치료기가 제공된다. 이 치료기는 원하는 치료부분에 원하는 치료를 하기
위한 성질을 갖는 전자파를 내는 에너지원; 원하는 치료를 하도록 치료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컨트롤러와 프로세
서; 원하는 치료부분에 대한 에너지원의 근접도를 감지하고, 이렇게 감지된 근접도에 따라 전자기파 방출량을
제어하도록 상기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근접센서; 및 치료를 하는 동안 상기 치료부분의 온도를 감지하고, 이렇
게 감지된 온도에 따라 전자기 방출량을 제어하도록 상기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온도센서를 포함한다.

<11>

본 발명은 또한, 원하는 치료부분에 원하는 치료를 하기 위한 성질을 갖는 전자파를 에너지원에서 방출하기 위
한 헤드; 원하는 치료를 하도록 치료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원하는 치료부분에 대한 헤드
의 근접도를 감지하고, 이렇게 감지된 근접도에 따라 전자기파 방출량을 제어하도록 상기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근접센서; 및 치료를 위해 상기 헤드를 통해 원하는 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물질배출시스템을 포함하는 치료기도
제공한다.

<12>

본 발명은 또한, 이상 설명한 에너지원과, 근접센서와 컨트롤러를 갖춘 치료기를 제어하는 방법도 제공한다. 이
방법은 원하는 표면에 대한 치료기의 근접도에 관한 근접센서의 신호를 컨트롤러가 수신하는 단계와, 근접센서
의 신호에 따라 에너지원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실 시 예
<29>

도면에 도시된 본 발명의 휴대용 치료기(20)에 헤드(22)와 핸들(24)이 달려있고, 헤드(22)는 앞판(23)과 뒷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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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을 포함한다. 앞판(23)은 에너지원(30), 이 에너지원(30)을 지지하기 위한 기판(57), 및 외측면(26)을 구비
한다. 기판(57)과 외측면(26)에 뚫린 구멍(28)은 물질(38)을 배출하기 위한 구멍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
다. 기판(57)은 인쇄회로기판(PCB) 등을 갖출 수 있다. 외측면(26)은 투명한 물질로 이루어져 에너지원(30)의
빛을 최대한 사용자의 피부에 전달한다. 외측면(26)은 유리, 폴리카보네이트, Macrolon™ 등의 물질로 이루어지
고, 에너지원(30)의 빛을 통과시키기 위한 구멍(도시 안됨)이 더 뚫려있을 수도 있다. 이런 구멍들을 뚫었을 경
우, 외측면(26)의 빛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명도는 그리 중요치 않다. 기판(57)은 사용자의 피부에서 반사된 에
너지를 다시 환자의 피부로 되돌려 재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반사면(27)을 구비할 수 있다. 에너지 반사면(27)은
에너지원(30)과 기판(57) 사이에 위치하되 에너지원(30)의 가장자리보다는 넓게 한다. 다양한 에너지 반사면이
당 분야에 알려져 있다.
<30>

치료기(20)에 외측면(26)이 없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기판(57)의 구멍(28)이나 기판의 구멍에서 이어진 연장선
(도시 안됨)에서 직접 물질(38)이 방출된다. 또, 필요하다면 에너지원(30)이 물질(38)에 노출되지 않게 보호할
수 있다.

<31>

치료기의 앞판(23)을 도 10과 같이 다양하게 디자인하기도 한다. 핸들(24)도 한손으로 쥐기 쉽게 디자인하고 유
연하거나 고정된 넥(68)을 통해 헤드(22)에 연결한다.

<32>

치료기의 크기는 사용자가 손으로 쥐기 쉽도록 해야 하고, 앞판도 사람의 피부와 조직의 일부분을 치료하기에
적당한 크기를 가져야 한다.

<33>

에너지원(30)의 종류나 파장은 당업자에게 알려진대로 치료에 적당하기만 하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여드름 치료에는 415nm 정도의 피크파장과 20nm 정도의 대역폭을 갖는 에너지원(30)을 이용한다.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에너지원(30)으로는 LED가 좋지만, 이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마이크로파, 고주파, 자외선, 가시광, 적외
선, 초음파, 레이저 등의 에너지나 전기자극을 내는 다른 에너지원을 에너지원(30)과 함께 또는 대신해 사용할
수도 있다.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존의 에너지원으로는 형광등, 황전등, 섬광전구, 크세논등, LED, 레이저 다이
오드, 백열등 등이 있다. 다양한 에너지원을 갖는 헤드(22)의 디자인이 도 10A,D,E,F에 도시되었는바, LED나 레
이저 다이오드와 같은 반도체 에너지원(31), 마이크로파 에너지원(33), 형광등(37), 백열등(39) 등이 있다.

<34>

치료기(20)는 배터리(46) 형태로 내장된 전원을 이용하거나 플러그(70)를 통해 외부전원을 이용하거나, 또는 2
가지 다 이용하기도 한다. 배터리(46)는 1회용이거나 충전식으로 도 1과 같이 2개 이상의 전지를 사용하기도 하
고 커버(80)를 벗겨내고 치료기에서 빼낼 수 있다.

<35>

핸들(24) 안에 내장된 컨트롤러(34)는 스위치(35)로 작동되고, 사용자는 컨트롤러로 치료기를 제어한다. 컨트롤
러(34)를 통해 사용자는 치료기를 온/오프할 수 있고, 치료가 끝날 적정 시점에 치료기는 자동으로 꺼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사용자는 의료전문가가 처방한 처방전이나 치료기에 따라오는 안내문에 맞춰 치료기를
켜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다. 안내문은 글이나, 오디오나 비디오 형태이거나, 컴퓨터나 네트웍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다. 컨트롤러(34)는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암호화된 용기나 앞
판의 이용을 통해 자동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36>

적당한 치료법이 프로그램된 프로세서(44)도 핸들(24)에 내장할 수 있다. 프로세서(44)는 치료기간을 정하거나
에너지원(30)을 치료에 최적의 상태로 바꾸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여드름 치료를 위해, 사용자는 컨트롤러
(34)를 여드름치료로 세팅하거나 자동으로 세팅될 경우 "온"으로 설정한 다음, 치료할 피부 부위에 치료기를 가
까이 대고 컨트롤러(34)를 통해 치료기를 작동시킨다. 프로세서(44)는 이 치료법에 맞게 환자에게 투여하는 에
너지의 발사기간, 강도 및 펄스를 조절하거나 바꾸고, 또한 치료가 끝나면 소리 등의 방법으로 환자에게 알려준
다. 프로세서(44)는 적시에 적량의 물질(38)을 배출하기 위한 컨트롤러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37>

치료기(20)의 헤드(22)의 앞판(23)은 베이오닛 마운트(54; bayonet mount)를 포함한 적당한 결합수단으로 뒤판
(25)에 착탈 장착된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원이나 기능적으로나 구조적 특징이 다양한 앞판(23)을 설치할 수 있
다. 앞판(23)에 설치된 커넥터(56)를 통해 프로세서(44)에 의해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앞판(23)에서 치료기(2
0)로 보낼 수 있는데, 이때 커넥터(56)는 뒷판(25)의 커넥터(52)에 연결된다. 앞판(23)이 치료기에 연결되었음
을 표시하는 케이블(86)을 통해 커넥터(52)가 프로세서(44)와 통신하면, 프로세서(44)는 특정 앞판(23)에 해당
하는 치료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앞판(23)에 메모리가 있으면, 치료기(20)에서 앞판(23)으로의 동
력전달과 프로세서(44)와 앞판(23) 사이의 데이터통신 역시 커넥터(52,56) 사이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러나, 한편으로는 앞판(23)의 메모리와 프로세서(44) 사이의 식별정보, 동력전달 및 데이터통신이 다른 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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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이나 연결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컨대, 이런 동력전달과 데이터통신에 커멕터쌍을 사용하거나, 앞판
(23)과 치료기(20) 사이의 데이터통신에 무선통신을 이용하거나, 치료기(20)에 설치된 센서가 판독할 수 있는
식별자를 앞판(23)에 설치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도체와 부도체를 교대로 사용한 전기암호를
앞판(23)에 설치한 다음 치료기(20)의 센서가 이를 판독하도록 할 수도 있다. 바코드나 광센서나, 마그네틱띠와
판독기, 전기접촉, 기타 기계식 키인식 시스템과 같은 다른 식별정보 통신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런 모든
방식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8>

다양한 교환식 앞판(23)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현재 치료해야 할 질병에 가장 적절한 치료기를 저렴하게 구
입할 수 있으면서도 치료기가 아닌 앞판만을 새로 구입할 수 있어 장래의 치료 옵션을 확장할 수 있다. 교환식
앞판(23)의 또다른 장점은 치료기(20)에서 쉽게 분리하여 세척하거나 살균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비용이 허
락하면, 치료기를 일체로 제작하거나 앞판을 영구 부착하고 다른 치료를 위한 부품을 마찬가지로 추가로 제작하
는 것도 가능하다.

