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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G. Altshuler 등에 2002년 6월 19일 출원된 동시 계속 미국 특허 출원(출원 번호 60/389/871, 제목 : 피
하 진피 가열을 위한 방법 및 장치)의 이점을 청구한다.

본 발명은 조직의 광열 치료를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써, 더욱 상세하게는 진피와 피하 진피(subdermal)
경계 부위 깊이에서 시작하여 그로부터 확장하여 위치하는 조직의 적어도 선택 부위를 광열 치료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련한다.

배경기술

다양한 치료상 및 미용상의 목적들을 위해 선택된 조직 부위에서 온도를 상승 및/또는 저하시킬 수 있는 이점들이
한동안 공지되었다. 예를 들어, 가열된 패드들 또는 기판들, 또는 마이크로파 방사선, 전기, 적외선 방사선 및 초음파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기 방사선은 이전에는, 예를 들어 혈류를 증가시키거나 다양한 상해들 및 다른 손상
의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 피하 진피 근육들, 인대들, 뼈들 등등에 가열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상이나 고열의 치료, 혈
액 순환 개선, 물리적 치료, 콜라겐 자극, 셀룰라이트 치료, 아드레날린 자극, 상처 치료, 건선 치료, 인체의 재성형,
비 침투성의 주름 제거 등과 같은 다양한 치료적 목적들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조직의 가열은 또한 암 또는 다른
원하지 않는 성장, 감염 등을 제거하기 위한 잠재적 치료로써 이용되어 왔다. 가열은 예를 들어 손이나 발 또는 인체
전체를 포함하여 넓은 조직 부위 부위들 같이 작은 국부적 부위, 넓은 부위에 가해질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대부분의 기술들은 환자의 피부 표면을 통해 조직의 깊이에 에너지를 가하는 단계를 수반하고, 일반
적으로 최고 온도는 환자의 피부 표면 또는 그 가까이에서 발생하고, 때로 깊이에 따라 상당히 감소한다. 더욱이, 마
이크로파 또는 초음파 및 다른 음향 방사선은 과거에는 깊이에 특정 가열 치료를 위해 사용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Knowlton의 미국 특허(특허 번호 5,871,524), Richards 등의 미국 특허(특허 번호 5,769,879), Weiss의 미국 특허
(특허 번호 5,507,790), Fellner의 미국 특허(특허 번호 5,143,063)에서 개시되었으며, 이는 방사선 특정하게는 마
이크로파가 잠재적으로 돌연변이성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포 또는 전신적 손상의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음향원들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비용이고, 넓은 부위의 치료에는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은 조직 가열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광학적 및 적외선(NIR)방사선(종합하여서 이후에는 "광 방사선"로써 언급됨)는 일반적으로 저 비용이고 비-돌연변
이성에 마이크로 방사선보다 안전한데, 상기 광 방사선의 사용은 지금까지는 깊이로 조직의 가열을 수반하는 대부
분의 애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았고, 여기서 사용된 "조직 깊이로(tissue at depth)"이라는 용어
는 진피 및 하피의 경계 부위의 조직을 의미하고, 상기 조직은 진피 아래, 대개는 1mm보다 깊은 깊이이고, 상기 경
계 부위의 아래 조직 약 50 mm까지의 깊이일 수 있다. 이러한 방사선이 적합하다고 고려되지 않은 이유는, 상기 방
사선의 상당 부분이 가열을 유발하도록 하는 조직 부위의 깊이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그러한 방사선이 조직
의 표면층에서 고 분산되어 고 흡수되기 때문이다. 분산 및 흡수로 인한 에너지 손실의 관점에서, 실제적 광학적
(NIR을 포함)에너지는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조직 부위의 깊이에 충분한 그러한 에너지가 도달되도록 가해져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고 에너지는 조직의 표면층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조직의 부위의 깊이에 원하는 광열
치료의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광 방사선은 지금까지는 조직 상에 깊이에 치료 및 미용을 위
해 많아야 제한된 가치를 가졌다.

더욱이, 조직의 깊이에 가열 단독은 다수의 치료에 유용한 반면, 예를 들어 근육이나 관절의 고통 및 경직을 경감시
키기 위한 치료법들이 존재하고, 이때 조직에 대해 마사지 또는 다른 기계적 자극, 초음파 또는 다른 음향적 자극 또
는 전기적 자극과 결합한 가열이 또한 유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 부위의 깊이에 광열 치료를 위한 개선된 방법 및 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특정하게는 조직의 피
하 진피 부위에 대해 다양한 치료법으로 상기 부위에 자극과 결합한 가열을 위한 방법 및 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된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인체 내의 위치된 조직의 깊이에 광열 치료(치료 및 미용)를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
한 것으로, 이러한 용어는 이미 정의되었다. 본 발명을 실행하는데 사용된 광 방사선은, 상기 방사선의 최대량이 깊
이의 치료 부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자의 피부에서 높게 분산되지도 않고 수분에 의해 조직으로 높게
흡수되지도 않는 파장 또는 파장 대역에 존재한다. 사용된 파장은 전형적으로 약 600nm 내지 약 1850nm 사이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800nm 내지 약 1350nm 사이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1050nm 내지 약 1250nm 사이이
다. 조직의 특정 깊이들에 대한 다른 잠재적 부위들은 테이블 1에 개시된다. 파장이 길면 길수록 분산은 더 낮아지지
만, 지정된 대역 밖에서는 수분의 흡수가 너무 높아서 방사선이 조직의 깊이에 거의 도달할 수 없다. 치료되는 조직
이 언급된 대역 내에서 사용된 파장들에서 발색단(chromophore)인 동안, 이것이 본 발명을 제한하지는 않으면서,
부위 내에 더 낮은 정도의 지방 또는 지방질로의 수분에 의한 흡수는 일반적으로 원하는 가열을 달성하기에 충분하
다. 몇몇 애플리케이션들에 있어서, 특정 파장들에서의 흡수는 적합한 발색단을 치료 부위에 전달함으로써 증가될
수 있다. 사용된 상기 광 방사선 소스는 레이저 도는 광 방출 다이오드(LED)와 같은 단색 소스일수 있고, 할로겐 램
프 또는 아크 램프 같은 넓은 스펙트럼 소스일 수 있다. 넓은 스펙트럼 소스가 사용될 때, 상기 대역들의 외부의 파장
들을 필터링하거나 시프팅시키는 것이 수행될 수 있다. 상기 소스는 펄스 소스이거나 연속파(CW) 소스일 수 있다.
태양 같은 자연광원이 또한 본 발명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소스가 펄스 소스일 때, 상기 소스는 전형
적으로 각 펄스의 지속기간동안 치료 부위에 대해 잔존하고, 또는 연속된 펄스들이 적용될 수도 있다. 소스가 CW소
스일때, 상기 소스는 선택된 비율로 환자들 피부의 표면에 대해 이동되는데, 상기 이동 비율은 주어진 치료 부위에
대한 잔존 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본 발명은 또한, 광 방사선의 가해짐과 동시에 환자의 피부 표면에 가해져야 하는 냉각을 필요로 한다. 상기 방사선
이 가열을 신속히 시작하기 위해, 치료되는 조직 깊이에 도달하는 동안, 냉각은 치료 부위 상부의 조직을 보호하고
최대 가열 깊이를 피부 속으로 더 이동시키는 한파(cold wave)를 전달한다. 이상적으로 상기 한파는 치료 부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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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깊이로 전달하지만, 최소한 원하는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 충분한 에너지가 치료 부위에 전달될 때까지는 치료
부위로 확장하지 않는다. 상기 냉각이 또한 치료 부위의 상부 조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원하는 깊이 또는
그 가까이에 최대 열을 좀 더 신속히 유발시키기 위해 방사선을 조직에 가하기 전에 환자 피부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는 또한 방사선원에 대한 더 높은 에너지 및 더 짧은 지속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방사선을 가하기 위해 사용된
헤드가 냉각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성은, 연장된 시간에 대해서 낮은 전력으로 방사선이 인가되고, 상기 시간은 치료 깊이 및 수행되
는 치료에 의해 변화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간은 대략 1 mm 내지 50 mm 각각의 깊이에 대해 대략 2 초 내지
대략 2 시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 수행되는 깊이, 치료 및 다른 인자들에 따라서, 전력 밀도는 대략 0.2 내지 50W/
cm2, 더욱 바람직하게는 대략 0.5 내지 20W/cm2, 가장 바람직하게는 대략 0.5 내지 10W/cm2 또는 대략 0.5 내지
5W/cm2 으로 변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다른 이점들, 새로운 특성들, 및 목적들은 첨부된 도면들과 함께 고려될 때 본 발명의 다음의 자세한 설명
들로부터 명백하게 될 것이고, 상기 도면들은 개략적인 것으로써 정확한 축적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다. 도면들에서,
다양한 수치들로 도시된 각각 동일한 도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 단일 숫자 또는 기호로 표시된다. 명료성을 위
해, 모든 부분들이 모든 도면들에 표시되지는 않으며, 해당 분야의 기술자들이 본 발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예시가 도시된 본 발명의 각 실시예의 모든 부분이 표시되지도 않는다.

