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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능동형 경피 전달(100) 시스템은 지지 구조물(128) 및 경피적으로 전달되는 유체(108)를 함유하도록 제조된 지지 구조물

내의 유체 저장소(102)를 포함한다. 유체 저장소와 연결되는 지지 구조물에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출구(104)가 있다. 상기

출구는 약 1㎛ 내지 500㎛의 지름을 가진다. 또한,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은 지지 구조물 내에 배치되고 활성화 신호에

반응하여 유체를 분출하기 위한 출구와 협력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경피용 전달 시스템, 유체 저장소, 지지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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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전문이 본 명세서에 참조로 포함된 2003년 4월21에 출원된 가출원 번호 제 60/463,095호; 2003년 6월30일에

출원된 60/483,604호; 및 60/492,342호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약물 전달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반복적인 마이크로제트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경피적 약물 전달을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배경기술

전통적으로, 약물을 신체에 전달하는 주된 방법은 알약을 입에 투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투여되면, 약물은 이

론적으로는 위장(GI)관을 따라 혈액 속에 흡수되어 전신으로 전달된다. 그러나, 매우 가능성 있는 약물이 될 수 있는 많은

약물들은 GI관에 의해 흡수될 수 있는 적절한 용해도를 갖기 않거나 흡수되기 전에 소화액에 의해 파괴된다. GI관에 의해

흡수되는 약물들 중, 상당수의 약물은 간에서 대사되고 활성화되어 이들의 완전한 유효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오늘

날의 약물 산업은 고분자량의 생물의약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전환과 함께 경구로는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약물

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약물 전달의 다른 방법은 경피적 약물 전달이다. 경피적 약물 전달은 약물을 피부를 통해 직접 전달하는 것이다. 경피적 약

물 전달은 약 20년 동안 존재하고 있다. 경피적 전달은 간초회통과(first pass metabolism) 피하기를 포함하여 다른 약물

전달 방법에 대해 많은 장점들을 가지며 약물, 주사, 폐 및 경점막 약물 전달 방법에 경험한 최고 및 최저 농도를 피하는 일

정한 전신 복용량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진다. 또한, 경점막 약물 전달은 환자에게 매우 편리한 투여 수단이고 높은 수준의

환자의 수용상태를 얻는다.

경피적 전달에 적절한 용도는 매우 효과적인 반면, 약간의 약물 후보들은 경피적 전달용 후보로서 실제로 제제화된다. 전

통적인 경피적 약물 전달은 피부에 침투하는 약물에 의존한다. 사용시에, 단지 소수의 약물만이 실제로 저항 없이 피부를

통해 치료 수준에서 흡수된다. 현재, 경피적 제제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략 10개의 약물이 있다. 또한, 오늘날의

거대 분자 약물은 전형적으로 성공적인 경피적 약물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지며 지질 이중막에서 제한된 용해도를 가지기 때

문에 경피적 용도로 보다 제한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피부를 통한 약물의 확산에 대한 주요 장벽은 각질층인 피부의 최상부층이다. 각질층은 흡수에 대한 효과적인 장벽을 만드

는 고차 지질 이중층에 의해 둘러싸인 밀집하게 쌓인 각질세포(케라틴 섬유로 채워진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다. 각질층의

바로 아래는 상피이다. 상피는 면역 시스템의 세포가 풍부하여, 면역 시스템에 대한 면역 시스템을 포함하는 치료를 위한

약물 전달의 표적이다. 상피 아래는 진피이다. 진피는 혈액 모세혈관의 풍부한 네트워크이며, 따라서 전신 약물 전달에 대

한 매력적인 표적이 되는 데 이는 모세혈관 네트워크에 제공된 약물은 순환계로 빠르게 들어가며 신체를 통해 전신으로 전

달되기 때문이다.

각질을 통한 경피적 약물 전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은 화학적, 전하, 초음파, 열처리, 미세바늘 및 레이저 보조

기술과 같은 향상제 또는 자극제의 사용을 포함하게 개량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특허 제 6,352,506호 및 6,216,033호를

참조하라. 그러나, 이런 방법의 개발 및 넓은 수용은 피부 자극, 약물 제제와의 비호환성 및 소자 자체의 복잡성과 비용에

의해 제한된다. 또한, 이런 기술들은 인슐린을 포함하는 많은 치료제에 중요한 시간 의존 약물 전달 능력을 제공하지 않는

다.

약물 전달의 다른 장치는 바늘없는 주사기 또는 고속 제트 주사기의 사용이다. 고속 제트 주사기는 수년 동안 주사기 대체

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특허 제 2,380,534호; 제 4,596,556호; 5,520,639호; 5,630,796호 및 5,993,412

호를 참조하라. 제트 주사기는 용액이 고속으로 주입되도록 이동시키고 분출물로서 용액을 분사시켜, 각질층을 침투하여

용액을 피부의 진피 및 피하 지역에 위치시킨다.

전통적인 고속 제트는 각질층을 통해 약물을 운반할 수 있지만, 이 장치의 단점은 1회의 제트 주사로 다량의 조성물이 전

달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부의 약물은 종종 다량의 전달에 의해 증가된 압력에 의해 침투구에서 강제로 빠져 나온다.

또한, 1회 전달로는 치료적 수준에서 지속된 전신 약물 농도를 유지할 수 없다. 또한, 1회에 다량의 약물이 전달되기 때문

에, 환자는 피하 주사기에 의한 주사와 유사한 피부 자극, 통증, 종기 및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자주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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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환자에게 치료적 수준에서 조성물의 지속적인 경피적 전달을 위한 덜 침투적인 기술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출구를 가진 지지 구조물을 포함하는 능동형 유체 전달 시스템을 제공한다. 출구는

약 1㎛ 내지 약 500㎛ 사이의 지름을 가진다. 유체 전달 시스템은 조직에 전달되는 유체를 함유하도록 제조된 유체 저장소

를 가진다. 유체 저장소는 출구와 연결되는 형태와 크기를 가진다.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은 유체 저장소 및 활성 신호에

반응하여 유체를 분출하기 위한 출구와 협력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유체 저장소 및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은 지지 구조물에 배치된다. 지지 구조물은 피부 표면과 접촉하

도록 조절되고 출구는 피부 표면과 인접한다. 지지 구조물은 구멍을 형성하는 노즐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노즐은 노즐로부

터 분출되는 유체를 가속하는 형태와 크기를 가진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유체 전달 시스템은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과 연결된 제어기를 포함한다. 제어기는 활성

화 신호를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제어기는 유체 전달 시스템으로부터 전달되는 패턴화된 투여 방식을 제어하도록 프

로그램될 수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일 수 있다. 이 패턴화된 투여 방식은 적어도 약 500ms 및 많아야 약 10일의 시간 범

위 동안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체 전달 시스템의 노즐은 노즐로부터 유체를 분사하기 전에 조직으로부터 떨어진 액체를 거의 고정된 거리로 유지하는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고정된 거리는 유체의 분출 전에 조직으로부터 많아야 약 5000㎛로 유체와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유체 전달 시스템은 지지 구조물에 형성되고 유체 저장소와 연결된 출구의 배열을 포함한다. 유체

저장소는 유체를 저장하도록 제조된 저장소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유체 저장소는 저장소에 저장된 유체를 가압하기 위한

가압 장치를 포함한다. 게다가, 저장소는 저장소 칸막이에 의해 적어도 두 개의 저장소로 분리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따라, 지지 구조물에 형성된 적어도 두 개의 출구가 있다. 제 1 출구는 제 1 유체를 저장하는 제 1 저장소와 연

결되어 제 1 유체는 제 1 출구를 통해 분출될 수 있다. 또한 제 2 유체를 저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 2 저장소와 연결된 적

어도 하나의 제 2 출구가 있어서 제 2 유체는 제 2 출구를 통해 분출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따라, 저장소 칸막이는 저장소에 함유된 물질의 투여 전에 저장소 칸막이를 분리시키는 형태와 크기를 가진

저장소 칸막이 분리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저장소 칸막이 분리 장치는 압전성 장치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유체 전달 시스템은 상태가 만족스러운 지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를 포함한다. 또한 센서로부터 상태가

만족스럽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신호를 받자마자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을 작동하는 활성화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제

조된 제어 장치도 포함한다. 센서는 지지 구조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위치할 수 있고, 환자에게 이식되고, 지지 구조물 내

에 위치할 수 있거나 다른 곳에 위치할 수 있다. 게다가, 센서는 온도, 압력, 화학적 또는 분자 농도 등과 같은 환자의 생물

학적 상태를 감지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유체 전달 장치는 유체 저장소와 협력하도록 형태와 크기를 가진 길항제 저장소를 포함하여 양 저장

소의 무결성이 손상되자마자 길항제 저장소는 유체를 불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항제를 배출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유체 전달 시스템은 활성화 신호를 위한 구동력 및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을 위한 구동력을 전달하

기 위한 전원을 포함한다.