<39>

본체, 본체 안에 설치되어 원하는 파장의 전자파, 그중에서도 빛을 내는 에너지원, 및 치료기에 사용할 물질을
분배하도록 본체에 설치된 물질분배 시스템을 갖춘 간단한 형태의 치료기도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이런 치
료기는 수동으로 조작하고 사용자가 치료 시간과 주파수를 결정한다.

<40>

이 치료기는 사용법과 가능하면 치료법과 같이 조립된 장치를 갖춘 한벌로 판매될 수도 있다. 사용법은 글이나
오디오나 비디오 형태를 취하거나, 컴퓨터나 네트웍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의료 전문가의 제공을 받는다.
이 치료기는 단품으로 판매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조립법은 따로 제공된다.

<41>

치료기의 어댑터(82)는 앞판(23)을 끼우는 것으로, 치료기간 동안 핸들이 달린 치료기 전체를 쥐고있기가 불편
할 때 치료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 11에 도시된 어댑터(82)에는 베이오닛 마운트(54)와 맞물리는
앞판부착수단(84)과 연장케이블(81)이 달려있고, 연장케이블은 앞판부착수단에서 뒷판(25)까지 이어진다. 연장
케이블(81)과 연장케이블(86)을 통해 핸들(24)의 배터리(46)와 프로세서(44)에 의해 앞판(23)의 에너지원(30)이
작동될 수 있다. 어댑터(82)에는 앞판의 정보를 프로세서(44)로 보내기 위한 어댑터 커넥터(88)도 있는데, 커넥
터(52)나 뒷판(25)에 연결된 연장케이블(86)을 통해 정보가 전달된다. 어댑터(82)에는 또한 어댑터(82)에 연결
된 앞판(23)을 치료기간동안 사용자에게 묶기 위한 끈도 있다.

<42>

치료기(20)는 새 앞판(23)이나 새 치료법에 맞게 프로세서(44)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다. 도 5와
같이 프로세서(44)를 파이어와이어(70)나 USB(72)를 통해 유선연결하거나,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치료법 데이터
베이스가 들어있는 서버(78)에 인터넷(76)으로 연결된 PC(70)에 적외선 포트와 같은 유무선 통신수단으로 연결
될 수도 있다. 이런 통신은 무선 LAN, 블루투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데이터가 들어있는 플래시카드나 메모
리장치를 끼워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치료기의 업데이트는 새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수동식이거나, 사용자의 요청이나 명령이 있을 때 일어나는 능동식일 수 있다. 한편, 치료기에 치료법을 미리
프로그램하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수단이 없을 수도 있다.

<43>

치료기(20)의 앞판(23)을 치료법에 맞게 교환할 수 있어도, 어느 하나의 앞판(23)이 여러 질병에 맞는 에너지원
(30)을 갖추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410nm의 전자파를 내는 LED와 630nm의 전자파를 내는 LED로 구성된
에너지원을 갖출 수 있다. 40nm 정도, 바람직하게는 20nm 정도의 대역폭으로 580nm, 660nm, 680nm, 800nm,
810nm, 820nm, 830nm, 840nm, 900nm로 치료용 전자파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앞판(23)의 에너지원을
LED, 크세논등, 아크등, 기타 360~380nm의 전자파를 내는 에너지원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헤드 디자인
에 따라, 치료법을 선택하는 두번째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직접 여러 치료법을
프로그램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유저인터페이스를 컨트롤러(34)에 갖출 수 있다. 또는, 치료법을 자동으로 결정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44>

치료에 사용할 겔이나 로션 같은 물질(38)을 뿌려주는 시스템도 치료기에 구비된다. 치료기(20)로 치료하는 동
안, 사용자의 피부와 앞판(23) 사이에서 물질(38)이 뿌려진다. 이 물질(38)은 피부에 존재하는 불규칙한 틈새를
채워 에너지원(30)과 사용자 피부 사이의 에너지 전달을 최적화하거나 개선시킨다. 물질(38)의 다른 기능은 피
부나 표적 조직의 굴절율을 바꿔 피부나 조직의 흡수 스펙트럼을 전자파의 방출스펙트럼에 가깝게 하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피부의 굴절율이 가시광과 근적외선에서 약 1.4로 공기의 굴절율보다 높기 때문에 유용하다. 그 결
과, 공기-피부 경계면에 작용하는 모든 광자는 0도의 입사각으로 피부에 부딪치지만 않으면 편향된다. 피부 표
면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피부의 각분포(angular distribution)도 증가한다. 피부의 빛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피부의 굴절율과 비슷한 굴절율을 갖는 성분을 물질(38)에 포함시킨다. 이런 성분을 피부적합 물질이라 하기도
하고, 적절한 물질로는 굴절율 1.5 정도의 프로필렌 글리콜 용액이 있다. 즉, 물질(38)은 피부와 앞판(23)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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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분과 피부의 굴절율 차이를 최소화하고 피부의 불규칙성을 개선하여 에너지원(30)에서 방출된 광자가 피부
에 잘 흡수되도록 한다. 물질(38)은 또한 피부 표면을 덮어 마찰을 낮추는 윤활제나 보습제 역할도 하여, 치료
기를 편안하게 작동토록 한다. 예를 들어, 수화겔과 같은 겔을 물질(38)에 함유시킬 수 있다. 물질(38)은 에너
지원(30)에서 나온 빛을 투과시켜야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치료기(20)의 외측면(26)을 사용자
의 피부에 대고 누르면, 피부가 거의 외측면(26)과 일치하게 되고, 물질(38)이 그 사이로 배출된다.
<45>

물질(38)에는 특정 징후의 치료에 유용하다고 알려진 의약적 활성성분이나 보충제가 함유되는데, 예를 들면 과
산화벤조일과 같은 여드름 치료제를 0.1~10% 정도 함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최소의 단계를 거쳐
전자파를 이용한 치료와 질병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또, 알로에, 비타민E, 보습제, 비타민C, D, A, K, F, 레틴
A(트레티노인), 아다팔렌, 레틴올, 히드로퀴논, 코직산(Kojic acid), 성장인자, 에크나시아, 라놀린, 항생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영양약리제(neutraceuticals),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 표백제, 알파 하이드록
시산, 베타 하이드록시산, 살리실산, 항산화 3가화합물, 해초유도체, 염수유도체, 조류, 항산화제, 파이토안토
시아닌(phytoanthocyanin), 프탈로시아닌(phthalocyanine), 식물생리활성물질(phytonutrient), 플랑크톤, 식물
추출물, 약초추출물, 호르몬제, 효소, 미네랄, 유전공학물질, 공동인자, 촉매, 노화방지제, 인슐린, (칼슘이온,
마그네슘 이온 등을 포함한) 추적원소, 미네랄, 미녹시딜(minoxidil), 염료, 천연이나 합성 멜라닌, 메탈로프로
테이나제(methalloproteinase), 억제제, 프롤린(proline), 히드록시프롤린(hydroxyproline), 마취제, 과산화벤
조일, 아미노레불린산, 클로로필, 박테리아클로로필, 코엔자임 Q10, 동클로로필린, 엽록체, 카로티노이드, 피코
비린(phycobilin), 로돕신, 안토시아닌과 그 유도체, 표적 피부조직의 모든 요소를 향한 서브컴포넌트, 면역합
성물 및 항생제, 이상 열거한 것과 유사한 것(천연, 합성 포함)은 물론 이들의 조합물도 포함될 수 있다. 당업
자라면 알 수 있겠지만, 이상 설명한 약제나 활성성분이나 보충제는 물론이고, 본 발명의 치료기와 방법에 사용
했을 때 유용한 다른 약제나 활성성분이나 보충제도 치료효과면에서 굴절율 정합성과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성
질을 가질 수 있다.

<46>

이런 약제, 활성성분, 보충제는 감광성을 보이고 피부에 발라 에너지원(30)에 노출되었을 때 광화학반응을
겪고, 또한 물질(38)이나 치료기(20)의 사용과는 별도로 피부나 표적조직에 미리 바를 수도 있다.

<47>

물질(38)이 들어있는 1회용기(36)는 치료기의 핸들 내부공간인 수납기(48) 안에 들어가는데(도 2 참조), 수납기
에 달린 문(66)은 미닫이식이거나 경첩(64)이 달린 여닫이식으로 걸쇠(62)로 잠글 수 있다. 용기는 1회용이거나
충전식으로, 피부과의사, 약사 등의 전문가가 내용물을 충전한다.