본 발명의 제한 없는 실시예들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조직 샘플에 적용됨에 따른,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개략적 다이아그램.

도 2는 내부 구조 구성을 나타내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적 다이아그램.

도 3은 다른 내부 구조 구성을 나타내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적 다이아그램.

도 4는 다른 내부 구조 구성을 나타내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적인 다이아그램.

도 5는 다른 내부 구조 구성을 나타내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적인 다이아그램.

도 6은 다른 내부 구조 구성을 나타내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적인 다이아그램.

도 7은 서로 결합되어 이용되는 본 발명의 다수의 장치들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다이아그램.

도 8은 다른 내부 구조 구성을 나타내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적인 다이아그램.

도 9는 다른 구조를 갖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적인 다이아그램.

도 10은 특정 계산에서 사용된, 조직 모델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조직 샘플 대 조직 깊이에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해 생성된 온도의 도표.

도 12는 조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생성된 온도 경감 특성의 도표.

도 13은 방정식 12를 이용하여 결정된 바와 같이 가열 깊이 대 치료 시간의 도표.

실시예

본 발명이 유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은, 다양한 질병들, 특히, 셀룰라이트 및 피하 지방치료, 물리적 치료, 근육
및 관절의 고통 및 경직을 경감시키는 것을 포함한 근육 및 골격 치료를 위한 치료, 및 척수 문제의 치료, 및 팔목 터
널 증후군(CTS), 건염 및 점액낭염, 섬유 근육통, 림프수종 및 암 치료와 같은 추적 충격 장애(CTD's : cumulative
trauma disorders) 치료를 포함한다.

암 치료와 관련하여 더욱 특정하게는, 본 발명 내용을 사용하여 유발되는 고열은 기저 세포암, 편평 세포암, 림프종,
및 흑색종의 가능한 치료(완화)를 포함하는(제한되지는 않음) 다양한 피부암들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고열
은 또한 예를 들어 x 선과 같은 방사선 요법, 화학 요법, ALDARA 와 같은 면역 조절자 요법, 또는 PDT 요법의 효능
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결합 요법은 예를 들어 필요한 치료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치료되는 조직은 콜라겐이 풍부한 조직일 수 있다. 치료될 수 있는 콜라겐이 풍부한 조직은 표면 피질골, 활막 관절
낭, 건초, 메니시(menisci), 근막 경계들, 골막, 섬유근, 또는 주요 신경 줄기들을 포함한다. 장치가 또한 조직의 아래
표면에 콜라겐 생성 자극을 통하여 비-침투성의 주름 제거와 같은 재성형 과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37.5 내지
45 ℃ 사이의 온도로 조직의 아래 표면 부위를 가열하는 것은 새로운 콜라겐 및/또는 엘라스틴의 생성을 자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직이 20분 내지 30분 동안 41 내지 42℃ 사이로 가열될 때 HSP70("Heat Shock Protein : 열충
격 단백질") 형질이 자극될 수 있다. 다른 단백질들, 시토킨(cytokin) 및/또는 성장 요인들이 또한 가열에 반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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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 상당히 새로운 콜라겐 퇴적, 형성 또는 재배열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는 주름, 미세한
선들, 신장 점 또는 다른 지시물들이 제거되도록 허용하면서 피부 상태 또는 피부결을 개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콜라겐 퇴적을 자극하고 비가역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용 시간 및 도달되는 온도가 존재한다. 추가
로, 다중 치료들이 몇몇 치료 형태들에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내용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열은 또한 헤어 성장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건선, 상처, 적면증 및 다양
한 상태의 발톱 및 손톱 치료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 헤어 성장 관리에 대해서, 이는 일시적 및 영구적 헤어 제거 및
헤어 성장의 제어를 포함하고, 진피 또는 피하 진피 온도의 몇도 상승(예를 들어 42 내지 45 ℃)은 아나젠 탈모를 발
생시킬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회색, 흰색, 갈색 헤어 같이 멜라닌을 약간 포함하거나 아예 포함하지 않는 헤어에서
헤어 성장 관리 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그러한 치료의 효과는 멜라닌에 의해 흡수된 파장을 사용하거나, 다른 헤어
제거 기술들과 상기 치료를 결합하여 실행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고열은 또한 반상 건선 및 손톱 건선을 포함하
여 건선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기술들은 건선 치료를 위해, 단독으로 또는 예를 들어 엑
시머 레이저, 플래시 램프, uv 또는 펄스 색소 레이저, 또는 다른 현존하는 치료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정상적
인 조직과는 다른 가교 및 다른 변성을 갖는 상처는 예를 들어, 변화(turnover)를 감소시키기 위해 고열 치료될 수
있고, 상기 변화는 상처 조직에 대해 충분히 개선된다. 상처의 모양에 조정 가능한 구멍을 갖는 특별한 핸드피스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바람직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내용과 관련하여 도입된 고열은 또한 적면증을 유발하는, 여포
내 존재하는 여드름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에 의해 유도된 고열은 발톱 또는
손톱을 성장 율을 강화시키거나 제어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손톱 곰팡이 및 이영양성 손톱과 같은 이러한 손
톱 상태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손톱(기질)은 광치료에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상기 손톱들은 물중
탕에 출현시켜 냉각되거나 상기 광에 노출될 수 있다. 강화된 손톱 성장 기구는 신진 대사, 혈액 공급(열 및 광에 의
한 혈관 작용) 또는 생체 자극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상처 치료를 강화시키거나 촉진하고 또는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조직에 열 에너지를 가하는것이 예를 들어 물
리적 요법 치료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로운 효과들은, 관절 경직의 감소, 건 및 상처 조직과 같은 콜라겐 구조의 관
절 유연성 증가, 고통 경감, 혈류 변화, 또는 근 경련 감소 및 근긴장 증가를 포함한다. 다른 예시로서, 큰 단백질 분
자들을 높은 흡수 계수들을 가질 수 있고, 단백질이 풍부한 콜라겐 조직의 가열은 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 상당히 다
양한 상태들이 본 발명을 사용하여 치료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긴장된 건, 건초염, 톤(torn) 인대, 건염, 점액낭염,
톤 관절낭, 또는 톤 근육을 들 수 있으나 이것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다른 예제로서, 가열되는 동안에 다른 처리 과
정들이 조직 내에서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직의 가열은 약제성 또는 다른 생물활성 물질
의 활동을 향상시키거나 수정하기 위해, 또는 피부를 통한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마사지 같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 자극이 단독 치료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이점보다 더 큰 이점을 달성하기 위해 가열과 결합하
여 사용될 수 있다. 압력 또한 치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치료 부위 상부 표피에 가해질 수 있다.