실시예에 따라,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은 유체에 압력 변화를 일으키는 압전성 장치이다. 다른 실시예에 따라, 반복가능

한 활성화 수단은 유체에 압력 변화를 일으키는 상 변화 장치이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은 유체에

압력 변화를 일으키는 전자기 장치이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은 유체에 압력 변화를 일으키는 고

압의 수압 장치이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은 여러 폭발 장치를 포함하고, 각각의 폭발 장치는

상기 폭발 장치의 폭발에 대해 유체에 압력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은 지속시간이 적어도 약 5ns 및 많아야 약 10㎲의 펄스 폭을 발생시킨

다.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의 빈도 및 임무 주기 및 유체의 분출 길이는 제어 장치에 의해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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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시스템은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과 연결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한다. 이 사용자 인터페이

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조작에 반응하여 활성화 신호를 개시하는 형태를 가진다.

유체 전달 시스템의 한 실시예의 사용시, 유체는 상피 조직을 통해 경피적으로 전달될 것이다.

유체 전달 시스템은 전달 형태 및 조직에 전달되는 유체의 전달 기록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유체는 조직에 전달하고 뒤이어 생물학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특정물질(analyte)을 포함한

다.

상 변화 장치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시스템은 유체 저장소를 제 1 부분과 제 2 부분으로 나누는 연질막을

더 포함하고, 여기서 제 1 부분은 상기 상 변화 장치와 연결된 작동 유체를 함유하고 제 2 부분은 전달되는 유체를 함유한

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작동 유체는 상 변화 장치와 가깝게 위치되고 작동 유체는 전달되는 유체와 혼합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유체 분출 챔버, 적어도 하나의 출구 및 활성화 수단은 약 1pl 내지 약 800nl의 범위로 유체를 연

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가능하게 분출하도록 함께 제조되고 크기를 가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특성과 목적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첨부한 도면과 함께 다음 설명을 참조해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2a는 본 발명에 따른 마이크로제트의 배열을 가진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마이크로제트의 배열을 가진 다른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또 다른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또 다른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또 다른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마이크로제트의 배열을 가진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압전성 장치를 가진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압전성 장치를 가진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압전성 장치 마이크로제트의 배열을 가진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상 변화 장치를 가진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상 변화 장치 마이크로제트의 배열을 가진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상 변화 장치에 의해 작동하는 마이크로제트의 배열을 가진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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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기 마이크로제트를 가진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스프링 마이크로제트 장치를 가진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노즐의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19는 본 발명에 따른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노즐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노즐의 또 다른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21은 본 발명에 따른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노즐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22a는 도 21에 도시한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노즐의 개략도이다.

도 22b는 본 발명에 따른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노즐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23은 본 발명에 따른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24는 본 발명에 따른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25는 본 발명에 따른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노즐의 또 다른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도 26은 본 발명에 따른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부품 층의 실시예의 3차원도이다.

도 27은 본 발명에 따른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의 사용 방법의 실시예의 흐름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자세히 참조하면, 실시예들의 예는 첨부된 도면에 도시된다.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

예들과 함께 기술될 것이지만, 본 발명을 이 실시예들에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반대로,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항에 정의된 대로 본 발명의 취지 및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대안물, 변형물 및 동등물을 포함한다.

도 1에 도시된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100)를 참조하면, 약물 저장소(102)는 유체 속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06)에

의해 제어되는 마이크로제트(104)와 연결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한 줄기(101) 약물을 마이크로제트(104)로부터

생물학적 장벽(130)으로 나가게 하는 마이크로제트(104)를 활성화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참조의 편의를 위해, 반복

성 마이크로제트 장치(100)의 표면(A)은 생물학적 장벽(130)을 향해 또는 인접하게 위치한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

(100)의 표면이고 표면(B)은 생물학적 장벽(130)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한다. 이 방향은 명세서를 통해 일정할 것이고

독자를 적응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또한,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100)는 반복가능한 활성화를 할 수 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가능한 활성화는 활

성화 주기와 비활성화 주기 사이에 장치의 제거, 재충전 또는 보충할 필요 없이 여러 번의, 연속적인 활성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약물 투여 방법은 5일 동안 매시간에 약물의 특정한 양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예에서, 반복성 마이크로

제트 장치는 힘 발생 장치를 하기와 같이, 반복적으로 활성화시켜, 첫 번째 시간에 소정량의 약물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만

큼 많은 미세 주사액을 주사하게 된다. 첫 번째 시간의 투여를 완결한 후, 장치는 다음 시간까지 대기할 것이고, 그 후 소정

량의 약물을 두 번째 시간에 투여할 것이다. 이 장치는 전체 5일 동안 이런 방식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라, 마

이크로프로세서(106)는 소정의 또는 미리 계획된 타이민에 따라 신호를 발생시키는 간단한 전자 부품 또는 제어 장치이

다. 신호의 타이밍은 연속적일 수 있으나, 연속적인 타이밍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런 후에 제어 장치에 의해 발생된 신호는

마이크로제트를 활성화시켜 한 줄기의 유체를 생물학적 장벽을 향해 나가게 한다.

도 2a 및 2b에 도시한 다른 실시예에 따라,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200)는 마이크로제트(204)의 배열을 제어하는 마이

크로프로세서(206)를 포함한다. 마이크로제트(204)의 배열은 생물학적 장벽의 더 큰 표면을 통해 도 1의 단일 마이크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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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104)보다 더 많은 양의 물질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제트(204)의 배열은 생물학적 장벽(130)을 통해 특정한

물질의 투여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여러 물질들 및/또는 물질들을 전달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도 1, 2a 및 2b에 도시

한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는 적어도 약 500ms 및 많아야 약 10일인 물질 전달의 지속 시간을 제공한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다음 설명은 주로 도 1에 도시한 단일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100)의 부품을 자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도 2a 및 2b에 도시한 것과 같은 배열 실시예를 참조할 것이고, 부품들의 설명은 각 실시예에 동일하게 적

용할 수 있고 단일 마이크로제트를 사용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100)는 하우징(128)을 포함한다. 하우징(128)은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또는 다른 적절한 생

체적합성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하우징(128)은 폴리머계 재료로부터 제조되어서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

치(100)는 반연질이고, 폴리머계 재료가 도포될 때 표면의 외형과 일치될 수 있으며, 생체적합성이고 약물에 안정하게 된

다. 예를 들어,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100)가 약물 전달 패치로 제조된다면, 하우징(128)은 약물이 도포되는 위치에서

신체의 외형과 일치하도록 휠 수 있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게다가,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100)는 일회용이고 제조 비

용이 낮은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폴리머가 아닌 재료로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100)를 제조하면, 예를 들어, 경

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100)는 살균될 수 있거나 재사용될 수 있어서 유익할 것이다. 부품들이 단일 하우징에 함유되지

않도록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100)를 제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실시예에 따라,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저장소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생물학적 조직과 접촉하도록 형성된 전달 부분으로부터 모두 분리될 수 있다. 이런 실시예

에서, 부품; 마이크로프로세서, 저장소 및 전달 부분은 유체에서 전기적이거나 모두가 서로 연결된다.