<48>

플런저(42)에 연결된 스프링작동식 격발기구(60)나 다른 짜내기 기구나 펌프기구를 사용해 사용자가 손으로 용
기(36)에서 물질(38)을 짜내거나, 치료기가 작동될 때 프로세서(44)의 제어하에 플런저(42)에 연결된 전기모터
(40)나 솔레노이드(도시 안됨)나 기타 기구를 사용해 용기(36)에서 물질(38)을 자동으로 짜내고, 전기모터는 제
어시스템에 의해 온오프된다. 다이어프램 펌프와 같이 일정량씩 물질(38)을 분배하기 위한 다른 적당한 펌프나
분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당업자라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49>

용기(36)에서 배출된 물질(38)은 헤드(22)의 구멍(28)을 직접 통과하거나, 치료기에 설치되어 용기(36)와 구멍
(28)을 연결하는 통로(32)를 거쳐 배출된다. 이런 식으로, 적당량의 물질(38)이 환자의 피부와 앞판(23) 사이의
공간으로 직접 배출되는데, 이때 사용자는 거의 힘을 들일 필요가 없다.

<50>

치료를 쉽게 하기 위해 용기(36)에 치료할 질병 표시를 하고 그 성분도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물질을
준비하여 별도로 팔되, 치료기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용기들을 리필하여 광범위한 질병에 사용할 수 있다.

<51>

치료기의 사용법을 단순화하기 위해, 용기(36)마다 각각 치료기와 통신하도록 고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체
와 부도체 띠가 교대로 배치된 코드(50)를 용기(36)에 새기고 치료기(20)에 있는 센서(58)로 이를 읽을 수
있다. 바코드 광센서, 마그네틱띠, 마그네틱띠 리더, 전기접촉기, 기계식 키 인식기와 같은 다른 통신수단을 사
용할 수도 있다.

<52>

이렇게 하여, 치료기에 구비된 용기(36)를 근거로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프로세서(44)는 치료중에
물질(38)의 배출량과 배출속도를 결정하는데, 이때 용기의 코드(50)에서 센서(58)가 읽은 물질의 종류를 근거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여 프로세서(44)는 마치 물질의 분배를 위한 "모터제어 시스템" 형태로 기능한다.

<53>

프로세서(44)는 (치료기에 실린 물질의 종류를 근거로) 필요한 치료에 맞는 앞판(23)이 어느 것인지 여부도 결
정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위한 에너지원(30)을 가동시키는데, 이때도 물론 물질의 종류를 근거로 한다. 예를 들
어, 치료기(20)에 여드름 치료물질(38)을 넣었을 때, 프로세서(44)는 센서(58)를 이용해 이 물질의 종류를 판독
하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에너지 방출강도, 종류, 기간을 포함한) 여드름 치료법은 물론 배출할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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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이밍, 속도 및 양도 결정한다. 예컨대 세션당 40~90 주울의 에너지를 내는 620nm와 415nm의 복합 LED로는
18분 치료한다.
<54>

프로세서(44)가 용기(36)와 앞판(23)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순서도의 일례가 도 6이다.

<55>

프로세서(44)는 커넥터(52,56)를 통해 앞판(23)과 통신하여 제대로 된 앞판을 치료기에 사용하는지 확인하는데,
예를 들면 415nm의 빛을 내는 에너지원(30)이 달린 앞판(23)을 치료기에 설치했는지 확인한다. 컨트롤러(34)가
작동되고 적절한 앞판(23)과 용기(36)를 치료기에 고정했을 때 치료기가 작동된다. 한편, 용기(36)에 치료에 충
분한 양의 물질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운터나, 센서 등을 플런저(42)에 설치하고, 물질이 불충
분하거나 거의 비어있으면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낼 수도 있다.

<56>

또는, 피부와 치료기 사이의 온도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온도센서(332)를 치료기(20)에 사용할 수도 있다. 온도
센서(332)는 구리나 기타 열감지 물질인 열전도물질(51)과 p-n 접합 다이오드나 서미스터와 같은 서멀 트랜스듀
서(53)를 구비한다. 열전도물질(51)은 외측면(26)에서부터 이어져 트랜스듀서(53)와 통신하고, 트랜스듀서(53)
는 프로세서(44)와 통신한다. 당업자라면 알 수 있겠지만, 온도센서(332) 기능을 하는 다른 기구를 사용하는 것
도 가능하다. 예컨대, 사용중에 사용자의 얼굴에 닿는 앞판 부분이 빛을 내는 온도센서도 사용할 수 있다.

<57>

에너지원(30)과 온도센서(332)의 구성을 PCB에 실현하는 것도 당업자라면 능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58>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치료기(20)의 구성요소의 블록도로서, 치료기(20)는 제어기구(300), 앞판(23) 및 배출시
스템(340)을 구비한다.

<59>

제어기구(300)에 있는 프로세서(44)는 저장장치인 플래시메모리(304)에 연결되고, 플래시메모리에는 프로세서
(44)가 실행할 수 있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은 물론이고 치료기(20)가 제 기능을 실행토록 하는 관련 데이터가 들
어있다. 프로세서(44)는 RAM(308)에도 연결된다. 프로세서(44)는 LED(316)나 스피커(320)와 같은 출력장치에 신
호를 보내고, 스위치(35)나 커넥터(52)와 같은 입력장치로부터 입력신호를 받는다.

<60>

제어기구(300)에 있는 에너지원 구동기(336)는 프로세서(44)의 제어신호로 작동되어 앞판(23)에 있는 에너지원
에 구동전류를 보낸다. 프로세서(44)와 구동기(336) 모두 커넥터(52)에 연결되는데, 커넥터(52)는 5핀 표면실장
커넥터이다.

<61>

제어기구(300)는 커넥터(52)를 통해 앞판(23)과 통신한다. 앞판에는 에너지원인 LED 어레이(328), EEPROM(312)
및 온도센서(332)가 있는데, 이들 모두 커넥터(52)에 연결된 커넥터(56)를 통해 제어기구(300)와 통신한다.

<62>

LED 어레이(328)는 36개 LED로 구성되고, 각각의 LED는 25mA의 전류로 연속 동작할 때 약 100%의 듀티사이클에
서 12mW의 전력을 낼 수 있으며, 위의 전류는 커넥터(52,56)를 통해 에너지원 구동기(336)에서 공급된다. 물론
동작특성이 다른 LED도 사용할 수 있다.

<63>

EEPROM(312)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Maxim Intgerated Products사에서 생산하는 것이 적당하고, 온도센서(332)는
미국 애리조나의 Microchip Technology 사에서 생산하는 저전력 전압출력 온도센서인 MCP9700이 적당하다.

<64>

EEPROM(312)은 치료기의 기능실행에 관한 데이터의 저장을 담당한다. 프로세서(44)는 커넥터(52)를 통해 이 데
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앞판(23)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EEPROM 대신에 ROM이나 플래시메모리와 같은 다른 저
장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당업자라면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이런 사용도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온도센서(332)는 앞판(23)과 피부 사이의 온도를 감지하고, 이 온도를 프로세서(44)에서 판독할 수 있도록 전달
한다. LED 어레이(328)는 에너지원 구동기(336)에서 공급한 전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65>

제어기구(300)는 배출시스템(340)과도 통신한다. 배출시스템(340)은 펌프 구동기(74)를 포함하고, 용기(36)에는
코드(50)가 위치한다. 구동기(74)는 제어기구(300)의 제어신호에 의해 솔레노이드를 작동시켜 용기(36)내의 유
체를 일정량씩 이동시킨다. 본 실시예에서, 용기(36)는 농도 2%의 과산화벤조일을 담고 있고, 이 물질은 구동기
(74)로 작동되는 일련의 펌프에 의해 용기(36)에서 피부로 배출된다. 코드(50)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도체와 부도
체 띠가 교대로 배치되어 형성된 것으로, 용기의 종류마다 다른 전압을 프로세서(44)에 보내주는 기능을 한다.
당업자라면 다른 형식의 코드를 사용하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66>

프로세서(44)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컴퓨터(70)와도 통신하는데, 본 실시예에서 인터페이스는 당업자에게 잘 알
려진 통신프로토콜인 RS-232를 이용하는 직렬포트인 통신포트(324)이다. 물론, 다른 종류의 통신 프로토콜이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도 당업자라면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801.11g나 801.11b와 같은 다
양한 프로토콜을 이용한 USB, IR(infrared), 블루투스, 쌍방향 무선통신, 유선 이더넷, 무선 이더넷 연결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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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또, 치료기(20)에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로는 PC, 랩탑, PDA, 기타 정보를 처리
하고 저장하며 통신도 가능한 다른 이동형이나 고정형 장치가 있는데, 물론 이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67>

제어기구(300)가 관리하는 치료 데이터베이스(200)는 치료법의 여러 인자들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데이터베이
스(200)에 들어있는 정보는 1 사이클 동안 전달되는 에너지의 기간과 강도, 특정 치료의 기간과 같은 정보를 포
함한다. 따라서, 치료법마다 데이터베이스 레코드가 별도로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200)에 저
장되는 레코드는 플래시메모리(304)에서 관리한다. 그러나, 레코드에 따라서는 앞판의 EEPROM(312)에 저장되기
도 하는데, 예를 들면 특정 앞판(23)을 사용해 전달할 수 있는 치료법에 고유한 정보가 있다. 표 1은 레코드
(204)의 일례로서, Record #1은 여드름 치료법 데이터로 EEPROM(312)에 저장된다.