다른 예시에서, 조직이 상기 조직의 손상 온도보다 더 큰 온도로 가열될 때, 세포사, 세포 사멸 등을 포함하여 그 이
상까지 비가역성의 변화들이 조직에 발생할 수 있다. 손상 온도는, 세포들, 콜라겐, 또는 다른 조직 컴포넌트가 비가
역 손상될 수 있는 온도이다. 상기 손상 온도는 특정 요법 상황, 예를 들어 콜라겐, 악성 또는 초기 종양, 헤어 벌브,
진한 색소 병소 또는 지방과 같은 원치 않은 세포들 도는 다른 구조들을 손상시키기 위해 유용할 수 있다. 더욱이, 체
온(전형적으로 37℃) 이상의 온도로 그러나 손상 온도보다는 낮은 온도로 조직을 가열함으로써, 신진 대사와 같은
다양한 생물학적 프로세스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조직이 종양일때,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또는 적어도 괴사 중심과 같이 부분적으로 본 발명의 내용에 따라 열을 이
용할 수 있다. 조직-조작된 비계처럼 조직이 인공적으로 생성된 조직일 때, 인공 조직의 중심의 선택적 가열은 예를
들어, 조직 내 세포 분열을 자극하고 인공 조직 구조내의 세포 분열 및 세포 성장을 가속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들에서, 본 발명은 국부적 지방 퇴적의 비-침투성 또는 비-파괴성 감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본 발명은 세포 손상 및/또는 괴사를 유발하면서, 자신들의 손상 온도를 지난 지방 또는 지방성 세포들에 열을
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양자택일로써, 치료된 세포들은 세포사를 유발하는 세포 사멸을 겪을 수 있다. 그 후 죽
은 세포들은 예를 들어 인체의 식세포계 또는 임파계에 의해 제거되건 인체 내부로 재흡수 될 수 있다. 지방 감소는
또한 높은 온도 그러나 손상 온도 이하로 지방 또는 지방성 세포들을 가열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세포들은 약 41 ℃ 내지 약 45℃ 사이의 온도로 가열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피하 지방을 가열하는 것은 리
파아제를 활성화시키거나 피하 지방층 내에서 발견된 지방성 조직 내에 포함된 지질을 신진대사시킬 수 있고, 또는
가열된 부위에 혈류가 증가될 수 있다. 추가로, "지방 분해" 또는 체내 지방을 분해(breaking down)시키는 과정은
HSL("hormone-sensitive lipase" : 호르몬 민감성 리파아제)과 같은 온도에 민감한 효소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성 세포들의 온도를 높이는 것은 지방 분해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치료되는 부위의 피하 진피 지
방 감소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온도는 혈관성/림프 손상 온도 이하일 수 있으므로, 손상된 지방성 세포들 및 지방
산은 치료 부위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다. 게다가, 본 발명의 애플리케이션은 약물투여, 운동, 또는 아드레날린 자극
과 같은 다른 지방-감소 기술들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피하 지방을 가열하는 것은 또한 증가된 진피 두께를 유
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 조직은 섬유 및 진피 조직으로 대체될 수 있고, 이는 개선된 피부 상태를 가져온다. 피
하 지방의 림프계 열에 의한 활성화는 또한 여분의 세포 공간에서 단백질을 제거하여 셀룰라이트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방법을 언급하면, 지방 및/또는 셀룰라이트 감소는 높은(그러나 손상 임계 온도 ~ 43-48℃ 이하) 온도를 타겟
부위의 깊이에 제공함으로써 본 발명의 기술들을 이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약한 고열은 하나 또는 몇개의 다음 접
촉 반응을 통해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킨다.

1. 지방 분해 과정을 조정하는 효소들, 특히 호르몬 민감성 리파아제(HSL)의 활동 증가. 결과적으로, 하피 내의 지
방 저장의 감소.

2. 지방 저장의 그 이상의 감소 및 연결된 조직의 가속된 재생성을 포함(그것들로만 한정되지 않음)하여, 다중의 양
성 결과들을 갖는 타겟 부위 내의 혈류 및 림프류를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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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체의 스카벤징계에 의해 잔존 세포 물질의 결과적 제거로써 아디포사이트(adipocytes) 내의 세포 사멸 유발.

4. 지방 글로뷸 및 아디포사이트의 막 침투성을 가져오는, 지질 점성의 감소.

5. 진피 콜라겐이 동시 변화되는 또는 동시 변화되지 않는, 피하 진피 지방 저장소 주변의 연결 조직의 자극 및/또는
재구성.

순수 결과는 하피 내의 지방 및 연결 조직 사이의 균형이 상기 연결 조직쪽으로의 이동됨과 개선된 피부 상태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위한 장치(100)를 도시한다. 이러한 장치에 대해, 적합한 에너지원(1)으로부터의 광학
적 에너지(30)는 조직(31)에 도달하기 전에, 광학적(예를 들어, 포커싱) 장치(2), 필터(3), 냉각 기구(4) 및 접촉 기
판(8)을 통과한다. 향상된 광학적 및 열적 접촉을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광학적 임피던스 정합 로션 또는 다른 적합
한 물질이 전형적으로 기판(8) 및 조직(31) 사이에 가해진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조직(31)이 상부 부위(5) 및
하부 부위(6)로 세분되는데, 상기 상부 부위는 방사선이 피부 표면에 가해지는 때에는 표피 및 진피이고, 이전 예제
에서 상기 하부 부위는 피하 진피 부위이다. 광학 장치(2)로부터의 포커싱 및 필터(3)로부터의 파장 선택의 단독 또
는 조합과의 결합, 또는 매커니즘(4)으로부터의 냉각과의 결합이 가능한 에너지(30)는 선택된 깊이에서 발생하는
최대 열을 가져오는데, 상기 깊이는 이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대해 부위들(5 및 6)의 결합부 또는 그 근
처, 또는 하부 부위(6)이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서, 예를 들어 단색원이 사용되는 곳인 필터(3) 또는 광학 장
치(2)와 같은 이러한 특정 컴포넌트들은 필수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서, 에너지원(1), 광학 장치(2) 및/또는 필터(3)는 또한 냉각 기구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냉각 기구는 도 1에서 화살표들(32)로 나타낸 바와 같이, 접촉 기판(8)을 통해 조직(31)을 냉각시키는 냉각
기구(4)에 연결된 것과 동일한 것일 수 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1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냉각 기
구(4)과 분리되어 도시된, 냉각 기구(7)이 필터(3)를 냉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에너지원(1)은 원하는 치료 부위의
조직(31) 내의 깊이에 열을 발생시키는 파장에서 광학 에너지(30)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임의의 적합한 광학 에너지원
일 수 있다. 정확한 에너지원, 및 선택된 정확한 에너지는 가열되는 조직(31)의 함수, 치료가 요구되는 조직의 깊이
함수, 및 치료되는 원하는 부위에 상기 에너지의 흡수 함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원(1)은 방사등, 할로겐등,
백열등, 아크등, 형광등, 광 방출 다이오드, 레이저(다이오드 및 섬유 레이저 포함), 태양 또는 다른 적합한 광학 에
너지원일 수 있다.

에너지원(1)은 광대역 스펙트럼에 대해, 제한 스펙트럼에 대해, 또는 광 방출 다이오드 도는 레이저에 의해 생성되
는 것과 같은 단일 파장에서 적외선 부근 또는 가시 광선과 같은, 전자기 방사선을 생성할 수 있다. 특정 경우에 있어
서, 협대역 스펙트럼원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 이는 상기 에너지원에 의해 생성된 파장(들)이 특정 조직 유형에 타겟
되거나, 선택된 깊이에 도달하기 위해 적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광대역 스펙트럼원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조직에 가해지는 파장(들)은 그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예를 들어 다른 필터들을 적용함으로써
변화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바람직하다.

앞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가해진 광학 방사선의 분산 및 흡수를 둘다 최소화 하기 위해, 에너지원(1)에 의해 생성된
광학 방사선은 최소 분산 및 흡수되는 파장을 가진 방사선이어야 하고, 이때 가능한 파장들은 테이블 1에 일반적으
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깊이가 증가하면서 감소한다.