도 1에 도시한 저장소(102)는 마이크로제트(104)로부터 분출되는 물질을 수용하도록 형성된다. 이후에, 저장소(102)에

저장되고 마이크로제트로부터 분출된 물질은 주사액(108)으로 불릴 것이다. 통상적으로 주사액(108)은 주사시에 액체 형

태이고 약물 조성물, 생리식염수, 유체 매질에서 약물의 에멀젼, 유체 매질에서 약물의 서스펜션, 유체 매질 속의 약물 코

팅 리포좀, 유체 매질 속의 약물 또는 약물 코팅 미립자 등일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저장소(102)는 가압될 수 있어서 안에 함유된 주사액(108)은 저장소(102)에서 빠져나온다. 선택

적으로, 주사액(108)은 펌프(132)에 의해 저장소(102)로부터 활발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

도 3에 도시한 한 실시예에 따라, 저장소(102)의 주사액(108)의 가압은 플런저(304)에 압축력을 가하는 스프링(302)에서

발생할 수 있다. 스프링(302)은 한 말단부는 저장소(102)의 내벽에 대해 다른 말단부는 플런저(304)에 대해 위치할 수 있

다. 저장소(102)가 주사액(108)으로 가득 찼을 때, 스프링(302)은 가압되어 플런저(304)에 대해 압력을 가한다. 경피용 마

이크로제트 장치(100)를 사용하는 동안 주사액(108)은 하기한 대로 발사되고, 주사액(108)의 부피는 저장소(102) 내에서

감소되고, 스프링(302)은 플런저(304)를 움직여, 저장소(102)의 작업 부피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주사액(108)은 가압 상

태로 존재하며 저장소(102)로부터 자극된다. 당업자는 스프링(302)의 크기와 속도는 특정한 저장소 부피, 주사액의 밀도,

주사액의 점도 등의 상태를 만족하도록 선택될 수 있어서 저장소(102)에 주사액(108)의 전체 부피에서 바람직한 압력을

발생시킨다. 선택적으로, 저장소(102)의 가압은 플런저(304)를 구동하도록 형성된 고압 가스를 통해 성취될 수 있다. 따라

서, 고압 가스는 플런저(304)를 움직이는 힘을 제공하여, 충분한 압력하에서 주사액(108)을 보관하는 저장소(102)의 작업

부피를 감소시킨다.

도 4에 도시한 또 다른 실시예에서, 저장소(102)는 팽창가능한 엘라스토머형 재료로 제조된 풍선 타입 공기주머니(306)를

수용할 수 있다. 풍선형 공기주머니(306)은 주사액(108)이 채워질 때 팽창한다. 팽창된 풍선형 공기주머니(306)는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제공하여, 공기주머니(306)로부터 주사액(108)을 나오게 한다. 선택적으로, 저장소(102) 자체는 채워질 때

팽창하는 엘라스토머형 재료로 형성될 수 있어서 저장소(102)의 내용물을 저장소 밖으로 나오게 하는 힘을 제공할 수 있

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저장소(102)는 도 5에 도시한 대로 하나 이상의 내부 챔버로 분리될 수 있다. 많은 경우 약물 성분은

건조 분말 형태 또는 다른 형태로 저장된다면 더 긴 저장성을 가진다. 따라서, 저장소(102)의 성분을 각각의 부분에 보관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도 5의 저장소 칸막이(320)는 저장소를 둘 이상의 개별 챔버(324)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주사액 성분

은 구별되게 보관할 수 있다. 도 5는 두 개의 챔버를 도시하나 당업자는 저장소(102)는 동일한 부피를 가진 많은 챔버 또는

다른 부피를 가진 많은 챔버로 나뉠 수 있고 이의 각각은 한 번 또는 각각의 횟수로 결합될 수 있어서 다른 투여 간격에서

주사액 투여의 여러 단계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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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저장소(102)는 적어도 약 100㎕ 및 많아야 약 500ml의 부피를 가진다. 다른 실시예에서, 저장소

(102)의 부피는 적어도 약 150㎕ 및 많아야 약 1ml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저장소(102)의 부피는 적어도 약 200㎕ 및 많

아야 약 750㎕이다.

저장소 칸막이(320)는 투여 전에 파열 장치(322)에 의해 파열되도록 형성되어 분리된 저장소에 수용된 조성물은 투여를

준비하기 위해 혼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저장소 칸막이(320)는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와 같은 생체적합성 폴리머 박막 및 폴리다이메틸실록산(PDMS)와 같은 엘라스토머 폴리머로 제조될 수 있으나, 당

업자는 임의의 얇고, 비흡수성인 약물 안정막은 저장소를 여러 부분으로 분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예를 들어, 파열 장치(322)는 저장소 챔버의 하나에 위치한 공일 수 있다. 사용시에,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100)를 흔

들거나 조작하면, 공은 장치로부터 분리되어 움직여 저장소 칸막이(320)에 충격을 가하여, 저장소 칸막이(320)를 파열시

켜 저장소 챔버(324 및 326)에 수용된 다른 조성물들을 혼합시킨다. 저장소 칸막이(320)의 파열과 함께, 공은 약물 조성물

의 혼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서, 투여 전에 주사액을 적절하게 혼합시킨다.

다른 실시예에 따라, 파열 장치(320)는 마이크로프로세서(106)에 의해 제어되는 장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파열 장치

(302)는 압전성 장치일 수 있다. 이런 실시예에 따라,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전원으로부터 압전성 파열 장치까지 전압

공급량의 전달을 제어한다. 압전성 파열 장치는 교류의 사용시 유체 매질에 초음파와 같은 기계적 압력파를 만든다. 이런

기계적 압력파는 저장소 칸막이를 파열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실시예에 따라, 저장소는 여러 개의 저장소로 나뉠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저장소 칸막이(320)의 파열 시

기와 순서를 제어할 수 있어서 특정한 저장소 칸막이를 파열시켜, 혼합하기 위해 조성물을 배출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통

상적으로 투여될 조성물의 단지 일부, 즉, 통상적인 투여량은 혼합되어 조성물의 잔존량은 개별 저장소에 안정한 개별 형

태로 존재한다. 그 결과,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100)는 처리 화합물을 개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치료제의 반복적 전달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 파열 장치(320)는, 예를 들어, 마이크로프로세서(106)에 의해 발생되는 전기 충격일 수 있다. 각각

의 개별 저장소 칸막이(320)는 활성화될 때, 반복성 저장소 칸막이를 파열시키는 전극을 포함할 수 있어서, 투여를 위해 조

성물들을 연속적으로 혼합시킨다. 선택적으로, 파열 장치(320)는, 예를 들어, 찌르기, 비틀기, 충격파, 폭발 등과 같은 저장

소 칸막이(320)의 물리적 파열일 수 있다. 파열 장치는 비흡수성 저장소 칸막이의 원상태를 파열 또는 파손할 수 있는 장치

일 수 있다.

주로 의학적 용도에서, 환자의 치료는 의사의 처방이 아닌 불법일 수 있는 약물을 필요로 한다. 이런 약물들의 일부는 중독

성일 수 있으며 처방에 의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 개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다.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100)는 반복적

이고 지속적인 투여를 위해 상당량의 이런 약물 성분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개인들은 불법적인 용도로 저장소

(102)로부터 약물 성분을 추출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 6에 도시한 대로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100)에 대항 저장

소(350)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길항제 저장소(350)는 저장소(102)와 연결되고 바람직하게는 약물 성분 또는

성분들, 즉 저장소(102)에 함유된 주사액(108)에 대한 길항제(352)를 함유한다.

길항제 저장소(350)는 쉽게 파괴되도록 설계되어,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100)가 조작되거나 변형될 때 저장소(102)

로부터 주사액(108)을 추출하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내부로부터 길항제(352)를 배출시킨다. 길항제 저장소(350)가 파괴될

때, 길항제(352)는 배출될 것이고, 주사액(108) 약물 성분들은 불활성화될 것이다.

길항제 저장소(350)는, 예를 들어, 저장소(102)를 둘러싸도록 위치하고 저장소(102)보다 쉽게 파괴될 재료로 제조되는 저

장소일 수 있다. 선택적으로, 도 7에 도시한 대로, 길항제 저장소(350)는, 예를 들어, 저장소(102) 도처의 격자형 작은 주

머니 구조물일 수 있고 파괴 지역(354)이 형성될 수 있어서 이 파괴 지역(354)은 저장소(102)가 파괴되기 전 물리적 조작

에 반응하여 파괴되어서, 길항제를 주사액에 배출시켜 주사액(108)을 효과가 없게 만들 것이다.