표 1
<68>

<69>

Record #1
필드 타입

값

필드 1

치료 타입

여드름

필드 2

매 사이클의 초기 시간

90초

필드 3

LED 효율

12mW/25mA

필드 4

작동 형태

40

필드 5

사이클당 표적 전력전달

30J

필드 6

온도 상한

41℃

필드 7

온도 하한

35℃

필드 8

펌프 펄스 수

3

필드 9

용기 종류

5

필드 10

에너지원

LED 어레이

위의 표에서 필드 1은 레코드에 포함된 치료법의 종류로서, 여기서는 여드름 치료법이다. 필드 2는 매 치료사
이클의 초기 시간이며, 필드 3은 LED 어레이(328)내 LED의 작동효율로서, 각각 90초와 12/25 mW/mA이다. 필드 4
는 LED 어레이(328)의 작동 형태로서, 본 실시예에서는 2가지가 가능한데, 첫째는 연속파로서 LED 어레이가 연
속으로 작동되고, 둘째는 펄스파로서 LED 어레이가 펄스로 작동한다. 본 실시예에서, 필드 4의 40이 의미하는
것은 1 사이클 동안 LED 어레이(328)의 작동 펄스속도가 40Hz란 것이다.

<70>

일정 시간동안 소정 전류로 LED 어레이(328)가 작동하면 일정 발광전력이 전달된다. 따라서, 1사이클 동안 전달
될 발광력은 필드 2~4에서 규정한 LED 어레이(328)의 시간, 전류 및 작동 형태에 맞게 생성된 전력량이고 필드
3에서 정한 LED의 효율을 기반으로 한다. 이 전력을 필드 5의 표적 사이클 전력이라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LED
어레이(328)를 90초 동안 40Hz로 작동시켰을 때 약 30주울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즉, 필드 5는 30주울로 설정한
다.

<71>

계속해서, 필드 6, 7은 치료기(20)가 치료중에 앞판(23)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온도 한계를 정의한다. 온도는
대략 35℃와 41℃ 사이로 유지한다. 필드 8은 LED 어레이(328)가 작동하기 전에 용기(36)를 펌핑할 횟수를 정의
한다. 이 필드는 사실상 치료하는 동안 용기(36)의 배출량을 결정한다. 여기서는 3회 펌핑한다. 필드 9는 이 치
료에 쓰일 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여기서는 5번 코드가 붙은 용기를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종
류의 용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필드 10은 앞판에 사용할 에너지원의 종류를 정의하고, 여기서는 415nm LED 어
레이를 사용했다.

<72>

제어기구(300)는 치료기(20)를 저전력 모드로 작동시키는 지점까지 카운트다운하는데 사용되는 파워다운 타이머
(208)와 같은 다른 여러 기구들을 관리하기도 한다. 주어진 사이클에 전달된 시간과 파워를 추적하기 위해 치료
타이머(212)와 파워카운터(216)를 관리한다. 제어기구(300)는 치료기(20)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로깅
데이터를 관리하기도 하는데, 이 데이터는 치료기(20)의 유지관리와 치료 효율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LED 어레이(328)가 작동된 시간을 카운트하여, LED 어레이를 유효수명의 90% 사용했으면 경보
를 발하고 사용자에게 앞판을 교체하라고 독촉하기 위한 카운터에 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한편, 특정 날
짜로부터 치료기(20)를 사용한 기간을 추적하는 로깅데이터를 점검하여 의사가 환자의 치료기 사용을 감시할 수
도 있다. 치료기는 2000시간 정도의 수명 종점에 이르면 불능화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로깅데이터가 플래
시메모리(304)에서 관리된다. 한편, 다른 플래시메모리나 EEMPROM과 같은 별도의 전용 저장장치에 로깅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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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도 9에는 치료법을 전달하는 방법(400)이 도시되어 있다. 이 방법의 설명을 돕기 위해, 치료기(20)를 이용한다
고 하자.

<74>

먼저, 치료기(20)를 저압모드에 둔 채 스위치(35)를 눌러 치료기를 작동시켜 시작한다. 410에서, 스위치(35)를
눌렀는지 판단한다. 저압모드에서, 치료기(20)는 410 단계를 통과하고, 스위치(35)를 눌렀으면 420 단계로 진행
한다.

<75>

420에서, 치료기(20)가 작동을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치료기가 관리하는 변수들이 RAM(308)에 저장되고 초기화
되며, 치료기가 저압모드로 진입할 시간까지 카운트다운하는 타이머(208)가 300으로 설정되는데, 여기서 300이
란 동력이 꺼지기까지 300초 남았음을 의미한다. 파워다운 타이머(208)의 값은 이 방법(400)이 실행되는 내내
카운트다운된다. 치료 타이머(212)와 파워카운터(216)은 아직 치료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0으로 설정된다. 또,
로깅데이터도 RAM(308)으로 이동하고 현재 플래시메모리(304)에 저장된 값으로 초기화되는데, 이들 데이터는 치
료기가 작동하는 동안 적절하게 업데이트될 수 있다. 또, 플래시메모리(304)도 제대로 동작하도록 점검한다.

<76>

430 단계에서 치료기(20)내 용기(36)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프로세서(44)가 센서(58)를 통해 용기(36)의 코드
(50)를 읽어서 결정한다. 여기서는 농도 5%의 과산화벤조일로 용기(36)를 채우고 코드는 5라고 하자. 또,
LED(316)가 정상상태는 녹색으로 표시하도록 설정하고, 스피커(320)에 대한 모든 출력이 끊어지면 경보도 중단
된다.

<77>

440 단계에서는 앞판(23)의 종류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이때 프로세서(44)가 기존의 펄스나 다른 정당한 방법
을 이용해 커넥터(52)를 통해 EEPROM의 존재를 감지하여 결정을 한다. 여기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앞판(23)에
EEPROM(312)가 있다고 하고, 460 단계로 나간다.

<78>

460 단계에서는 치료법 데이터를 추적하는데, 프로세서(44)가 EEPROM(312)로부터 레코드(204)를 추적한다. 구체
적으로, 프로세서(44)는 치료법을 옮기는 동안 RAM(308)에 레코드(204)를 옮긴다. 한편, 1회 이상 치료를 위해
앞판(23)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치료법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된 치료법과 관련된 레코드를 추적한다. 예컨대, 스위치(35)를 일정 횟수 눌러 선택을 할 수 있다.

<79>

470에서는

레코드(204)의

내용을

유효화한다.

여기서는

레코드(204)

필드가

비어있지

않으면

유효화가

실행된다. 한편, 다른 데이터 유효화 방법도 가능한데, 에컨대 레코드 필드의 유효범위의 값을 특정하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ROM(304)이나 EEPROM(312)에 유지하기도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레코드(204)가 유효 데이터를
갖고있다고 하자. 유효화 단계의 일환으로, 430 단계에서 감지한 용기의 종류를 레코드(204)의 필드 9의 값과
비교한다. 본 실시예에서 필드 9의 값은 5이고 이는 430 단계에서 감지된 용기 코드이다. 따라서, 용기(36)는
앞판(23)에 어울린다고 본다.
<80>

480 단계에서 RAM(308)의 용량을 결정한다. 용량이 다 차서 치료법을 전달하는 동안 사용할 여유가 없으면, 프
로세서(44)는 LED(316)가 노란색으로 빛나게 해서 경고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사용할 메모리 여유가 있어서 경
고는 없다고 하자. 당업자라면 쉽게 알 수 있듯이, RAM의 용량을 결정하는데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 예
를 들면 RAM(304)의 95% 이상이 차있으면 경고를 하도록 할 수도 있다.

<81>

490 단계에서는 로컬 컴퓨터에 대한 연결을 검색한다. 여기서는 컴퓨터(70)가 치료기(20)의 RS-232 포트에 연결
되었는지 프로세서(44)에서 판단하는데, 연결되었다 하고 495 단계로 진행한다.