특정 파장들은 치료되는 조직에 의해 우선적으로 흡수될 수 있다. 일예에서와 같이, 만일 치료되는 조직이 피하 지
방을 포함한다면, 특정 파장들은 주변 조직에 의해서보다 지방 도는 지방성 세포들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925nm, 1206nm, 1730nm 및 2300nm 부근의 파장들을 갖는 광학 방사선은 바람직할 수 있다(예
를 들어, 적합한 범위를 위해 여기에서 참조로써 인용된 동시 계속 출원(출원 번호 09/277307)을 참고하시오). 그러
나 이러한 범위들 중 오직 세 개의 하위 범위만이 전형적으로 본 발명을 실행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충분한 침투를
제공한다. 이러한 파장들의 전자기 방사선을 사용하여, 지질 내의, 특정하게는 지방성 조직 내에 위치된 트리글리세
라이드 내의 방사선의 흡수 계수는 수분에서 이러한 파장들의 흡수 계수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 샘플에
가해질 때의 이러한 파장들은 지방 조직에 의해 우선적으로 흡수될 것이므로, 이러한 조직의 우선적으로 가열되게
된다. 지방성 조직의 선택적 가열은 수용성 조직에 대한 지방성 조직의 더 낮은 열 용량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또
한, 진피에 대해 피하 지방의 감소된 혈류량은 지방성 조직의 선택적 가열을 향상시킬 수 있다. 타겟 부위 내의 혈류
를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압축은 열 누출을 가져오는 상기 타겟 부위로부터의 원치 않는 열 대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
다. 피하 진피 타겟 부위로의 압축은 피부 주름을 형성하고 그 측부에 피부 압력을 가함으로써 선택적이 될 수 있다.
이는 광학적 노출 필드 외부에서의 피하 지방 및 피부의 압축을 발생시킨다. 상기 피부 주름의 상부 상의 피부, 즉 광
학 방사선에 노출되는 피부는 압축되지 않으므로, 상기 피부 주름의 길이가 임계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한은 그곳의
혈류는 상당하게 감소되지는 않는다. 광학 방사선에 노출된 진피 부분 내의 혈류는 이러한 피부 압축에서의 원치 않
는 과도한 열을 제거에 일조할 수 있다.

광학 장치(2)가 포커싱 장치일 때, 조직(31)에서, 상기 장치는 특정하게는 조직(31)의 선택된 깊이에서 에너지원(1)
으로부터 도착하는 에너지(30)의 적어도 부분을 포커싱할 수 있는 임의의 적합한 장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치
(2)는 미러들, 프리즘들, 반사경들, 프레넬 렌즈나 조준 렌즈나 포커싱 렌즈 같은 렌즈들, 회절 격자들, 또는 다른 광
학적 장치를 포함 할 수 있다.

필터(3)는 에너지원(1)으로부터 특정 파장들 또는 파장 대역들을 선택하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임
의의 적합한 필터일 수 있다. 특정 유형의 필터들에 있어서, 일련의 특정 파장들이 상기 필터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
상기 에너지원(1)으로부터의 에너지 내의 원치 않는 파장들은 테이블 1에서 및 위에서 나타낸 원하는 파장 대역들
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공지된 방법으로 파장 시프팅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필
터(3)는 전자기 반사선의 특정 파장들을 흡수하거나 반사 또는 수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터(3)는
주변 조직들에 의해 흡수되는 특정 유형의 파장들을 제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피 및 표피 조직은 인
체의 대부분에서 그러하듯이, 기본적으로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 분자들을 여기시키는 파장들을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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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는 필터를 사용하여, 인체에 의한 이러한 파장들의 흡수는 상당히 감소될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분자들에서
광 흡수에 의해 생성된 열의 양 감소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방사선을 수분-기질의 필터에 통과시킴으로써, 물
분자들을 여기시킬 수 있는 방사선의 그러한 주파수들은 수분 필터에서 흡수될 것이고 조직(31) 내부로 침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분-기질의 필터는 치료 부위 상부쪽의 조직에 흡수되오 혈로 전환되는 방사선의 양을 감
소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필터(3)는 예를 들어, 냉각 시스템(4) 또는 냉각 기구(7)과 같은 다른 장치 요소들과 조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분은 접촉 기판, 및 상기 접촉 기판과 접촉되는 조직을 냉각시킬 뿐 아니라, 에너지원(1) 또는 다
양한 다른 장치요소들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30)를 감쇠시킬 수 있다. 하나 이상이 필터 또는 필터 유형이 또한 존
재할 수 있다.

도 1은 조직(31) 표면에 인접한 냉각 기구(4)을 도시한다. 냉각 기구(4)은 조직(31)의 온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임의
의 적합한 냉각 기구일 수 있다. 열 에너지(32)는 접촉 기판(8)에 대해 조직(31)으로부터 냉각 기구(4)로 유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냉각 시스템(4)은 공기, 또는 접촉 기판(8)을 통한 다른 적합한 기체, 냉각수, 또는 냉각 오일 또는
다른 액체일 수 있다. 오일 및 물의 혼합물 같은, 이러한 물질들의 혼합물이 또한 고려될 수 있다. 냉각 기구(4)은 예
를 들어 평평한 기판, 일련의 유도성 파이프들, 시스 블랭킷(sheathing blanket), 또는 일련의 채널들과 같은, 기판
(8)에 대해 공기 또는 다른 기체들 또는 액체의 통로를 위한 임의의 적합한 구성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실시
예에서, 냉각 시스템(4)은 수분-냉각의 접촉 기판일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냉각 기구(4)은 냉각제 액체 또는 냉
매 액체(예를 들어, 한제(cryogen))를 운반하는 일련의 채널일 수 있는데, 이때 상기 채널들은 조직(31) 또는 기판
(8)과 접촉하여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냉각 시스템(4)은 조직(31) 표면에 대해 수분 또는 냉매 액체(예를 들어
R134A) 스프레이, 공냉 스프레이 또는 공기 흐름을 포함 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냉각은 화학 반응(예를 들어,
흡열 반응)을 통해 또는 펠티에 냉각과 같은 전기적 냉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냉각 기구
(4)은 한가지 유형 이상의 냉각제를 가질 수 있고, 또는 상기 냉각 기구(4) 및/또는 접촉 기판(8)은 예를 들어, 조직
이 예를 들어 한제 도는 다른 적합한 스프레이를 통해 수동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냉각되는 실시예들에서는 존재하
지 않을 수 있다. 센서들 도는 다른 모니터링 장치들은 또한 예를 들어,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조직(31)에 의해 요구
되는 냉각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냉각 기구(4) 내에 삽입될 수 있고, 수동으로 또는 전기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

특정 경우들에 있어서, 냉각 기구(4)은 조직(31)의 표면 온도를 그것의 정상 온도, 치료되는 조직 유형에 따라 예를
들어 37 도는 32 ℃ 일 수 있는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냉각 기구(4)은 조직의 유
형의 정상 온도 이하의 온도로 조직(31)의 표면 온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냉각 기구(4)은
예를 들어, 25℃ 및 -5℃ 사이의 범위로 조직(31)의 표면 온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에너지원(1)으로부터의 에너지(30)는 냉각 기구(4)을 통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들의 구성에서, 냉각 기구(4)은 예를 들어, 공기, 수분 또는 다른 기체들 또는 액체들, 유리,
또는 깨끗한 플라스틱과 같은, 에너지(30)의 적어도 부분을 전송할 수 있는 물질들로 구성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
에서, 냉각 기구(4)은 일련의 이산 채널들로 형성될 수 있고, 에너지(30)는 이러한 채널들 사이를 통과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에서, 에너지(30)는 냉각 기구(4)에 직접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8에 도시된 실
시예에서, 에너지원(19) 및 냉각 시스템(18)은 챔버(17)의 반대편 측들에 배치될 수 있다.

