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메슈티컬 산업용 저온 플라즈마 패치 기술

1 기술개요

● 피부미용,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피부에 부착 가능한 플라즈마 패치 소재

   - 유연 전극-기판 소재를 이용해 유연 폴리머 필름 표면 상 플라즈마 발생 기술

   - 피부에 편리하게 탈부착 가능한 일회용 저온 플라즈마 패치 소재

   - 예상 시제품 : 주름개선 패치, 아토피 치료 패치, 탈모 치료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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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성 및 사업성

●  100세 시대의 초고령화 사회 집입에 따른 의료산업 시장 증가 (Medicine Industry)

●  최근 고령화에 따른 피부질환 (Skin disease) 질병 증가추세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  플라즈마 바이오 의료 시장 큰 규모로 확대 전망됨 (Plasma biomedicine market)

●  의료 관련 피부처리, 혈액처리, 생체 감응 입자 제조 및 생체 반응 활성화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 플라즈마 시장의 형성 및 규모 확대 전망 (Bioplasma market)

●  매년 게재되는 Plasma biomedical application 관련 논문 및 Journal 수 증가추세 
1)Datamonitor personal care market (2014 Oct.)참고, 2)Atopic Dermatitis, market analysis to 2022, 3)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생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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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및 우수성

기술의 특징

경쟁기술 대비 우수성

● 유연 패치화를 통한 다양한 부위에 적용 가능

● 소형화, 경량화를 통한 사용 장소, 응용범위 확대 가능

● 일회용 패치화를 통한 2차오염/감염 방지 가능

● 국내 타 플라즈마 패치 대비 내구성 우수

● 플라즈마 패치 소재의 롤투롤 생산 가능

보유기술

● 미세배선이 포함된 폴리머 기판을 활용한 플렉서블 활성종 발생기 실험실 수준 개발 완료

    (TRL 4수준)

● 플렉서블 활성종 발생기 부품화시 적용되는 핵심 구조, 소재에 대한 특허확보 완료

    (국내 등록, PCT 출원, 미국 진입 중)

● 특허 보유 상태

   [국내] 플렉서블 활성종 발생기 및 이의 용도 (출원: 2016-04-07, 등록: 2017-10-31)

   [국내] 플렉서블 활성종 발생기 및 이의 용도 (출원: 2017-09-29), Micro Needle 내용 추가

   [PCT] 플렉서블 활성종 발생기 및 이의 용도 (출원: 2017-09-29), Micro Needle 내용 추가

● 유연 소재 표면에 플라즈마 발생이 가능하여 다양한 신체 부위에 부착이 가능함

● 플라즈마 피부처리의 효능은 다수의 논문, 임상을 통해 알려져 있지만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라즈마 패치는 아직 없음

<주름 개선 효과> <아토피 치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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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 약물전달 증진 효과> <발톱 무좀 치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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