<82>

495 단계에서는 컴퓨터(70)에 로깅데이터를 업로드하되, 플래시메모리(304)의 해당 공간을 비운다. 본 실시예에
서는 프로세서(44)가 플래시메모리(304)에서 로깅데이터를 소거해 포트(324)를 통해 컴퓨터(70)로 옮긴다.
한편, 컴퓨터의 검색 이외의 다른 이벤트를 추가하여 컴퓨터에 대한 로깅데이터의 업로드를 시작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70)의 사용자가 마우스클릭과 같은 명령어를 제공해 업로드를 개시하라는 요청을 받
을 수 있다. 한편, 컴퓨터(70)가 검색되면 치료기(20)는 사용자에게 경보를 전달하고 스위치(35)를 누르는 방식
의 사용자 반응을 대기할 수도 있다.

<83>

500 단계에서는 스위치(35)를 눌렀는지 판단한다. 스위치(35)를 누르면 치료가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스위치
(35)를 누를 때까지 500 단계를 계속 반복하는데, 여기서는 스위치를 눌러 치료가 시작된다고 하자.

<84>

510에서는 전자파의 성질을 판단하는데, 이를 위해 앞판(23)의 에너지원의 종류를 결정한다. 여기서는 에너지원
이 LED 어레이(328)라 하고, 프로세서(44)가 레코드(204)의 필드 10에서 LED 어레이(328)의 존재를 결정한다.
또, 레코드(204)의 필드 8을 근거로, 프로세서(44)가 LED 어레이(328)의 작동 형태가 펄스파(PW; pulse wave)
인지 연속파(CW; continuous wave)인지 결정하고, 여기서는 40Hz의 펄스파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에너지원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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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형태를 검색하는 다른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에너지원에 대한 연결부의 전압을 제어기구(300)에서
점검하고, 그 값을 근거로 판단하기도 하며, 또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작동 형태를 정할 수도 있다.
<85>

510 단계에서는, LED 어레이(328)의 표적 전자파 파워, 초기 작동기간 및 효율을 각각 레코드(204)의 필드 5,
2, 3에서 구하는데, 본 실시예에서는 그 값이 각각 30주울, 90초, 12mW/25mA이다. 이 값을 기초로, 초기 작동전
류를 계산하되, 여기서는 LED 어레이(328)가 90초 동안 30 mJ을 전달하도록 선택한다. 이 경우 초기 작동전류는
약 25mA로 계산된다.

<86>

전자파의 성질을 결정했다면 520 단계에서 사용자는 용기(36)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경고를 받는데, 여기서는 프
로세서(44)가 LED(316)의 색을 녹색으로 바꾸고 스피커(320)는 2회 길게 울리도록 신호를 보낸다. 이어서, 프로
세서(44)는 2초 기다렸다가 계속 진행한다. 당업자라면 알 수 있겠지만, 용기(36)를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주의
량이나 스위치(35)를 눌렀을 때부터 치료를 개시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같은 다른 여러 기준에 따른 경보를 사용
자에게 할 수도 있다.

<87>

530 단계에서 용기(36)가 작동된다. 제어기구(300)는 펌프구동기(344)에 신호를 보내 용기(36)를 작동시키고,
용기(36) 안에 든 물질(38)이 일정량 밖으로 펌핑된다. 작동횟수나 펌핑횟수는 레코드(204)의 필드 8에 의해 결
정되는데, 여기서는 표 1의 기록에 따라 3회로 한다. 한편, 용기(36)를 수동 작동시킬 수도 있는데, 예컨대 치
료기(20)가 수동 작동할 때마다 기다란 삐삐음을 내면 사용자는 물질(38)을 제때제때 수동으로 배출할 수 있다.
또는, 아무런 물질(38) 없이 치료기(20)를 작동시킬 수도 있다.

<88>

540에서는 에너지원(30)을 작동시키라고 사용자에게 경고하는데, 여기서는 프로세서(44)가 스피커(320)가 3회
긴 삐삐음을 내라고 신호를 보낸 다음, 2초 기다렸다가 계속 진행한다. 당업자라면 알 수 있겠지만, 치료를 개
시하는데 필요한 주의량이나 스위치(35)를 눌렀을 때부터 치료를 개시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같은 다른 여러 기
준에 맞게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도 있다. 2초 기다렸다가 에너지원이 작동되면 치료사이클이 시작한다. 본 실시
예에서는, 제어기구(300)의 에너지원 구동기(336)에서 나온 전류로 LED 어레이(328)를 작동시키고, 사이클 타이
머(212)를 0으로 초기화한다.

<89>

550에서는 앞판(23)의 온도를 구하는데, 여기서는 프로세서(44)가 온도센서(332)에서 온도를 구하고, 그 온도가
41.5℃라 하자.

<90>

570에서는 사이클 내내 LED 어레이(328)가 작동한 시간을 반영하도록 사이클 타이머(212)를 업데이트한다. 또,
파워카운터(216)를 업데이트하여 사이클중에 전달된 파워도 업데이트한다. 이에 앞서, 560 단계에서 온도가 한
계범위 안에 있는지 판단하는데, 구한 온도를 레코드(204)의 필드 6, 7의 온도 상하한 값과 비교한다. 온도가
한계값 내에 없다고 판단되면 LED 어레이(328)의 구동레벨을 조정하는데, 구체적으로는 565 단계에서 사이클 기
간과 어레이의 구동전류를 조정한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LED 어레이(328)의 구동전류를 낮추고 사이클 시간을
늘인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LED 어레이(328)의 구동전류를 높이고 사이클시간은 줄인다. 물론, 당업자라면 온
도를 일정 한계값 범위내로 유지하면서 1 사이클 동안 동일한 표적 파워 전달을 유지하는 다른 방법도 쉽게 안
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온도가 너무 높으면 LED 어레이(328)의 구동전류를 낮춰 열을 더 쉽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사이클시간이 늘어나므로 1 사이클 동안 전달되는 전체 파워는 동일하다.

<91>

580 단계에서 치료가 끝났는지 판단하는데, 타이머(212)의 값을 레코드(204)의 필드 3의 사이클 시간과 비교해
작으면 과정을 끝내고 550 단계로 돌아간다. 물론, 치료의 완료를 판단하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 파워 전달을
이용해 표적 파워가 카운터(216)에 따라 전달되었을 경우에만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는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으면 550 단계를 다시 실행한다.

<92>

550 단계에서 시작하는 루프를 여러번 반복한 뒤, 사이클이 완료되었다고 결정하고 590 단계로 진행하여, 스피
커(320)를 통해 4회 삐삐음 경고를 내서 사이클의 완료를 사용자에게 경고한다. 590 단계에서 치료가 끝난다.
LED 어레이(328)를 끝고 치료기(20)는 파워를 낮춰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 스위치(35)를 누르길 기다리며, 410
단계에서 다시 시작한다.

<93>

본 발명의 방법(400)을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는 다르게 실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12의 방법(400)에서는
EEPROM(312)을 갖추지 않은 다른 앞판(23a)을 갖는 치료기(20a)를 사용한다. 이 경우 앞판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해 앞판(23)에 저항(348a)을 설치한다. 치료기(20a)는 치료기(20)와 거의 비슷하고, 그 부품에 첨자 "a"를 붙
인다. 치료기(20a)를 사용한 방법(400)은 앞의 예와는 많이 다르다. 440 단계에서 EEPROM을 검색하지 않고, 460
단계 대신 450 단계를 실행한다. 450 단계에서 앞판의 종류를 판단하는데, 앞판의 종류마다 다른 저항을 사용한
다. 따라서, 450 단계에서 검색한 앞판의 종류에 맞게 프로세서(44)가 레코드(204a)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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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 EEPROM이 없으므로 데이터베이스(200a)에서 레코드를 추적하고, 이 데이터를 치료중에 사용하도록
RAM(308a)에 옮긴다.
<94>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200)내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470 단계에서 데이터가 유효한지
판단한다. 따라서, 475 단계를 실행하고 스피커(320)에 음성 알람을 보내며 LED(316)는 붉게 깜박이도록 한다.
알람에 이여, 410 단계에서 사용자가 스위치(35)를 눌러 알람에 반응했는지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알람에 반응
해 사용자가 잘못 연결된 앞판에서 생기는 문제를 고치도록 앞판을 재연결하거나, 이런 앞판에서 생긴 문제를
고치도록 앞판을 교체한다). 스위치를 눌렀다면, 이 방법(400)을 다시 진행하여, 동일한 초기화와 검색단계들을
거쳐 유효화 단계까지 진행한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다면, 프로세서(44)는 411 단계에서 저전력 모드에 있는
지 판단하고, 저전력 모드라면 411 단계로 돌아가고, 아니라면 타이머의 레코드(204)를 먼저 추적하여 저전력
모드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는지 판단하고 412 단계에서 값이 0인지 판단한다. 저전력 모드로 들어갈 시간이라고
판단되면, 스위치(35)를 누를 때까지 치료기를 저전력모드로 놓고, 그렇지 않으면 410, 411, 412 단계를 거쳐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거나 스위치(35)를 누른다.