도 8에 도시한 대로, 또 다른 실시예에서, 길항제 저장소(350)는,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미세구(356)일 수 있다. 여러 개의

미세구(356)는 저장소(102)의 과다한 조작에 의해 파괴되어, 길항제를 배출시키도록 제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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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을 다시 참조하면, 저장소(102)는 공급 라인(110)을 통해 마이크로제트(104)와 유동적으로 연결된다. 공급 라인(110)

은 튜브, 챔버, 하우징(128)의 박판의 그루브(아래 상세하게 설명)일 수 있어서, 박판이 결합될 때 저장소(102)와 마이크로

제트(104) 사이에 통로가 형성되거나 저장소(102)와 마이크로제트(104) 사이에 주사액(108)을 통과시키는 장치를 형성

하는 다른 형태가 형성된다.

공급 라인(110)은 밸브(112)를 포함할 수 있다. 밸브(112)는 바람직하게는 한방향 밸브여서 주사액(108)의 흐름이 마이

크로제트(104)를 향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제한하고 역방향, 저장소(104)를 향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제한한다. 공급 라인

(110)은 마이크로제트(104)의 노즐까지 연장되어 유동적으로 연결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공급 라인(110)은 공급 라인(110)에 압력을 제한하는 압력 제어기(116)를 포함한다. 주사액(108)

은 상기한 대로, 저장소(102)에 노즐(114)에서의 소정의 압력보다 더 높은 압력까지 가압하에서 보관될 수 있다. 따라서,

압력 제어기(116)는 공급 라인(110)에 하류 압력을 제어하는 작용을 하여 노즐(114)에서 주사액(108)의 압력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적절한 수준은 노즐(114)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기술한 대로 노즐(114)을 주사액(108)으로 채우나,

주사액(108)을 노즐(114) 내에 유지하는 힘을 초과하지 않는 압력으로 당업자에 의해 인식될 것이다.

도 1의 마이크로제트(104)는 이제 기술될 것이나, 설명은 도 2a 및 2b에 도시한 것과 같은 배열 실시예의 마이크로제트

(204)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제트(104)는 힘 발생 장치(118), 챔버(120) 및 노즐(114)

를 포함한다.

도 1의 힘 발생 장치(118)는 일반적으로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100) 내에 위치하여 장치(118)로부터 발생된 힘은 반

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100)의 측면(A)을 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마이크로제트(104)는 도 1에 도시한 대로 각

각의 힘 발생 장치(118)를 포함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도 9에 도시한 대로 마이크로제트(360a-360e)의 그룹은 하나의

힘 발생 장치(118)에 의해 작동할 수 있다. 사용시에, 힘 발생 장치(118)는 일반적으로 챔버(120) 내의 압력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여, 챔버(120) 내의 주사액(108)을 노즐(114)을 향해 가속시킨다. 힘 발생 장치의 활성화 후에, 가속된 주사액은

각 노즐(114)로부터 분출되어, 노즐로부터 분출된 한 줄기의 주사액을 생산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한 줄기의 주사액

은 주사액의 적어도 약 1pl 및 많아야 약 800nl을 함유한다. 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한 줄기의 주사액은 주사액의 적어

도 약 100pl 및 많아야 약 1nl을 함유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힘 발생 장치는 적어도 약 5ns 및 많아야 약 10㎲의 속

도로 챔버 내에서 펄스 폭 또는 압력 변화를 일으킨다. 다른 실시예에서, 펄스 폭은 적어도 약 0.5㎲ 및 많아야 약 10㎲이

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펄스 폭은 약 1㎲ 및 많아야 약 3㎲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힘 발생 장치는 많아야 초당 약

100펄스를 발생시킨다. 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힘 발생 장치는 초당 적어도 약 5펄스 및 많아야 약 15펄스를 발생시킨

다.

실시예에 따라, 힘 발생 장치(118)는 도 10에 도시한 대로 압전성 장치(400)이다. 압전성은 기계적 응력이 결정에 가해질

때 전압을 발생시키거나 반대로 전압이 결정에 가해질 때 기계적으로 응력을 받는 유전체 결정이다. 압전성 장치는 주지되

어 있고 압전성의 작동은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압전성 장치(400)는 마이크로제트(104)의 말단 측면(B)을 향해 위치

된다. 마이크로제트(104)의 말단벽(B)은 압전성 장치(400)에 의해 발생된 기계적 힘을 견디도록 제조되어 벽은 압전성 장

치(400)가 기계적으로 응력을 받을 때 휘지 않는다. 그 결과, 압전성 장치(400)의 기계적 응력 또는 변형은 근접한 방향

(A)에서 노즐(114)을 향해 집중된다. 압전성 장치(400)는 플런저로 작동하도록 제조되어, 기계적 변형이 일어나는 동안

근접한 방향에서 주사액(108) 내의 압력 변화를 일으켜, 노즐(114)로부터 분출된 한 줄기의 주사액(402)을 발생시킨다.

하기에서 상세하게 기술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도 10의 회로(124)를 통해 압전성 장치(400)에 연결된다. 사용시

에, 주사액(108)의 투여는 하기에 상세하게 기술된 대로 계획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전원(122)

에 저장된 전압의 압전성 장치(400)에 대한 공급을 제어한다. 전압에 반응하여, 압전성 장치(400)는 기계적으로 응력을 받

아 변형되고 챔버(120)에 압력 변화를 일으킨다(도 1).

도 11에 도시한 실시예에 따라, 한 압전성 장치(410)는 여러 개의 노즐(412)을 작동시킬 수 있다. 저장소(102)의 주사액

(108)을 투여하는 동안, 주사액(108)의 부피는 감소한다. 부피 감소에 따라, 압전성 장치(410)에 가해진 전압은 증가하여,

압전성 장치(410)의 더 큰 물리적 변형이 발생한다. 압전성 장치(410)의 더 큰 물리적 변형은 저장소(102) 내 주사액의 부

피 감소와 연관이 있어서, 상대적인 동일 압력 변화가 저장소(102) 내에 발생되어, 주사액의 일정하고 예측가능한 사용 및

전달을 위해 노즐로부터 일정한 분출력의 주사액을 발생시킨다.

도 12의 압전성 마이크로제트(420)의 배열을 가진 한 실시예에 따라, 회로(424)는 각각의 마이크로제트(420)에 독립적으

로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프로세서(206)는 각각의 압전성 장치(420)의 변형 타이밍 및 순서를 개별적으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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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 결과, 주사액(208)의 투여 패턴은 필요한 주사액의 형태, 예를 들어,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인슐린에 따라 최

적의 투여 결과를 위해 제어될 수 있다. 투여 패턴은 전신 순환계 속으로 흡수 및/또는 분산을 최적화하고, 특정한 환자에

게 맞춰진 생물학적 장벽 자극 등을 최소화하도록 변형될 수 있어서, 환자 적응성, 약물 효과 및 유효성은 최적화된다.

다른 실시예에 따라, 힘 발생 장치는 도 13에 도시한 대로, 상 변화 장치(430)일 수 있다. 상 변화 장치(430)는 두 개의 전

극(432 및 434)을 포함한다. 전극(432 및 434)는 마이크로제트(104)의 말단부를 통과하고 챔버(120)로 튀어나온다. 챔버

(120)는 작동 유체(436)를 수용하는 완전히 밀폐된 챔버이다. 챔버(120)의 말단면과 측면은 상 변화 장치(430)에 의해 발

생된 힘을 견디도록 제조되었으나, 챔버의 근접 말단부는 유연막(438)이다. 유연막(438)은 챔버(120) 속의 작동 유체

(436) 및 노즐에 함유된 주사액(108)에 대해 비침투성인 것이 바람직하고, 두 조성물은 혼합되지 않는다.

작동 유체(436)는 쉽게 파괴되고 전극(432 및 434) 상의 전하의 차이의 증가에 따라 빠르게 증발하는 유체이다. 작동 유체

(436)는 통상적으로 함염 유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도전성 이온성 유체이고, 수용성 금속 헬라이드, 즉, 염화칼

륨, 염화칼슘 등과 같은 물속의 다른 염액들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낮은 용융점을 가진 유전 물질들은 불화탄소와 같은

작용 유체(436)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따라, 작동 유체(436)는 주사액일 수 있다. 따라서, 유연막(438)은 전체 챔버(120)로서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노즐(114)은 상 변화 장치의 활성화 후에 완전히 주사되는 유체로 채워진다.