접촉 기판(8)은 적합한 열 전달 물질로 형성될 수 있고, 또한 이때 조직과 양호한 광학적 매칭을 갖는 물질의 상기
기판은 조직(31)과 접촉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접촉 기판(8)은 높은 열 전도도를 가질 수 있는데, 이는 예를 들어
조직의 표면을 냉각 기구(4)에 의해 냉각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접촉 기판(8)은 냉각 기
구(4)의 필수부일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 도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서 접촉 기판(8)은 예를 들어, 수
화 겔과 같은 겔처럼 응력성의(deformable) 또는 점탄성의 물질로 구성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접촉 기판
(8)은 유리, 사파이어 같은 석영,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고체 물질로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에너지원(1)으로부터의 에너지(30)는 접촉 기판(8)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들에
서, 접촉 기판(8)은 예를 들어, 유리, 사파이어, 도는 깨끗한 플라스틱과 같은, 에너지(30)의 적어도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물질들로 구성될 수 있고, 또는 접촉 기판(8)은 에너지(30)의 적어도 부분을 예를 들어 상기 접촉 기판(8)
내의 일련의 구멍들을 통해 접촉 기판(8)을 통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들에서, 시스템(100)의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냉각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에 도
시된 실시예에서, 광학 장치(2) 및 필터(3)가 냉각 기구(7)에 의해 냉각될 수 있다. 냉각 기구(7)의 설계는 장치 구성
에서 사용된 컴포넌트들의 함수일 수 있다. 도 1의 냉각 기구(7) 및 냉각 기구(4)은 분리된 시스템으로서 도시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들에서, 냉각 기구(7) 및 냉각 기구(4)은 동일한 시스템의 부분일 수 있고, 둘 중 하나가 존재하
지 않거나 둘 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냉각 기구(7)은 공기, 수분, 도는 오일과 같이 공지된 임의의 적합한 냉각 기
구일 수 있다. 오일 및 수분의 혼합과 같은, 상기 물질들의 혼합물은 또한 고려될 수 있다. 상기 컴포넌트들의 냉각은
대류성 또는 전도성 냉각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에너지원(1), 광학 장치(2), 필터(3), 냉각 기구(4), 또는 냉각 기구(7)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전기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냉각 기구(4) 또는 접촉 기판(8)에 삽입된 센서들은 조직(31)에 도달하는 에
너지량을 결정할 수 있고, 더 많은 또는 더 적은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에너지원(1)을 관리하거나 냉각을 증가/감
소시키기 위해 냉각 기구(4)을 관리할 수 있다. 다른 센서들 및 그와 같은 것들은 여기에 도시된 임의의 컴포넌트들
에 삽입될 수 있다. 제어는 예를 들어, 전기적으로 프로그래밍되거나 수동으로 조작 가능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조직의 특정 부위 또는 영역을 치료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 8 및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전체 인체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8에서, 챔버(17)는 냉각 기구
(18) 및 에너지원(19)을 포함한다. 냉각 기구(18)은 냉각 기구들(4 및 7)에 대해 언급된 동일한 방법들로 냉각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원(19)은 필터들(40)에 의해 광학적으로 둘러싸여진 일련의 램프들 또는 다른 에너지원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필터들(40)은 챔버(17)의 측면 속으로 형성된다. 도 9는 다른 설계를 도시하는
데, 이때 챔버(17)는 냉각 기구(18)을 갖지만 에너지원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태양(41) 또는 다른 (외부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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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와 같은)에너지원으로부터의 에너지(42)는 예를 들어 반사경들(20)에 의해, 또는 프레넬 렌즈와 같은 렌즈에 의
해 챔버(17)로 직접 향한다. 환자는 공기 흐름 또는 다른 적합한 냉각 기구(18)에 의해 챔버 내에서 냉각될 수 있다.

도 2에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가 도시된다. 본 실시예에서, 예를 들어 백열등과 같은 램프(9)가 에너지원으로써
사용된다. 조직(31)의 치료 부위에 광 전달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램프(9)는 특별하게 코팅된 반사경에 의해 둘
러싸여진다. 유동체(13)는 접촉 기판(8) 및 필터(3) 사이를 통과한다. 유동체(13)에 의해 냉각된 접촉 기판(8)은 그
것이 적용된 조직 표면을 냉각시킬 수 있다. 도 3에서, 램프(9)는 단색 광 방출 엘러먼트(11) 및 렌즈(12)로 대체되
었는데, 상기 엘러먼트는 예를 들어, 레이저 다이오드, 다른 적합한 레이저 또는 광 방출 다이오드이다. 도 2에 도시
된 실시예에서처럼, 접촉 기판(8) 및 필터(3)는 그 사이를 흐르는 유동체(13)에 의해 냉각되고, 이러한 두개의 컴포
넌트들은 또한 압력 캔으로부터의 R134A 와 같은 차가운 유동 기체 흐름에 의해 냉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시예는 단색 엘러먼트(11)가 에너지원으로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도시한다.

다른 유형의 냉각 기구이 도 4에 도시된다. 도 4에서, 에너지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는 반사경(10)을 사용하여
필터(3), 투명한 절연 물질(16), 및 접촉 기판(8)을 통해 반사된다. 두개의 유동체는 상기 필터 및 접촉 기판을 냉각
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상부의 유동체(14)는 필터(3) 및 절연 물질(16) 사이를 흐르는 반면, 하부의 유동체(15)는 절
연 물질(16) 및 접촉 기판(8) 사이를 통과한다. 본 실시예에서, 유동체들(14 및 15)은 동일한 유동체가 아닐 수 있
고, 다른 실시예에서 두개의 유동체는 동일한 유동체 일 수 있거나 공동 저장소를 가질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접촉
기판(8)은 예를 들어 유리, 플라스틱 또는 사파이어 같은 투명의 또는 반-투명의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양자 택
일로써, 접촉 기판(8)은 불투명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으나, 에너지를 상기 접촉 기판(8)을 통해 통과시키도록 하는
개구부를 갖는다. 본 발명의 유사한 실시예가 도 5에 도시되는데, 이때 에너지원(1)은 광 방출 다이오드 또는 레이
저 다이오드(11)와 같이 이산 파장을 생성하는 엘러먼트로 대체된다. 광학 렌즈(12)가 또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시스템에 추가되었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들에서, 접촉 기판(8)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6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접촉
기판은 사용되지 않았고, 유동체(13)(예를 들어 공기 또는 스프레이 같은 유동성 기체)는 조직(31)의 표면에 대해
직접 통과하거나 흐른다. 장치에 연결된 다리들(42)은 조직의 표면에 대해 필터(3)를 정확히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다리들(42)은 조직(31)의 표면 및 장치(100)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임의의 컴포넌
트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에서, 다리들(42)은 예를 들어 겔과 같이 조직(31)의 표면과 조화될 수 있는,
유연한 또는 반-고체 물질로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에서, 다리들(42)은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고
체 물질로 구성될 수 있다. 다리들(42)은 조직과 관련해 장치의 적절한 배치를 허용하는, 장치 하부로의 임의의 배열
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리들(42)은 삼각 또는 사각 패턴으로 배열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에서,
다리들(42)은 치료되는 부위를 둘러싸는 링 또는 일련의 바들일 수 있고, 또는 다리들(42)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장치(100)가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7에서, 일련의 장치들(100)이 반구 패턴
으로 배열되었다. 이러한 장치들은 대상 인체의 더 큰 부위들을 치료하기 위해 함께 연결될 수 있다. 추가로, 상기 장
치들은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식으로 내부 연결될 수 있는데, 이는 예를 들어, 상기 장치가 인체의 윤곽과 일치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상기 장치는 벨트, 다리 랩, 팔 랩으로써 걸쳐질 수 있거나, 토르소(torso)에
걸쳐 감싸여질 수 있다. 장치들(100)은 또한 환자의 등, 부위들 및/또는 엉덩이들 치료를 위해 의자, 침대 또는 다른
적합한 표면에 장착될 수 있다. 양자 택일로써, 장치들(100)은 더 큰 부위 내의 작은 섬 부위들의 어레이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예를 들어, 여기에 참고로써 병합된 동시 계속 출원(출원 번호 10/033.302)을 참조하시오). 예
를 들어, 이는 더 큰 부위의 가열, 상세하게는 확장된 치료 범위에 대해 더 안전한 대안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원(1)
으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의 부분을 차단하는, 에너지원(1) 및 조직(31) 사이의 필터(3)에 "마스크들"의 추가를 통
하여, 및/또는 다중의 분리 장치들(100)의 사용을 통해, 치료된 부위 사이의 공간을 최적화함으로써, 피하 진피 조직
의 치료는 최대화될 수 있는데, 이때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되며 또는 더 빠른 회복 시간을 가져온다.