<95>

이상 설명한 치료기, 방법, 물질은 약제, 활성성분 또는 보충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96>

예컨대, 과산화벤조일이나 살리실산을 사용한 여드름 치료나 예방법에서는 과산화벤조일이나 살리실산을 함유한
조성물을 감염부위에 하루 2회 바르도록 한다. 이 조성물은 과산화벤조일이나 살리실산을 0.5~10%, 더 구체적으
로는 0.8~7%, 더 바람직하게는 1.0~6.5% 함유한다. 치료법상 과산화벤조일이나 살리실산 5%를 함유한 조성물로
시작해 그 농도를 1%나 2%RK지 낮출 수 있다. 이어서 물질(38)을 피부에 바르고, 피부를 에너지원에 일정 시간
노출시킨다. 한편, 물질(38)을 조성물보다 먼저 피부에 바르기도 한다.

<97>

본 발명의 여드름 치료법이나 예방법의 다른 예에 의하면, 물질(38) 자체가 과산화벤조일이나 살리실산을 함유
하기도 한다. 이 물질(38)이 함유한 과산화벤조일이나 살리실산의 농도는 0.5~10%, 바람직하게는 0.8~7%, 더 바
람직하게는 1.0~6.5%이다. 먼저 과산화벤조일이나 살리실산 5%를 함유한 물질(38)로 시작해 과산화벤조일이나
살리실산의 농도를 1%나 2%까지 낮춘다. 피부는 원하는 시간동안 치료기에 노출시킨다.

<98>

치료기를 380~460 nm, 바람직하게는 395~430 nm, 더바람직하게는 405~425 nm, 가장 바람직하게는 415nm의 전자
파로 설정한다. 한편, 전자파의 범위를 460~900 nm, 그중에서도 550~900 nm, 더 구체적으로는 570~850 nm, 가
장 좋게는 630nm로 설정할 수도 있다.

<99>

본 발명에 따라 여드름을 치료하는 방법에서, 물질(38)은 과산화벤조일이나 살리실산을 원하는 양 함유하고 주
1회, 일일 1회 또는 일일 수회 실시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일일 1회 시행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을
실행할 때마다, 치료할 피부 구간에 에너지원을 대는 시간은 10초 내지 60분, 바람직하게는 30초 내지 30분, 더
바람직하게는 60초 내지 10분, 가장 바람직하게는 90초이다. 치료할 피부 각 구간에 투여할 양은 5~60 주울, 바
람직하게는 10~50 주울, 더 바람직하게는 20~40 주울, 가장 바람직하게는 30주울이다. 치료 기간은 1주 내지 12
주, 바람직하게는 3주 내지 10주, 더 바람직하게는 6주 내지 8주이다. 1~2주 동안 하루 1회나 2회 얼굴이나 감
염부위를 치료하거나, 박테리아 감염이 원하는 레벨로 낮아질 때까지 여드름 치료를 한 다음, 주당 1~2회 치료
를 하기도 한다.

<100>

그러나, 질병의 정도나 성질과 사용자의 피부의 성질에 따라서는 치료횟수나 치료량을 훨씬 적게 할 수도 있다.

<101>

이상 설명한 치료기와 방법을 다른 질병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102>

현재 사용된 약제나 활성성분이나 보충제를 본 발명의 치료기와 물질과 방법에 사용했을 때 치료효과가 좋아져,
약제 등을 덜 사용하거나 치료시간을 단축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05~425 nm의 청색광은
피부에 흡수되어, 여드름 치료에 사용된 과산화물의 효과를 충분히 높일 정도로 피부를 따뜻하게 한다. 이
경우, 과산화물의 양이나 도포 기간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하다. 청색광은 또한 피부에 있는 모든 여드름 유발 박
테리아의 생존에 치명적이므로 상승효과를 내기도 한다. 당업자라면 알 수 있겠지만, 염증성 여드름(P-acne)은
자외선 범위에서 430nm까지의 빛을 흡수하고 630nm 정도의 빛도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다. 청색광 치료법은 염증
성 여드름 낭창 환자 대부분에 유효하다. 이 박테리아는 자연에서 생기는 감광제인 내인성 포르피린으로 이루어
진다. 이 감광제는 405~425nm의 청색광을 흡수해 박테리아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형성한다. 이런 파장대
에서 피부에 비춘 빛은 자연적으로 표피에 흡수되어 1mm 깊이까지 파고들 수 있다.

<103>

본 발명의 장치와 물질과 방법을 광피부재생술(photorejuvenation therapy)에도 적용할 수 있다. 광피부재생술
이란, 500~1000 nm, 구체적으로는 550~900 nm, 바람직하게는 570~650 nm의 전자파로 치료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
한다. 가장 바람직한 전자파 범위는 580nm, 630nm, 633nm, 660nm, 800~900 nm이다. 이 치료기는 초음파나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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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파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염증을 줄이고, 세포재생율이 증가하며, 주름이 줄어들고, 모공 크기가 줄
어들고, 홍반이 줄고, 피부 조직도가 개선된다. 한편, 이런 초음파나 마이크로파를 치료기와는 별도로 응용할
수도 있다.
<104>

본 발명의 치료기 등을 셀룰라이트(cellulite)에도 적용할 수 있다. 셀룰라이트의 치료에 사용되는 전자파의 범
위는 500~900 nm, 바람직하게는 550~800 nm, 더 바람직하게는 650~750 nm이다. 셀룰라이트 치료에 좋은 다른 전
자파 에너지원은 레이저나 810nm의 LED, 또는 고주파와 적외선의 조합이다. 레이저나 기타 해로울 수 있는 전자
파 에너지원을 사용할 경우 의료전문가가 치료를 감시해야 한다. 셀룰라이트 치료 시간은 10초 내지 180분, 바
람직하게는 20초 내지 60분, 더 바람직하게는 30초 내지 10분이다.

<105>

치료할 질병에 따라, 치료 주기, 반복 횟수, 펄스 기간과 같은 인자들을 조정하여 환자의 피부 치료부위에 받을
총 열량은 50mJ 내지100J, 바람직하게는 500mJ 내지 80J, 더바람직하게는 1~50J이다.

<106>

당업자라면 알 수 있겠지만, 사용자의 피부에 있는 색소의 양에 따라 본 발명의 치료기와 물질로 치료할 시간이
나 강도가 영향을 받는데, 예컨대 색소의 양이 피부 표면의 광 흡수율에 직접 비례한다. 따라서, 창백한 피부에
비해 검은 피부의 표면의 광흡수율은 1~2mm 깊이에서는 더 많고 3~4mm 깊이에서는 더 적다. 빛이 깊이 침투하여
치료하길 원하면, 치료 기간이나 강도를 검은 피부에서는 더 높여야 한다.

<107>

본 발명의 치료기와 물질은 당 분야에 알려진 치료법에 사용될 수 있고, 치료법의 조정도 당업자라면 잘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치료기와 물질은 여드름, 관절염, 손목굴증후군, 세포손상, 연조직손상, TMJ, 당뇨병신경병증,
신경통, 노화피부, 습진, 딸기코, 광선각화증, 환절기 병, 염증, 잔주름, 셀룰라이트, 점막염(구강점막염), 건
선, 아구창, 구강암, 상처, 관절낭염, 윤활낭염, 염좌, 긴장, 혈종, 힘줄염과 같은 연조직손상, 골관절염, 류마
티스 관절염과 인대, 힘줄손상과 같은 급성/만섬 관절염, 헤르페스 신경통, 만성 등/목 통증, 중족통증, 삼차신
경통, 복통, 족저근막염, 세포손상과 같은 만성통증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108>

전자파를 이용한 치료법은 소형 골절, 헤르페스, 아프타궤양, 하지궤양, 피부염, 창상, 화상, 급성 부고환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얕은 AP 자극 및 토니피케이션(tonification), 화장불완전을 치료하는데도 사용된다.

<109>

본 발명의 치료기와 물질은 피부의 모양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피부의 모양의 개선은 일시적이거나 영
구적으로, 피부발광, 깨끗함, 조직, 부드러움과 같은 용어로 평가할 수 있다.

<110>

또, EEPROM(312)의 내용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200)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다. 일례로, 데이터베이스(200)를 치
료기(20)의 플래시 RAM이나 하드드라이브와 같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저장장치를
EEPROM(312)의 내용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단 EEPROM(312)가 설치된 앞판(23)을 치료기(20)에 연결해야 한
다.