유체의 소정량의 부피는 유체가 기체 형태로 전환될 때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고정된 부피의 챔버에 소정량의 유체를 기

화면 챔버의 압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그런 후에, 유연막(438)은 근접한 방향으로 변형되어, 노즐(114)의 부피를 감

소시킨다. 그 결과, 주사액(108)은 보다 상세하게 기술한 대로, 근접한 방향으로 힘을 받고 노즐(114)로부터 분출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회로(124)를 통해 상 변화 장치(430)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상기한 대로 압전성 장치의 활성

화와 유사하게,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상 변화 장치(430)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다. 작동 유체(436)의 기화 후에, 작동

유체(436)는 유체로 재형성되고 반복성 기화가 될 수 있어, 반복성 마이크로제트를 발생시킨다. 도 14의 마이크로제트

(204)의 배열을 사용하는 한 실시예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206)는 상 변화 장치(440a-440d)의 발사 타이밍 및 순서를

제어한다. 한정하지 않는 예로서, 상 변화 장치는 노즐에 충전된 생리식염수에 침지된 한 쌍의 전극일 수 있다. 이 실시예

에 따라, 대략 지름이 1mm인 스테인리스 강철 주사 바늘은 접지 전극을 형성할 수 있고 지름이 대략 25㎛인 텅스턴 와이

어는 양극을 형성할 수 있다. 한 말단부에 대략 30㎛ 지름의 개구부를 가진 유리캡은 노즐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유리캡은

주사기-와이어 전극쌍을 덮어서 전극쌍은 유리캡의 생리식염수에 침지된다. 그런 후에, 전위차가 양극-음극 전극쌍에 가

해질 때, 생리식염수는 파괴되어 상 변화를 일으켜서 노즐/캡 내의 압력 변화를 일으킨다.

다른 실시예에서, 도 13의 작동 유체(436)는 작동 유체의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에 의해 주사액(108)으로부터 분리되어

보존될 수 있어서, 막이 필요 없다. 따라서, 작동 유체는 주사액(108)과 혼합될 수 있어서 두 액체는 혼합되지 않는다. 따라

서, 유연막은 필요하지 않다.

도 15에 도시된 다른 실시예에 따라, 단일 상 변화 장치(450)는 여러 개의 노즐(452)를 작동시킬 수 있다. 상 변화 장치

(450)는 적어도 두 개의 전극(454 및 456)을 포함한다. 전극(454 및 456) 주위는 유연막(460)에 의해 밀폐된 부피에 수용

된 작동 유체(458)이다. 주사액(108)을 투여하는 동안, 저장소(462) 내의 주사액(108)의 부피는 감소한다. 따라서, 노즐

(452)로부터 일정한 분출력의 주사액을 발생시키기 위해, 상응하는 더 큰 힘은 상 변화 장치(450)에 의해 발생되어, 유연

막(460)을 더 많이 교체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노즐(452)은 저장소(462)에 함유된 주사액의 양과 상관없이 주사액의 반

복적 분출력을 가진 하나의 상 변화 장치(450)에 의해 작동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 변화 장치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약 500V 및 많아야 약 10kV의 고압에서 작동한다. 상 변화 장치는 적어도

약 1kV 및 많아야 약 6kV의 전압에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상 변화 장치는 적어도 약

3kV 및 많아야 약 6kV의 전압에서 작동한다. 전압은 적어도 약 5ns 및 많아야 약 10㎲에서 맥동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전압은 적어도 약 0.5㎲ 및 많아야 약 5㎲에서 맥동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전압은 적어도 약 1㎲ 및 많아야 약 3㎲에서

맥동한다.

유연막(438 및 460)은 폴리다이메틸실록산(실리콘 고무), 불소폴리머(칼레즈) 등과 같은 낮은 영률의 엘라스토머 재료로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유연막(438 및 460)의 두께는 적어도 약 0.1㎛ 및 많아야 약 100㎛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유연막(438 및 460)의 두께는 적어도 약 0.5㎛ 및 많아야 약 50㎛이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유연막(438

및 460)의 두께는 적어도 약 1㎛ 및 많아야 약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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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힘 발생 장치(118)(도 1)는 도 16에 도시한 대로 솔레노이드와 같은 전자기 작동 장치(500)일 수

있다. 전자기 작동 장치(500)는 하기한 대로 마이크로프로세서(106)로부터의 정보에 반응하여 작동하여, 플런저(502)는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해 주사액(108) 및 주사액(108)의 제트 분출물(504)을 이동시키는 챔버(120)에서 화살표로 나타낸

가까운 A 방향으로 이동한다. 전자기 작동 장치(500)는 당업자가 알 것이므로 더 이상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힘 발생 장치(118)(도 1)는 도 17에 도시한 대로 플런저(512)를 작동시키는 스프링 장치(510)일

수 있다. 이 실시예에 따라, 챔버(120)의 가까운 말단부는 노즐(114)부분을 챔버(120)로부터 분리시키는 막이 없이개방될

수 있다. 챔버(120)와 노즐(114) 모두는 주사액(108)로 채워진다. 따라서, 챔버(120)의 주사액(108)에 발생된 힘은 노즐

(114)의 주사액(108)을 통해 전파되어 아래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 대로 노즐(114)로부터 주사액(108)의 제트 분출물

(514)을 나오게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힘 발생 장치(118)(도 1)는 활성화되었을 때, 플런저를 이동시켜 노즐(114)로부터 주사액

(108)을 교환하는 고압 기체일 수 있다. 이 실시예에 따라, 마이크로프로세서(106)(도 1)는 상기한 적절한 시기 및/또는 순

서에 따라 주사액(108)의 투여를 위한 한 줄기의 주사액(108)을 발생시키기 위해 고압 기체의 이동을 제어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힘 발생 장치(118)는 폭발성 장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폭발성 장치는 전압이 전달되거나 다른 형태

의 발화원이 전달됨에 따라 폭발을 일으겨 발생시키는 화학물질의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런 후에 폭발은 챔버(120)

내에 압력 변화를 일으켜 주사액을 노즐(114)로부터 인접한 생물학적 조직으로 이동시킨다.

도 1의 챔버(120)는 통상적으로 PDMS와 알려진 폴리다이메틸실록산 또는 실리콘으로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른

폴리머, 세라믹 또는 금속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 챔버(120)의 지름은 적어도 약 0.1㎛ 및 많아야 약 500㎛이다. 보다 바

람직하게는, 챔버(120)의 지름은 적어도 약 0.5㎛ 및 많아야 약 100㎛이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챔버(120)의 지름은 적어

도 약 1㎛ 및 많아야 약 10㎛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챔버(120)는 마이크로제트(104)의 노즐(114)과 유동적으로 연결된다. 힘 발생 장치(118)가 챔버(120)

와 노즐(114) 내에 압력 변화 및/또는 부피 변화를 일으킴에 따라, 노즐(114)로부터 주사액(108)이 분출되고, 챔버(120)

및 노즐(114)은 연속적인 작동을 준비하기 위해 주사액(108)으로 재충전되어 반복적인 마이크로제트를 생산한다. 힘 발생

장치(118)의 작동 후에, 챔버(120)는 반복적 마이크로제트 장치(100)가 작동하는 동안 저장소(102)로부터 주사액이 재충

전된다.

상기한 대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저장소(102)와 노즐(114)을 유체 전달 수단과 유지하는 공급 라인(110)을 사용한다. 또

한, 상기한 대로, 저장소(102)는 가압될 수 있거나 펌프(132)를 포함할 수 있어서, 주사액(108)은 공급 라인(110)으로 내

려가 노즐(114) 속으로 들어가서, 주사액(108)을 각각 분출한 후 노즐(114)과 챔버(120)를 재충전한다. 선택적으로, 공급

라인(110)은 노즐(114)보다는 챔버(120)와 결합되어 챔버(120)를 비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챔버(120) 및/또는 노즐(114)의 교차점에서 공급 라인(110)의 개구부의 지름은 노즐(114)의 개구

부보다 상당히 작아서 역방향에서 주사액(108)의 공급 라인(110) 속으로의 흐름은 약화된다. 또한, 마이크로제트(104)가

작동하는 동안 역방향으로 주입 라인(110)으로부터 주사액(108)을 편향시키도록 위치된 노즐(114) 속의 공급 라인(110)

의 개구부 위에 위치한 도 1의 전향판(134)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따라, 밸브(112)(도 1)는 공급 라인(110)이 노

즐(114)을 대면하는 지점에 위치할 수 있어서 주사액(108)은 마이크로제트(104)가 작동하는 동안 역방향으로 공급 라인

(110)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에 따라, 주사액(108)은 저장소(102)가 가압되지 않는다면 모세관 작용에 의해 노즐(114)과 챔버(120)를 다

시 채운다.