광원(1)이 연속파(CW) 또는 다른 오랜 지속 시간의 소스일때, 다양한 실시예들을 위한 장치(100)는 연속적 치료 부
위들을 상부에 놓이도록 환자의 피부 표면에 대해 슬라이딩 또는 주사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각 부위에 대한 존속
시간 및 치료 지속은 상기 장치가 이동되는 비율의 함수이다. 상기 장치는 또한 치료 부위의 상부의 피부를 미리 냉
각시키기 위해 소스(1) 하부의 장치 부분 이전에 냉각 기구를 포함한다(예를 들어, 여기서 참고로써 병합된 미국 특
허들(특허 번호 6,273,884 및 6,511,475)).

임의의 실시예들은 양호한 광학적 및 열적 결합을 보장하기 위해 접촉 센서를 포함할 수 있고, 슬라이딩 모드에서
동작하는 시스템들은 또한 방사선 전달, 냉각, 및 주사 속도에 따른 다른 기능들을 제어하기 위해, 시스템 안전성을
향시키기 위해 그리고 다른 이유들로 인해 하나 이상의 센서들을 포함할 수 있다.

지방, 뼈, 근육등의 치료를 향상시키기 위해 본 발명의 깊숙한 가열 치료를 깊숙한 냉각과의 결합에 추가하여, 장치
(100)는 또한 마사지 기계, 진동기 또는 다른 기계적 자극 장치 또는 DC 또는 다른 적합한 전기적 자극 소스를 포함
할 수 있다. 그러한 기계적 또는 전기적 자극은 뜨거운 조직에 대해 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유사하게,
깊은 가열의 효과는 마시지 또는 다른 자극에 의해 향상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열 및 냉 모두는 압축된 피부
및 피하 진피 조직에서 더 잘 침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깊숙한 가열 및 기계적 또는 전기적 자극의 조합은 단독
보다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가열은 또한 광학적 가열에 예를 들어 AC/DC 에 의해 전기-자극, 또는
RF 에 의한 추가적 가열을 보충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치료 부위의 상부에 놓이는 피부에 가해진 팽창 및 압력은
또한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내용은 또한 일반적으로 피하 층(6)에 위치하는 헤어 벌브를 타겟으로 하여 헤어 제거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치료는 헤어 벌브를 둘러싸는 지방의 온도를 상승시키기에(상기 헤어 벌브를 대략 45℃ 로 상승시킴) 충
분한 저 전력에서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긴 시간 주기 예를 들어 15 분동안 수행되어야 한다. 상기 헤어 벌브은 또
한 고 증식 수분 세포들을 포함하는데, 상기 세포들은 헤어 온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인가된 방사선에 강하게 반응하
는데, 이는 상기 세포들의 파괴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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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이러한 및 다른 실시예들의 기능 및 이점들은 다음의 예들을 통해 더욱 완전히 이해될 것이다. 이러한 예
제들은 전적으로 단지 도시를 위한 것으로써, 본 발명의 범주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예 1

이 예는 인간 피부에 적용되었을때의,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대응하는 이론상의 계산을 도시한다.

먼저, 피부 모델이 준비된다. 이러한 모델은 별개의 광학적 및 열적 특성들 : 진피 및 피하 지방(도 10)을 갖는 두 개
의 조직 층들을 포함한다. 기처층 및 혈관 총(vessel plexus)와 같은 세부 구조들의 존재는 무시된다. 단색광은 표
면에 대해 직각 입사한다고 가정된다. 입력 전력 밀도는 F0으로써 표시된다. 깊이 z=0 일때의 표면 온도(TS) 및 깊

이 z=h 일때의 보텀 온도(Th)는 규정된 레벨로 고정 유지된다. 특정하게는, Th는 근육 조직 상의 혈액 온도 안정화

효과 및 신진 대사 열 생성으로 인해 37℃로 설정된다. 이 예의 목적은 피부 내의 안정-상태 온도 분포를 평가하고,
상기 안정-상태 온도가 최고에 다다랐을 때의 특성 깊이 zmax 를 찾는 것이다.

조직 내에서의 광 전달 문제부터 시작하면, 두 조직층들에서의 분산은 흡수에 대해 강하게 우세하고, 이때 확산 근
사의 적용이 허용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특정하게 600 nm 내지 1400 nm 파장 범위에서 유효한데, 이는 또한 "치료
요법의 윈도우"로써 언급될 수 있다. 도 10의 두 개의 층으로 된 조직에 대한 확산 근사에서 일차원 광 전달 문제는
조직의 발광 및 광 플럭스 모두가 진피 및 지방 경계에서 좌표 z의 연속 함수들인 것을 가정하여 해결될 수 있다. 얻
어진 이러한 조직 발광, Ψ의 결과적 표현은 다음의 일반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1 및 2는 각각 진피 및 피하 지방을 표시한다. 및 는 상응하는 층등에서 광에 대한 확

산 및 흡광 계수이고, 는 표면에서의 시준된 광의 감쇠 계수이다. 플럭스 진폭들(V1 내지 V5)은 경계

및 경계 조건들에 의해 결정된다. 특정하게는, 만일 두 층들의 굴절 계수들이 동일하다면, z=hd에서의 경계 조건은,

발광 및 총 광 플럭스가 깊이에 대한 연속 함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개의 층으로 된 조직 모델 내의 열 전도 문제로 돌아가면, k-번째 층에의 열 전도의 시간 종속 방정식은 다음과 같
다.

이는 다음의 정상-상태 방정식을 산출한다.

여기서 αk는 k-번째 층(k=1,2)의 열적 확산도이다. 이러한 방정식들에서 열 소스 어구 는 조직 내의 광 흡수로

인한 열 생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상-상태 경우에 있어서, 소스 어구는 :

여기서 μak, ρk 및 ck 는 각각 k-번째 층의 흡수, 밀도, 및 특정 열 계수이다.

경계 조건들은 T(0)=Ts, T(h)=Th로 가정된다. 이후 방정식(3)의 답은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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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파라미터들 A 및 B는 경계 조건들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완벽한 열적 접촉의 경우에 대해서,

여기서 k1 및 k2는 각각 진피 및 지방의 열적 전도성이다.

이후, 온도,T(z),에 대한 분석식은 방정식(3)을 방정식들(4 및 5)로 대치함으로써 얻어진다.

온도 분포에 대한 좀 더 간단한 식은 층이 없는 구조로 동종 매질(homogeneous medium)에 대해 얻어진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발광 분포는 다음의 일반적 형태를 따른다.

여기서 첫번째 어구는 시준된 발광이고, 두번째 어구는 다음에 의해 구해지는 확산 발광이다.

온도 분포는 다음과 같다:

z에 관한 차동 방정식(9)은 깊이 zmax(최고 온도가 발생하는 국부화 된 조직 깊이)에 대한 다음의 음의 식을 산출한

다.

Tmax=Th - Ts 는 깊이 zmax에서의 조직의 최고 온도 상승이다.