<111>

또, 제어기구(300)를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 제어회로를 사용해 제어기구(300)를 작동
시킬 수 있다. 또, PLA(programmable logic array)나 맞춤 프로세서를 프로세서(44)로 사용하거나, 다른 종류
의 컨트롤러를 프로세서(44)로 사용하거나, 플래시메모리(304)를 EEPROM, ROM, 하드드라이브같은 비휘발성 저장
장치로 대체하거나 RAM(308)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또, EEPROM, ROM, RAM, 하드드라이브, 플래시 RAM을 포함
한 저장장치를 치료기(20)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의 업데이트를 위해 교환형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또, 스위치
(35), LED(316), 스피커(320)가 아닌 다른 입출력 장치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예컨대 LED(316) 대신 램프를 사용
하거나, 스피커(320) 대신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진동기를 사용하거나, 스위치(35)를 푸시버튼이나 터치
스위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112>

또, 데이터를 RAM(308)에 옮기지 않고도, 치료기(20)가 동작하는 동안 EEPROM(312)이나 플래시메모리(304)에서
바로 레코드(204)에 접속하거나, 레코드에 해당하는 데이터 부분만 EEPROM(312)에 제공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데
이터베이스(200)에 둘 수도 있고, 제어기구를 앞판(23)에 설치해 본 발명의 방법을 실행할 수도 있다.

<113>

한편, 본 발명의 방법(400)을 변경하여 삐삐음, 빛신호의 횟수와 대기시간을 변경해 사용자에게 경고를 할 수도
있다. 예컨대 경고음 대신에 LED를 사용하거나, 다른 종류의 빛이나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LED의 색 대신
에 강도를 바꾸거나 색을 바꿀 수 있다. 대기시간도 바꿀 수 있다.

<114>

도 13~16에는 헤드(22)의 디자인의 개선상태와 관련 방법이 도시되었다. 개선사항은 사용자가 헤드(22)의 전자
파에 해롭게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치료기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 13~14
에 도시된 헤드(22)는 치료기(20)의 일부분으로 되어있고, 앞에서 설명한 방법(400)에 활용된다. 도 13~16에 도
시된 개선사항은 다른 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고, 본 명세서의 설명 자체에 본 발명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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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알아야 한다.
<115>

이하, 이런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하되, 동일한 요소에는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부호로 표시했다.

<116>

헤드(22)는 외측면(26), 외측면에서 물질(38)을 배출하기 위한 구멍(28), 전자파를 내기위한 에너지원(30)을 포
함하고, 헤드의 기판(57)은 PCB와 같은 구조를 취할 수 있다. PCB(57)의 표면은 반사물질로 코팅되는데, 구체적
으로 에너지원(30)이 가시광 범위의 전자파를 낼 경우에는 백색물질, 적외선 범위의 전자파를 낼 경우에는 금색
물질, 자외선 범위의 전자파를 낼 경우에는 은색물질로 코팅한다. 한편, 헤드(22)에 외측면(26)이나 물질(38)이
없을 수도 있다.

<117>

헤드(22)는 앞판(23)과 뒷판(25)으로 구성되고, 앞판(23)은 도 13~14와 같다. 그러나, 앞판(23)과 뒷판(25)을
헤드(22)용으로 일체로 구성할 수도 있다. 편의상, 헤드(22)를 헤드 자체나 앞판(23) 부위를 일컫는다 하자.

<118>

도 13A~E에서, 헤드(22)는 근접센서(600)와 전자파실드(602)를 포함하고, 센서(600)는 에너지원(30)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피부에 대한 헤드(22)의 접근도를 알려주도록 작동한다. 근접센서(600)에 대한 다른 설명은 차후
하도록 한다. 전자파실드(602)는 에너지원(30)을 둘러싸 헤드 측면에서 전자파가 나갈 가능성을 줄이고 에너지
원(30)에서 나온 에너지를 반사한다. 도 1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사불투명 물질(602a)로 앞판(23)의 측면을
코팅해 전자파실드(602)를 만들 수도 있다. 한편, 도 14b와 같이, 헤드(22)와는 별도로 헤드 안에 배치된 물질
(602b)로 전자파실드를 만들 수도 있다. 전자파실드(602)는 불투명 플라스틱을 포함해 헤드(22)의 측면에서 나
오는 전자파를 차폐할 수 있는 어떤 물질도 가능하다. 전자파실드(602)를 이루는 물질이 반사특성도 가질 수 있
는바, 에너지원(30)이 가시광 전자파를 낼 경우에는 백색 플라스틱, 적외선 전자파를 낼 때는 금속 물질을, 자
외선 스펙트럼에서는 은색 물질일 수 있다.

<119>

따라서, PCB(57)의 반사면은 전자파실드(602)의 반사면과 함께 전자파 리사이클링을 달성하여, 반사면이 없을
때에 비해 300~400%까지 치료효과를 높인다. 또, 굴절 정합율도 20%까지 높일 수 있다.

<120>

도 13A에 의하면 근접센서(600)가 전기기계적으로 작동한다. 이 센서는 치료면에 앞판(23)을 누르는 압력을 감
지했을 때 에너지원(30)의 작동을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압력감지는 앞판(23)과 PCB(57) 사이에 압력감지기를
설치하면 된다. 일례로, 제어기구(300)에 전기연결된 스프링식 푸시버튼 스위치(606)와 익스텐션(604)을 이용해
압력을 감지할 수 있다. 앞판(23)이 피부 표면에 닿으면, 익스텐션(604)이 푸시버튼 스위치(606)를 밀어 신호를
발생시킨다. 푸시버튼 스위치는 PCB(57)에 연결되므로, PCB내회로를 통해 제어기구(300)와 프로세서(44)와 연결
된다.

<121>

물론, 스트레인 게이지나, 감압필름이나 터치스크린과 같은 다른 스위치를 외측면(26)이나 전자파실드(602)의
모서리(608)에 설치할 수도 있다.

<122>

도 13B에서는 근접센서(600)를 저항측정에 사용한다. 도전폴리머와 같은 도체(618)를 외측면(26)이나 전자파실
드(602)의 모서리(608)에 붙이고 도체(618)와 PCB(57) 사이에 선(619)을 이으면, PCB(57)so 회로를 통해 프로
세서(44)와의 전기접속이 이루어진다. 이용된 도전폴리머는 선(619)을 통해 전력을 인출하는 2개 이상의 접점
(620)을 갖는데, 보통 접점수는 10개이다. 이들 접점은 전자파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접점(616)은 SELV(Safety Extra Low Voltage) 전압으로 바이어스되고 인접 접점들 사
이는 도체(618)를 통해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 전류는 피부가 헤드(22)에 닿았을 때 사용자의 불편함을 일으
키지 않도록 10㎂ 정도로 아주 작다.

<123>

헤드(22)가 피부에 닿거나 가까우면, 피부에 의한 저항 때문에 접점(620) 사이의 저항값이 변해, 전압강하가 일
어나고, 이런 전압강하는 접점(620)에 연결된 프로세서(44)에서 감지된다. 따라서, 프로세서(44)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방식으로 접점에서 발생되는 전압을 감시함은 물론, 이에 따라 에너지원(30)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을 개
시하거나 중단한다.

<124>

도 13C에서는 근접센서(600)가 용량을 측정한다. 근접센서(600)는 앞판(23)의 외측면(26)이나 모서리(608)에 설
치된 안테나(630)나 다른 용량센서를 포함하는데, 대개 이런 용량센서는 와이어와 같은 도체 형태이다. 여기서
는 근접센서(600)의 감지회로가 프로세서(44)와 통신한다. 감지회로는 안테나(620)에 정전압을 걸어주고 공지의
방식으로 용량변화를 감지한다. 예를 들어, Quantum Research Group의 QT113 데이터시트에 기재된 대로, 키르히
호프의 전류법칙을 이용해 전극이나 안테나의 용량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키르히호프의 전류법칙에 의하면, 안
테나(630)의 필드전류는 루프를 이루면서 발생원으로 되돌아가 용량을 감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전류법칙
을 용량성 필드에 적용한다. 즉, 신호장과 표적물체 둘다 용량센서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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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감지회로는 신호를 구하는데 전하이동을 이용할 수 있다. 안테나나 외부전극은 커패시터로 작용하고, 그 용량은
용량전하법을 이용해 내부의 고정 커패시터와 비교된다.

<126>

헤드(22)를 피부에 대거나 가까이 하면, 안테나(630) 둘레의 용량 필드에 방해가 일어나고, 감지회로에 의해 프
로세서(44)에 신호가 전달되며, 이 경우 에너지원(30)이 작동되거나 정지한다.