도 9의 다른 실시예에서, 챔버(120)의 먼 말단부는 저장소(102) 속으로 연장되고, 저장소(102) 속에 개구부를 갖거나 챔

버(120) 및 저장소(102) 사이에 반유연막을 가진다. 힘 발생 장치(118)는 마이크로제트(104)로부터 분출물(180)을 분출

하기에 충분한 주사액(108)에 압력 차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사액은 개구부(182)를 통해 챔버(120)에 들어가 저장소

(102)의 압력으로 챔버 내의 압력을 균일하게 한다.

도 11 및 15에 도시한 대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주사액을 수용하기 위한 저장소는 또한 챔버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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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은 노즐(114)의 일반적인 형태를 도시한다. 노즐(114)의 먼 말단부는 챔버(120)과 결합되고 노즐(114)의 가까운 말

단부는 생물학적 장벽(130)과 접촉하도록 형성된다. 사용시에, 힘 발생 장치(118)(도 1)는 챔버(120)에 압력 변화를 일으

키기 때문에, 압력 변화는 챔버(120)와 노즐(114) 내의 주사액(108)을 분출물 형태로 노즐(114) 밖으로 나가게 한다. 노즐

(114)은 노즐(114)의 가까운 개구부(602)에 대해 더 작은 단면 지름으로 끝이 가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속되는 주

사액(108)의 초기 부피는 노즐(114)이 가깝게 끝이 가늘어짐에 따라 노즐(114의 부피보다 크기 때문에, 주사액(108)은 더

큰 속도로 가속된다. 노즐(114)의 개구부에 도달하자마자, 가속된 주사액은 한 줄기의 유체로서 노즐(114)로부터 분출된

다. 다업자는 노즐 크기, 챔버 부피, 주사액의 속도 등은 주사액의 분출물이 소정량의 힘을 갖도록 변형될 수 있어서 주사

액의 분출물은 생물학적 장벽(130)을 통과하여 주사액을 인접한 조직에 소정의 깊이로 쌓이게 할 것이다.

도 18의 노즐에 따라, 노즐(114)은 생물학적 장벽(130)을 부드럽게 받칠 수 있는 경우 반이 뭉툭한 가까운 말단부를 갖도

록 제조된다. 노즐(14) 내의 주사액(108)은 생물학적 장벽(130)과 접촉한다. 따라서, 힘 발생 장치(118)가 작동할 때, 주사

액의 투여량은 노즐(114)의 주사액(108)을 통해 전파되고 인접한 생물학적 장벽(130)의 처음층을 통해 뚫고 나간다.

도 19에 도시한 대로 실시예에 따라, 노즐(114)의 먼 말단부(604)는 주사액(108)을 통과시키지 않는 조성물 등으로 제조

된 코팅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사액(108)이 친수성 물질이라면, 노즐(114)의 가까운 말단부(604)는 친유성 물질

로 코팅되거나 친유성 물질로 제조될 수 있어서, 주사액(108) 노즐(114)의 가까운 말단부(604)를 저항 없이 통과하는 것

을 튀겨낸다. 이 실시예에서, 주사액(108)은 장치의 휴식 단계 동안 생물학적 장벽(130)의 표면으로부터 설정된 거리(h)를

유지한다. 따라서, 주사액(108)이 생물학적 장벽(130)과 접촉하게 놓일 때 생물학적 장벽(130)을 자극하거나 생물학적 장

벽(130)에 다른 악영향을 일으키는 경향을 가질 때, 이런 일들은 감소될 것이다. 또한, 이 실시예에 따라, 투여된 주사액

(108)의 보다 정확한 양을 예측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데 이는 주사액은 투여하는 동안 제트 추진 기류가 아니면 생물학

적 장벽(130)을 통과하거나 생물학적 장벽(130)을 들어가서 분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선택적으로, 노즐(114)의 가까운 말단부는 도 20에 도시한 대로, 수렴되는 형태/확산되는 형태(606)를 가질 수 있다. 이

실시예에 따라, 주사액(108)의 위치는 생물학적 장벽(130)으로부터 최적의 거리(h)에서 주사액(608)의 초승달 형태를 유

지하도록 결정될 수 있다. 높이(h)는 초승달 형태와 투여된 한 줄기의 주사액(108)을 침투시키는 주사액(608)의 생물학적

장벽(130) 사이의 거리로 결정되고 생물학적 장벽(130)을 설정된 거리에 침투시킨다. 한 실시예에 따라, 높이(h)는 생물학

적 장벽의 표면으로부터 적어도 약 0㎛ 및 많아야 약 5000㎛일 수 있다. 다른 예시적 형태에 따라, 예를 들어, 각질층은 약

10㎛-15㎛의 두께이고 상피는 각질층 아래의 약 50㎛-100㎛의 두께이다. 따라서, 상피가 주사액의 표적 지역이라면, 높

이(h)는 주사액을 적어도 약 10㎛ 및 많아야 약 500㎛의 거리로 침투시키는 거리로 설정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주사

액은 생물학적 장벽의 표면 아래 적어도 약 25㎛ 및 많아야 약 100㎛의 깊이로 침투한다.

도 21에 도시한 대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노즐(114)은 하우징(128)로부터 거리(h) 만큼 돌출한다. 사용하는 동

안, 하우징(128)의 가까운 표면(A)은 도 22a에 도시한 대로 생물학적 장벽(130)을 직접 대면하게 위치할 수 있어서, 노즐

(114)은 생물학적 장벽(130)과 바람직한 방향에 자동적으로 위치할 것이다. 또한, 노즐(114)이 하우징(128)의 가까운 표

면(A)으로부터 돌출되어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100)가 생물학적 장벽(130)을 향해 위치할 때 생물학적 장벽(130)에

장력을 가한다. 생물학적 장벽(130)을 장력 또는 선하중(pre-load) 하에 놓이게 하면 마이크로제트(104)로부터 분출물의

분출을 용이하게 하여 생물학적 장벽(130)을 통과한다. 선하중은 생물학적 장벽(130)으로부터 탄성력을 제거하거나 감소

시킨다. 따라서, 생물학적 장벽을 실제로 침투하는 주사액의 정확한 양을 계산할 수 있고 장치는 정확한 투여량을 전달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 결과, 공지되고 일정한 접촉 압력은 노즐(114)과 생물학적 장벽(130) 사이에 가해질 것이다. 따라

서 사용자는 간단히 하우징(128)의 가까운 면(A)을 생물학적 장벽(130)을 향하게 하면 노즐(114)은 주사액의 최적의 투

여를 위해 적절하게 위치될 것이다.

도 22b에 도시한 대로, 다른 실시예에 따라, 하우징(128) 위로 돌출된 노즐(114)의 가까운 말단부는 생물학적 장벽(130)

의 처음층 속에 또는 이를 통과하여 위치되는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사용시에, 마이크로제트(104)로부터 생성된 제 1의 여

러 분출 주사액은 생물학적 장벽(130)을 통과하여 또는 이 속에 구멍(190)을 만들고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100)를 생

물학적 장벽(130)에 가하는 힘은 분출 주사액에 의해 발생된 구멍(190) 속에 노즐(114)의 가까운 선단을 위치시킨다. 따

라서, 노즐(114)의 가까운 선단을 생물학적 장벽(130 속에 또는 이를 통과하게 삽입한 후, 노즐(114)의 주사액(108)은 저

항 없이 생물학적 장벽(130) 속으로 분산될 수 있다.