방정식(10)은 수치적으로 해결된다. 근사적인 분석식을 얻기 위해, 부등식 μt ≫ k 가 사용되고, 이는 전형적으로 치

료 요법의 윈도우 내에서 유효하다. 그 후, μt에 관한 지수형 어구들을 버리고, zmax에 관한 간단화된 방정식을 풀면

다음을 산출하게 된다

최고 온도는 (9)에서 Tmax=T(zmax)로써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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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온도 최고치를 상향 이동시킴으로 기인한 F0에서의 증가는, 제공된 입력 플럭스가 충분히 작

다는 것을 알수 있다. F0의 더 큰 값에서, 최대치는 진폭 증가가 진행되는 동안의 이동을 가져온다. 치료 시간은 층
0<z<zmax로부터 열을 제거하기에 충분히 길어야 한다. 이러한 시간 tmin은 다음의 수식에 의해 주어진다:

여기서 z1은 진피 속의 깊이이고, z2는 피하 지방 속의 깊이이며, z1 + z2 =z는 치료 깊이이다. 분자 상수 (6÷60)은

원하는 온도가 Tmax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데, 이때 Tzmax=90% Tmax 이면 6

이고, Tzmax=99% Tmax 이면 60 이다. 치료 시간은 tmin 보다 더 길어야만 한다. 도 11은 인체의 전형적인 온도 분

포를 나타낸다. 도 13 및 테이블 2는 치료 깊이 z에 함수로서의 최소 치료 시간을 도시한다.

방정식들(10, 11, 12)은 내부 온도 최고치의 값 및 위치 모두를 제어하게 해 주는 가열 및 냉각 파라미터 세트를 나
타낸다. 도 11은 이러한 방정식들을 사용하여 생성된 그래프를 도시하는데, 이는 적절한 필터들의 세트를 가지고 표
면 냉각과 조합되는 광대역 스펙트럼원은 조직의 지방성 층 내의 온도가 최고치로 상승하도록 해주면 동시에 주위
조직 특정하게는 방사선이 통과하는 치료 부위 상부의 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온도를 유지시킨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대응하는 이론상의 계산을 나타낸다.

예 2

다음의 전언적 예는 인간 피부에 적용된 것과 같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인체 층들에 대한
치료 파라미터들을 나타낸다.

예 1에 나타낸 계산에 기초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인체의 다른 층들의 치료 파라미터들이 결
정될 수 있다. 이러한 계산들은 테이블 1에서 요약된다. 인체 층들의 모델은 망상의(reticular) 진피, 진피 피하 지방
연결부, 및 피하 지방 층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본 실시예에서 광대역-스펙트럼 램프를 사용하여, 치료 파라미터들은 표면 냉각 온도를 0℃ 내지 32℃
로 유지시킬 수 있는 표면 냉각 기구, 광대역-스펙트럼 램프를 포함하는데, 상기 램프는 색깔 온도가 300 K 내지
3000 K 이고, 800 nm 이하 및 1800 nm 이상의 파장들, 바람직하게는 900 nm 내지 1400 nm, 가장 바람직하게는
1100 nm 내지 1250 nm의 파장들을 갖는 광의 50% 이상이 필터링된다. 깊이, 수행되는 치료 및 다른 요인들에 따
라, 전력은 약 0.2 내지 50 W/cm2,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5 내지 20 W/cm2 에서, 1 mm 깊이에 대해 2 초 내지
50 mm 깊이에 대해 7300 초 사이의 치료 시간으로 변화한다. 슬라이딩 모드 동작일때, 치료 전력 및 지속 시간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언적 예시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인체의 다른 층들을 가열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예시
적인 치료 파라미터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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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

이 예에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본 발명의 장치(100)는 지원자의 복부 부위의 피하 지방을 가열하
기 위해 사용된다. 할로겐 램프(9)로부터의 광은 800 nm 컷-오프를 갖는 숏-컷 또한 하이 패스 필터(8)와 3 mm 두
께의 수분 층(41)과의 조합에 의해 필터링된다. 수분(41)의 온도는 12℃인 반면, 사파이어 기판(8) 및 피부 경계의
온도는 18℃이다. 전력 밀도는 4W/cm2 이고 치료 시간은 300 초이다. 피하 지방 층을 300 초 동안 가열한 후, 장치
는 제거되고, 두개의 열전쌍들(thermocouples)은 최종 정상-상태 온도들을 결정하고 진피 및 지방 층 각각에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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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감 특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가열된 부위 아래의 피부 표면 밑으로 즉시 1 mm 및 8 mm 주입된다. 상기 두
개의 열전쌍들에 의해 기록된 온도 데이터는 도 12에 도시된다. 8 mm 깊이에서 피하 지방층의 초기 온도는 대략
45℃로 발견되는 반면, 진피의 온도, 즉 피부 표면 아래로 1mm에서는 40℃이며, 표피 온도는 24℃이다. 다음의 수
초에 걸쳐, 진피 및 피하 지방층의 온도는 상기 피하 지방층에 대해서는 37℃의 기저 레벨 쪽으로, 진피에 대해서는
약 32℃로 감소된다.

동일한 장치(100)가 25 mm 크기의 돼지 피부 및 피하 지방 상에 동일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상기
피하 지방은 37℃의 온도로 열적으로 안정한 기판 상에 위치된다. 이러한 테스트를 위한 전력 밀도는 10W/cm2이
고, 4℃의 온도를 갖는 냉각수가 사용된다. 300 초의 치료 시간 이후에, 53℃의 피크 온도가 지방 속으로 14 mm 깊
이에서 발견된다. 이 시간 표피에서의 온도는 38℃이다. 약 6 주 후에, 이러한 노출 설정은 표피가 손상되었다는 증
거 없이 피하 지방의 감소를 가져왔다. 지방성의 조직을 연결성의 콜라겐 조직으로 부분적 대체하는 것이 관찰된다.
헤어 성장의 감소 또한, 비록 더 낮은 온도 상승이 관찰되고 오직 단일 치료만이 수행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및 유
사한 노출 설정 수주 이후에 관찰된다. 이는 원치 않는 헤어 성장을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한다. 피지선 내의 피지 낭종 또는 모낭 내의 헤어 기질 세포들 같은 고 증식성 세포들은 특히, 그러
한 구조들이 위치된 비선택된 깊이의 가열에 의해 이러한 구조들 상에 선택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열에 민감하다. 헤어 기질 세포들은 또한 지방성으로 둘러싸였고, 피지선들은 지질을 형성하고 있다. 지질들에 대
한 감소된 열 용량은 추가적인 선택적 효과를 제공한다. 이는 또한 특정하게 무 색소 헤어의 치료에 유용할 수 있는
데, 상기 헤어는 대개는 선택적 광열 분해에 기초하여 광탈모를 위한 표준 광 보조 방법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헤
어 성장 관리는 영구적 또는 일시적 헤어 제거 또는 단지 헤어 성장율의 제어/완화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들은, 본 발명의 장치가 어떻게 조직의 피하 진피층을 정상 체온 및 주변 조직(피부 표면 및 치료
부위 사이의 조직을 포함함) 온도보다 충분히 더 큰 온도로 가열하는데 사용되는지를 도시한다.

본 발명의 수 실시예들이 여기에 설명되고 도시되는 동안,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은 여기에 설명된
결과들 및/또는 이점들을 얻고/얻거나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다른 수단들 및 구조들을 쉽게 구상할 수 있
고, 그러한 변형 또는 수정들 각각은 본 발명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더욱 일반적으로는, 해당 분야
의 통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여기에 설명된 모든 파라미터들, 차원들, 물질들, 및 구성들이 예시적이라는
것과 실제적 파라미터들, 차원들, 물질들, 및 구성들이 본 발명의 내용이 사용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들에 종속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해당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은 여기에 설명된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
들의 다수의 등가물, 통상의 실험을 사용하여 확인될 수 있거나 이해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실시예들은 단
지 예시법으로 표현되며, 청구항들에 첨부된 범주 및 거기의 등가 내에서 특정하게 설명된 바를 제외하고 본 발명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은 여기에 설명된 각 개별 피처, 시스템, 물질 및/또는 방법에 관한다.
게다가, 만일 그러한 피처들, 시스템들, 물질들 및/또는 방법들이 서로 조화되면,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그러한 피처
들, 시스템들, 물질들 및/또는 방법들의 임의의 조합은 본 발명의 범주 내에 포함된다. 청구항들에서, 모든 과도적
어구들 또는 "포함하는", "운반하는" 및 그 같은 포함 어구들은 개방식(open-ended), 즉 "포함하지만 제한하지는 않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과도적 어구들 또는 "포함하는" 및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의 포함 어구들은
각각 폐쇄 또는 반-폐쇄적으로 해석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선택된 부위의 상부의 조직을 보호하면서, 환자의 적어도 상기 선택된 부위를 깊이로 치료하기 위한 장치로서,