<127>

도 13D에서는 근접센서(600)를 피부에 대한 접근도를 검색하는 광학수단이나 음파수단으로 사용한다. 근접센서
(600)에 수신기(640)와 송신기(642)를 갖추고, 이들 둘다 PCB(57)의 회로에 연결한다. 송신기(642)가 내는 광신
호나 음파신호는 피부에서 반사되어 수신기(630)로 들어간다. 수신기(640)는 PCB(57)의 회로를 통해 프로세서
(44)와 통신하면서 근접도에 따라 에너지원(30)을 작동시키거나 정지시킨다.

<128>

송신기(642)가 내는 빛이나 음은 인간이 감지할 수 없어서 인간의 눈이나 귀를 해치지 않는다. 송신기(642)는
일정 범위의 빛을 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800~900nm 범위의 적외선을 내기도 한다. 수신기(640)는 송
신기(642)에서 나온 빛에만 반응하도록 구성되고, 에너지원(30)에서 나온 빛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당업자라면
알 수 있듯이, 수신기(640)는 0.5~10cm 내의 피부의 접근도를 감지한다.

<129>

도 13E의 근접센서(600)는 온도측정을 한다. 이 근접센서(600)는 전자파실드(602)의 모서리(608)나 외측면(26)
에 설치된 열전도체(651)와 열 트랜스듀서(653)를 포함하는데, 전술한 바 있는 도체(51) 및 트랜스듀서(53)와
동일하다. 헤드(22)가 피부에 가깝거나 닿으면, 열전도체(651)가 트랜스듀서(653)에 대해 열을 전달한다. 충분
한 열이 움직이면, 트랜스듀서(653)가 PCB(57)에 신호를 보내 에너지원(30)을 가동하거나 정지한다.

<130>

당업자라면 알 수 있듯이, 열 트랜스듀서(653)는 주어진 시간에 온도변화가 감지될 때 프로세서(44)에 신호를
보낸다. 이 트랜스듀서(653)는 짧은 시간의 작은 온도변화, 예컨대 0.1~2.0초에 1~3℃의 온도변화에 반응한다.

<131>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치료기(20b)의 블록도이다. 본 실시예에서, 치료기(20b)의 앞판(23b)에 달린 근접
센서(600)는 치료할 피부에 대한 앞판의 근접도를 근거로 에너지원(30)의 작동을 제어한다. 여기서는 치료기
(20)와 대응하는 부분에 첨자 "b"를 붙여 표시한다. 근접센서(600)는 제어기구(300)에 연결되어 프로세서(44b)
에 신호를 전송하고, 이 신호는 프로세서(44b)에서 피부에 대한 앞판의 근접도에 대응하는 값으로 변환된다. 전
술한 바와 같이, 근접센서(600)는 신호의 감지와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회로를 더 구비할 수 있다.

<132>

도 16는 에너지원(30b)의 근접도 제어 작동법의 순서도(1600)이다. 설명의 편의상 이 방법(1600)을 치료기(20
b)로 한다고 하자.

<133>

이 방법(1600)은 방법(400)과 비슷하지만, 600대나 700대 단계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600대 단계는 방법(400)
의 여러 단계들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히는 601은 480, 490, 495에 해당하고, 602는 501, 502, 503에
해당하며, 603은 560, 564에 해당하는데, 이때 에너지원(30)에 전달되는 전류와 다른 인자들은 피부온도와 다른
측정치를 기반으로 조정된다.

<134>

한편, 700대 번호로 표시된 단계들은 이 방법(1600)에만 있는 단계로서 에너지원의 근접도 제어작동법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하의 설명은 이 단계에 집중한다.

<135>

종래와 마찬가지로 스위치(35b)를눌러 치료기(20)를 키되 저전력 모드로 한다. 520 단계까지의 이 방법(1600)의
여러 단계들은 전술한 방법(400)의 단계들과 거의 동일하다. 520 단계에서 용기(36b)를 작동시킬 것을 사용자에
게 경고하는데, 여기서는 프로세서(44b)가 LED(316b)과 스피커(320b)에 신호를 보내 LED는 녹색으로 바꾸고 2회
긴 삐삐음을 내도록 한다. 이어서, 프로세서(44b)는 2초 기다렸다가 계속 진행한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다
른 여러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도 있다.

<136>

계속해서 용기(36b)가 작동되는데, 치료기(20b)가 피부에서 멀리 떨어져 타임아웃되지 않을 경우에만 작동되므
로, 물질(38b)을 너무 많이 배출할 염려가 없다. 제어기구(300b)는 구동기(344b)를 펌핑하라는 신호를 보내 용
기(36b)를작동시키고, 이렇게 되면 용기(36)내의 물질(38)이 일정량 배출된다. 작동 횟수는 레코드(204b)의 필
드

8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서는

3회이다.

한편,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용기(36b)를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물질(38b) 없이 치료기(20b)를작동시키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137>

720 단계에서 에너지원(30b)을 작동시키라고 사용자에게 경고하는데, 여기서는 프로세서(44b)가 스피커(320b)에
신호를 보내 2회 길게 삐삐음을 내고, 이어서 1초 기다렸다가 계속 진행한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경
고방식도 가능하다. 1초 대기 후, 에너지원이 작동되면 치료사이클이 개시된다. 여기서는 LED 어레이(328b)가
제어기구(300b)의 에너지원 구동기(336b)에서 나온 전류에 의해 작동된다. 또, 사이클 타이머(212b)는 0으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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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된다.
<138>

740 단계에서 근접센서(600)를 감시하여, 피부에 대한 근접도나 접촉도가 프로세서(44b)에 의해 원하는 값으로
검색되지 않으면 750 단계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760으로 간다. 750에서, 제어기구(300b)에 의해 관리되는 타
임아웃 카운터에 프로세서(44b)가 접속하는데, 타임아웃 카운터는 치료기(20b)가 치료를 정지하는 시간 값이 저
장된다. 프로세서(44)는 제어기구(300)가 관리하는 최대 타임아웃 값 및 치료기(20b)를 끌 수 있는 최대 시간을
나타내는 최대 타임아웃에 저장된 값과 카운터의 값을 비교한다. 최대 타임아웃을 정할 수도 있지만, 보통 1초
내지 20초의 시간이 적당하다. 타임아웃 카운터가 나타낸 값이 최대 타임아웃 값보다 작으면, 740으로
진행하되, 치료기(20b)가 피부에 원하는 만큼 근접하거나 카운터의 값이 최대 타임아웃 값을 넘어 타임아웃이
일어날 때까지 진행한다. 타임아웃이 일어나기 전에 치료기(20b)가 원하는 근접도에 이르면, 760으로 진행하여
에너지원(30)이 켜지고, 이어서 550 단계가 실행된다. 타임아웃이 되면 590 단계로 진행해 치료기(20b)를 저전
력 모드로 둔다.

<139>

550에서는 앞판(23)의 온도를 읽는데, 여기서는 온도센서(332b)로 온도를 구한다. 603 단계에서, 에너지원(30)
에 보내진 전류와 다른 인자들을 조정하는데, 앞의 방법(400)의 560, 565 단계에서 설명한대로 피부온도를 기초
로 조정한다.

<140>

570 단계에서는 필요한 내부인자를 조정해 치료의 진행을 반영한다. 740에서는 근접센서(600)를 감시하고, 원하
는 근접도에 없으면 750으로 나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580으로 진행하여 치료의 종료를 결정한다. 이 방법은
750과 740 사이를 반복하여, 치료기가 원하는 근접도에 있거나 타임아웃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치료할 피부
가 원하는 근접도에 있을 때 프로세서(44b)가 근접센서(600)를 감시해 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근접센서(600)와
제어기구(300)를 구성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13>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치료기의 정면도;

<14>

도 2는 도 1의 치료기에 사용된 1회용 용기의 정면도;

<15>

도 3은 도 1의 치료기의 전개 측면도;

<16>

도 4는 도 1의 치료기의 배면도;

<17>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서버에 연결된 치료기를 보여주는 개략도;

<18>

도 6은 도 1의 치료기의 프로세서의 진행단계를 보여주는 순서도;

<19>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온도센서가 달린 치료기의 단면도;

<20>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소자들을 보여주는 블록도;

<21>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치료법의 순서도;

<22>

도 10은 도 1의 치료기의 각종 헤드의 사시도;

<23>

도 11은 본 발명에 따라 어댑터에 도 1의 치료기가 결합되는 상태를 보여주는 전개사시도;

<24>

도 12는 앞판에 EEPROM이 없는 경우의 블록도;

<25>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근접센서가 달린 각종 치료기 헤드의 사시도;

<26>

도 14는 본 발명에 따라 전자파실드가 달린 각종 치료기 헤드의 단면도;

<27>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소자들을 보여주는 블록도;

<28>

도 16은 유해전자파의 노출을 줄이는 방법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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