노즐(114)은 적어도 약 1㎛ 및 많아야 약 500㎛의 구멍 지름을 가진다. 다른 실시예에 따라, 노즐(114)은 적어도 약 25㎛

및 많아야 약 250㎛의 구멍 지름을 가진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노즐(114)은 적어도 약 30㎛ 및 많아야 약 75㎛의 구멍 지

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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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114)은 당업계에 공지된 여러 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 방법은 유리 튜브를 가열하고 튜브를 당

겨 소정의 지름을 얻는 것과 그 후 튜브에 선을 긋고, 구부리고 광택을 내어 노즐을 완성하는 것이다. 다른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노즐을 성형하는 것 또는 매스터 주형으로부터 노즐을 사출성형하는 것을 포함한다. 노즐을 제조하는 또 다른 방법

은 포토리소그래픽 가공과 에칭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노즐을 제조하는 다른 방법은 예를 들어, 레이저 드릴링을 포

함한다. 이런 방법은 당업계에 주지되어 있고 당업자가 알 수 있어서,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다. 또한, 당업자는 노즐(114)

은 끝이 가늘어지고, 원뿔형이고, 직선형의 복합 형태 등일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따라, 장치는 도 2a에 도시한 대로 마이크로제트(204)의 배열과 노즐(214)의 배열을 갖도록 제조되고, 여

러 개의 주사액 물질은 다른 노즐을 통해 전달될 것이다. 이런 실시예에 따라, 각 마이크로제트(204)는 다른 저장소와 연결

될 수 있고 또는 다른 그룹의 마이크로제트(204)는 다른 저장소와 연결될 수 있어서 일부 마이크로제트는 특정한 주사액

을 주사할 수 있고 다른 마이크로제트는 다른 주사액을 주사할 수 있다.

도 2b의 마이크로제트(204)의 배열을 가진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각 마이크로제트는 개개의 전달 장치(242)일 수 있다.

따라서, 각 전달 장치(242)는 마이크로프로세서(206)에 의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게다가, 마이크로프로세서(206)

는 전달 장치에 함유된 특정한 주사액이 배출될 때까지 다음 전달 장치의 작동을 개시하는 한 번에 하나의 전달 장치(242)

를 작동시키고 그런 후에 각 전달 장치의 주사액이 배출될 때까지 다음 전달 장치의 작동을 시작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

다.

이제 바람직한 마이크로프로세서(106)를 기술할 것이다. 도 23에 도시한 대로,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중앙처리장치

(CPU)(700), 메모리(702), 사용자 인터페이스(704), 통신용 인터페이스 회로(706), 일시적 기억장치(RAM) 및 이런 요소

들을 연결하는 버스(704)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프로그램될 수 있고 특정한 주사액의 투여 방식에 관한

데이타, 환자 자격, 마이크로제트 작동 패턴, 저장소 혼합 회수 및/또는 조건, 투여량 등에 관한 데이타를 메모리(702)에 저

장한다. CPU(700)는 주사액(108)을 투여하기 위해 메모리(702)에 저장된 데이타를 분석하고 수행한다. 또한 메모리

(702)는 마이크로제트(104)의 작동 시기와 순서를 제어하여 주사액의 투여를 제어하기 위한 작동 절차(702)를 포함한다.

사용시, 상기한 대로, 어떤 힘 발생 장치(118)가 반복성 마이크로제트 장치(100)의 특정한 실시예에 포함되는 가에 따라,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작동 유체의 기화를 일으키기 위해 압전성 장치에 대한 전압의 전달, 전극에 대한 전압의 전달

을 제어하고, 마이크로제트(104)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해 전자석, 고압 기체의 움직임 등을 제어한다. 본 명세서를 통해 마

이크로프로세서(106)는 마이크로제트의 활성화를 제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업자는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마이크로제

트의 힘 발생 장치에 대한 전력 공급을 제어하는 것을 알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전원으로부터 힘 발생 장

치로 전력의 흐름을 일으켜 힘 발생 장치를 활성화하는 트랜지스터와 같은 스위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의 편

의를 위해서, 이 과정은 마이크로제트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 활성화로 부를 것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마이크로제트의 활성화를 제어하여 특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간격으로 환자에게 치료제의 특정

한 투여량을 전달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적절한 시간에,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처방된 치료제를 '발사' 또는 작동

및 전달하기 위해 마이크로프로세서(104)의 작동을 개시할 것이다. 따라서, 환자는 하루 종일 자동적으로(사람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전신에 최적의 투여량 수준을 유지하는 장치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어서 치료는 환자 상태에 대해 최적

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한 줄기의 주사액의 전달 또는 주사는 단지 각질층을 침투하여 치료제를 상피 속에 전달하

기 때문에, 신경 말단부가 없는 곳에서, 이 과정은 사용자에게 통증이 없다.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주사액 성분의 적절

한 혼합을 위해 상기한 대로, 저장소(102) 내의 독립 챔버들 사이의 저장소 칸막이(320)(도 5)의 파괴를 제어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따라, 마이크로프로세서(106)의 메모리(702)는 환자를 위한 치료 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래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전달된 주사액의 양, 투여 시기, 투여 횟수 등을 보관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704)를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704)는

버튼, 스위치 또는 임의의 시간에 주사액의 투여를 자극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는 다른 장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스트 버튼(136)은 부스터 버튼 연결 링크(138)를 통해 마이크로프로세서(106)와 연결되도록 위치할 수 있

다.

따라서, 만일 환자 또는 투여자가 임의의 시간에 주사액의 투여량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다면, 부스트 버튼(136)

이 작동될 수 있어서, 프로그램된 투여 방식을 무시하고 주문된 소정의 투여량의 주사액을 전달한다. 이것은 장치가 통증

약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 유익할 수 있는데 이는 통증약의 필요는 소정의 전달 방식의 바깥에서 발생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704)와 관련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안전하게 미리 프로그램될 수 있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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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는 주어진 시간에 많은 횟수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704)를 작동시킬 수 있고, 환자는 주사액을 과용하거나 남용

하지 않을 것이다. 환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704)를 작동할 수 있는 횟수는 주사액을 이루는 물질, 환자의 연령, 환

자의 체중, 환자 상태의 심각성 등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하기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 회로(706)를 가

진다. 의사, 연구원 등은 컴퓨터, 소형 컴퓨터, 무선 통신 등을 통해 마이크로프로세서(106)와 연결될 수 있고 투여 주기,

각 간격에 전달되는 투여량, 전달되는 투여량의 다양성, 전달되는 전체 투여량 등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의

사 또는 연구원은 메모리(702)에 저장된 데이타를 다운로드할 수 있거나 투여 방식 또는 작동 순서(716)를 변형할 수 있

다. 마이크로프로세서(106)와 연결하는 것은 어떤 질환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새롭고 나은 치료 물질과 방식을

개발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도 24에 도시한 대로, 다른 실시예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바이오센서(750)와 연결된다. 바이오센서(750)는 사용

자의 신체에 이식될 수 있거나 사용자의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다. 바이오센서(750)는 주사액이 치료, 우회, 변형, 치유, 증

대하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상태를 탐지하는 센서가 바람직하다. 바이오센서(750)는 하드-와이어 연결, 무선 등일 수 있는

통신 장치(706)를 통해 마이크로프로세서(106)와 연결된다. 바이오센서(750)는 바람직하게는 생물학적 상태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통신 장치(706)를 통해 마이크로프로세서(106)에 전달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바이오센서(750)에 의해 측정된 값을 읽고 소정의 변수 범위 내에서 상태에 반응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106)는 탐지된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주사액을 주사하도록 마이크로제트(104)를 작동시킬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 따라, 장치(100)는 도 1의 상태 센서(133)를 포함할 수 있다. 상태 센서(133)는 바람직하게는 장치(100)가

생물학적 장벽(130)과 접촉하고 있는지 아니면 향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탐지하도록 제조되어 장치(100)가 활성화되

면 주사액의 주사를 일으킬 것이다. 만일 장치(100)가 생물학적 장벽(130)으로부터 제거되거나 위치를 벗어나는 경우, 마

이크로제트(104)의 활성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주사액이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이크로프로세서(106)

와 연결된 상태 센서(133)는 마이크로제트(104)가 장치(100)가 다시 배치될 때까지 활성되거나 활성화되지 않는 지를 나

타내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태 센서(133)는 버저 또는 다른 형태의 경보 장치를 포함할 수 있어서 장치가 위

치를 벗어나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환자 또는 주치의(들)에게 전달한다. 상태 센서는, 예를 들어, 온도 센서, 압력 센

서 등일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센서(133)는 힘 발생 장치에 의해 발생된 압력을 탐지하도록 제조될 수 있어서, 힘 발생

장치의 기능을 관찰하기 위해 마이크로프로세서에 피드백 장치를 제공한다.