0.2-50W/cm2 사이의 전력으로 환자의 피부에 광 방사선을 전달하기 위한 광 방사선 소스 - 상기 전력은 상기 선택
된 부위의 깊이 함수로써 적어도 부분적으로 변화하고, 상기 광 방사선은 적어도 약 2 초 동안 상기 선택된 부위에
가해짐 - ; 및

상기 선택된 부위의 상부의 조직을 상기 선택된 부위의 온도 이하의 온도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 기구

을 포함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은 0.5-20W/cm2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은 0.5-5W/cm2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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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스는 광대역 광 방사선 소스, 및 상기 광대역 소스로부터의 방사선이 통과되는 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는 수분에 의해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상기 광대역 소스로부터 파장들을 적어도 감쇠시키는 수분 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수분 필터는 상기 광대역 소스 및 상기 환자의 인체 사이를 흐르는 차가운 수분을 포함하고, 상기 흐르는 차가
운 수분은 또한 냉각을 위한 상기 기구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냉각 기구는 또한 상기 필터를 냉각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로부터 열을 제거하기 위한 기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는 상기 방사선이 상기 선택된 부위로 전달되도록 형상화하기 위한 광학계(optics)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는 약 600nm 내지 약 1850nm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파장들을 주로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는 약 800nm 내지 약 1350nm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파장들을 주로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는 약 1050nm 내지 약 1250nm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파장들을 주로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
료 장치.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 방사선 소스 및 상기 기구는 적어도 2초의 주기 동안 동시에 동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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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광 방사선 소스 및 상기 기구는 적어도 5초의 주기 동안 동시에 동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 방사선 소스 및 상기 기구는 약 2초 및 2 시간 사이의 주기 동안 동시에 동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16.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및 상기 냉각 기구의 동시 동작 이전에, 상기 선택된 부위의 상부의 조직을 냉각시키는 사전 냉각 기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냉각 기구 및 상기 사전 냉각 기구는 동일한 기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광 방사선 전력 및 상기 동시 동작 주기는, 상기 사전 냉각 기구가 동작되는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 방사선 소스 및 상기 냉각 기구를 위한 파라미터들은 방정식 11에 의해 결정된 선택된 깊이 zmax 에서 방정

식 10에 의해 지정되는 선택된 온도를 얻기 위해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에 대한 최소 치료 시간은 방정식 12 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지방 감소를 위한 장치이고, 상기 방사선은 피하 진피의 지방 조직을 가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
료 장치.

청구항 2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부위의 조직을 자극하기 위한 기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자극을 제공하기 위한 상기 기구는 기계적 자극기, 음향적 자극기 및 전기적 자극기 중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치료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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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부위는 적어도 하나의 헤어 벌브(bulb)를 포함하고, 상기 소스를 포함하여 상기 장치를 위한 파라미터
들은 상기 벌브를 천천히 손상시키도록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장치.

청구항 25.

선택된 부위의 상부의 조직을 보호하면서, 환자 인체의 적어도 선택된 부위를 깊이로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a) 상기 선택된 부위의 상부로 상기 환자의 인체에 약 0.2 내지 50W/cm2 사이의 전력으로 광 방사선을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단계 - 상기 전력은 상기 선택된 부위의 깊이 함수로써 적어도 부분적으로 변화하고, 상기 광 방사선은 적
어도 약 2 초 동안 상기 선택된 부위에 가해짐 - ; 및

(b) 상기 선택된 부위 상부의 환자 조직을 상기 선택된 부위의 온도 이하의 온도로 동시 냉각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은 0.5 - 20W/cm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은 0.5 - 5W/cm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28.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는 광대역 광 방사선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광대역 방사선을 상기 환자의 인체로 전달하기 전에 필
터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29.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지방 감소를 위한 방법이고, 상기 방사선은 피하 진피 지방 조직을 가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30.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피하 진피 근육, 인대 및 뼈 중 적어도 하나에 치료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고, 상기 방사선은 그러한 근
육/인대/뼈 및 그것들의 부위 조직을, 그러한 부위에 적어도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열시키는 것을 유발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31.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선택된 원치 않는 성장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고, 상기 방사선은 상기 성장의 파괴를 유발시키기에 충
분하게 상기 성장을 가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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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 에너지는 약 600 nm 내지 약 1850 nm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파장들을 주로 갖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 에너지는 약 800 nm 내지 약 1350 nm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파장들을 주로 갖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34.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 에너지는 약 1050 nm 내지 약 1250 nm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파장들을 주로 갖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35.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 및 상기 단계 (b)는 적어도 2초 주기 동안 동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 및 단계 상기 (b)는 적어도 5초 주기 동안 동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3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 및 상기 단계 (b)는 약 2초 및 약 2시간 사이의 주기동안 동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
법.

청구항 38.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부위의 상부의 조직을 사전 냉각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광 방사선 전력 및 상기 동시 동작 주기는, 상기 사전 냉각 단계가 수행되는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40.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부위는 상기 단계 (a) 동안에 가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41.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광 방사선 및 상기 냉각을 위한 파라미터들은 방정식 11에 의해 결정된 선택된 깊이 zmax에서 방정식 10에 의

해 지정되는 선택된 온도를 얻기 위해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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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에 대한 최소 치료 시간은 방정식 12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43.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지방 감소를 위한 방법이고, 피하 진피 지방 조직은 상기 단계 (a) 동안에 가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44.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부위의 조직을 자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자극을 제공하는 단계는 기계적 자극, 음향적 자극 및 전기적 자극 중 적어도 하나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4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부위는 적어도 하나의 헤어 벌브를 포함하고, 상기 방사선을 포함하여 상기 방법을 위한 파라미터들은
상기 벌브를 천천히 손상시키도록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47.

선택된 부위의 상부의 조직을 보호하면서, 환자 인체의 적어도 선택된 부위를 깊이로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a) 상기 선택된 부위를 가열하기 위해 상기 선택된 부위 상부의 상기 환자의 인체에 방사선을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단계;

(b) 상기 선택된 부위의 상부의 환자 조직을 상기 선택된 부위의 온도 이하의 온도로 동시 냉각시키는 단계; 및

(c) 기계적, 음향적 및 전기적 자극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부위에 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48.

선택된 부위의 상부의 조직을 보호하면서, 환자 인체의 적어도 선택된 부위를 깊이로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a) 상기 선택된 부위를 가열하기 위해 상기 선택된 부위의 상부로 상기 환자의 인체에 방사선을 선택적으로 전달하
는 단계 - 상기 방사선은, 원하는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 상기 선택된 부위에 상기 방사선이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기
에 충분하게 상기 선택된 부위의 상부 조직에 의해 분산되거나 흡수되지 않도록 선택됨 - ; 및

(b) 상기 선택된 부위 상부의 환자 조직을 상기 선택된 부위의 온도 이하의 온도로 동시 냉각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49.

제 4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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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된 부위는 피하 진피 지방을 포함하고, 상기 방사선은 지방에 의해 선택적으로 흡수된 적어도 하나의 파장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50.

(a) 헤어에 대한 벌브를 포함하는 피하 진피 지방 부위의 상부의 환자 인체에, 상기 부위의 가열에 따른 상기 헤어 벌
브를 가열하여 제거되도록 방사선을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단계; 및

(b) 상기 부위 상부의 환자 조직을 상기 부위의 온도 이하의 온도로 동시 냉각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헤어 관리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선택된 부위 상부를 조직을 그러한 조직의 보호를 위해 동시 냉각시키면서, 원하는 치료 효과를 위해 충
분한 기간동안 상기 부위의 깊이에 도달할 수 있는 파장 및 선택된 상대적인 저 전력의 조직 부위에 광 방사선을 제
공하여 상기 부위 깊이로 조직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치료는 기계적, 음향적 또는 전기
적 자극을 상기 부위에 가하여 향상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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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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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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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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