도 1의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마이크로제트로부터 분출된 주사액의 분출 당 주사 에너지, 주사 속도, 주사 부피, 시간

에 따른 약물 용량 전달 형태 등을 제어한다.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간에 따라 변

할 수 있는 투여량을 전달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이것은 성장 호르몬 결핍(GHD)을 위한 인간 성장 호르몬(hGH), 당

뇨병을 위한 식사시간 혈당 수준 제어를 위한 인슐린 전달과 같이 생물학적 주기 변화 또는 박동형 전달이 필요한 특정한

상태에 특히 중요할 수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반복적 마이크로제트 장치(100)는 전원(122)을 포함할 수 있다. 전원(122)은 NiCd, NiMH, LiMnO2 배

터리, 일회용 배터리, 충전 배터리 등과 같은 배터리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경량이고, 소형이고, 수명이 길고, 저

렴하며 일회용인 배터리는 전원(122)을 포함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서, 전원(122)은 힘 발생 장치(118)와 마이크로

프로세서(106)에 전압을 전달하기 위한 다른 허용가능한 형태의 전원일 수 있다.

도 25에 도시한 다른 실시예에 따라,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800)는 외부 저장소(802)를 포함한다. 외부 저장소(802)

는 노즐(804)에 인접한 홈이 있는 저장소로 제조될 수 있다. 따라서, 외부 저장소(802)는 생물학적 장벽(830)을 통해 전달

되는 물질로 채워질 수 있다. 생물학적 장벽(830)을 통해 전달되는 물질은 공급 라인(810)을 통해 저장소(808)에서 외부

챔버로 전달될 수 있다. 사용시에,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800)는 생물학적 장벽(830)에 인접하게 위치하고 마이크로

제트(812)는 상기한 대로 작동한다. 작동하자마자, 마이크로제트(812)는 한 줄기의 용액을 분출하여, 생물학적 장벽(830)

을 통과하여 구멍(814)을 형성한다.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800)는 생물학적 장벽(830)에 대해 움직이기 때문에, 마이

크로제트(812)의 한 줄기 물질에 의해 발생한 구멍(814)은 외부 저장소(802)에 있는 물질이 이를 통해 저항 없이 분산되

는데 이용된다. 또한, 기질은 생물학적 장벽(830)의 침투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생물학적 장벽(830)을 통해 전달

되는 물질에 첨가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도 25에 도시한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800)는 체액을 샘플링하고 수집하고, 생물학적 장벽(830)을 통해

생물학적 표본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런 형태에서, 마이크로제트(812)는 상기한 대로 작동하고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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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식염수 형태의 용액을 생물학적 장벽(830) 속으로 주사하나, 당업자는 마이크로제트(812)를 통해 생물학적 장벽

(830) 속으로 분출하는데 적합한 임의의 용액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생물학적 유체를 생물학적 장벽(830)을

통해 주사한 후, 생물학적 유체는 주사 제트에 의해 발생된 구멍(814)을 통해 분산된다. 이 생물학적 유체는 수집되고 샘플

링되거나 분석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마이크로제트(812)는 생물학적 조직 속으로 주사하기 위한 특정물질을 포함

할 수 있다. 특정물질을 주사한 후, 특정물질은 특정한 광학 또는 형광 기술을 통해 탐지 또는 측정될 수 있다. 당업자는 많

은 다른 화학적, 생화학적 및/또는 생물학적 진단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는 도 26에 도시한 약물 전달 패치(900)로 제조될 수 있다.

약물 전달 패치(900)는 폴리다이메틸실록산(PDMS),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불화폴리머 등과 같

은 생체적합성 및 약물 안정성 물질의 박층(902, 904, 906 및 908)으로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이크로제트 층(902), 제어 회로층(904) 및 저장층(906)은 통상적으로 바람직하게는 약물 성분을 투여한 후 버릴 수 있

는 투여 장치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프로세스(908)는 반드시 쓰고 버릴 필요가 없고 투여 장치와 상호작용하도록 조절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층에 수용되는 동안 환자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층(908)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이 층을 새로운 투여 패

치에 재연결할 수 있다. 도 11 및 15에 도시한 대로, 투여 장치(102 및 462)는 각각 마이크로프로세서(106)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이 실시예에 따라, 제어 장치는 마이크로프로세서(106) 및 힘 발생 장치(410 및 450)를 각각 포함한다. 따라서,

투여 장치를 교환할 때 제어 장치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힘 발생 장치 모두를 계속 사용하고, 장치의

쓰고 버릴 수 있는 부분은 투여 장치에 한정된다. 그 결과, 투여 장치의 교환 비용은 저렴하고 제조 과정은 효율적이다.

저장소 층(906)은 제어 회로망 층(904)과 결합될 때 주사액 성분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를 형성하는 오목한 지역(910)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소 층(906)은 주사액을 공급하는 마이크로제트(914)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 라인(912)을

통해 마이크로제트 층(902)과 유동적으로 결합한다. 제어 회로망 층(904)은 마이크로제트(914)를 활성화하는 전기 회로

망(916)을 포함한다. 표면(A)인 마이크로제트 층(902)의 가까운 표면은 사용자의 표면에 경피용 약물 전달 패치(900)를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층(908)은 통상적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106)를 포함하고 전원(122)을 포함할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

세서 층(908)은 마이크로제트(914)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106)를 수용하도록 제조된다. 마이크로프

로세서 층(908)은 제어 라인(918)을 통해 제어 회로망 층(904)과 전기적으로 결합한다. 바람직하게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층(908)은 투여 패치에 제거할 수 있도록 부착되게 제조되어서 투여 패치의 주사액(108)이 완전히 분출되거나 특정한 주

사액의 투여가 완료된 후 마이크로프로세서(106)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는 추가 주사액을 투여하면서 새로

운 투여 패치를 받을 수 있고 마이크로프로세서(908)는 환자에게 고정될 수 있어서 주사액의 투여는 특정한 환자 또는 치

료 방식을 위해 미리 프로그램된대로 지속할 수 있다.

전원(122)은 투여 패치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층(908)에 수용될 수 있다. 전원이 투여 패치에 수용될 때, 치료를 완료한

후에 투여 패치와 함께 처리되도록 제조된다. 따라서, 이런 형태에서, 매시간 사용자는 새로운 투여 패치를 받고, 새로운

전원은 제공될 것이어서, 전원은 치료 방식을 통해 부분적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도 11 및 15에 도시한 대로, 다른 실시예에서, 힘 발생 장치(410 및 450) 각각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층(908)의 부품으로 제

조될 수 있어서 장치는 투여 패치가 제거될 때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최종 사용자에게 비용을 감

소시킨다.

바람직하게는 박막층은 함께 결합된다. 박막층은 화학적 결합, 열적 결합 등에 의해 함께 결합할 수 있다. 또한, 패치는 효

율적이고 경제적인 형태로 제조되어 내용물의 투여 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막층(902, 904 및 906)은 유연하고, 생체적합성이며, 약물 안정성인 재료로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하여서 약물 전달 패

치(900)는 신체의 위치에 사용될 수 있고 신체의 외형과 일치할 수 있다. 또한, 경피용 약물 전달 패치(900)는 유연하기 때

문에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에 따라, 경피용 약물 전달 패치(900)는 유연하지 않은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따라서, 경피용 약물 전달 패치(900)는 사용 위치의 외형을 그리지 않는다.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100)는 접착제에 의해 사용자의 피부에 도포되는 경피용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제조될 수 있

다. 다른 실시예에서, 장치는 피부와 접촉하게 위치되고, 벨트, 버클, 고무 밴드 등과 같은 조절가능한 밴드에 의해 제 위치

에 부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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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실시예에 따라,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100)는 생물학적 장애, 상처, 질병, 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치료액,

생리식염수 등의 소형 도포기 또는 기계적 도포기로 제조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경피용 마이크로 장치는 내장, 종양, 뇌

척수 경막 및 연막과 같은 생물학적 장벽 등과 접촉하는 이식가능 장치로 제조될 수 있다. 또한,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

는 장기간 이식가능한 지속적 제어형 약물 배출 장치로 제조될 수 있다. 이식가능한 장치는 프로그램된 치료 방식을 변화

시키기 위해 이식 장소의 외부에서 무선으로 제어될 수 있다. 상기한 대로, 장치는 정맥 내 약물 전달 시스템 대신에 사용

될 수 있다. 이런 실시예에서, 장치는 약물을 경피적으로 상피 속에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장치는 환자의 피부에 위

치할 수 있고 장치 저장소는, 예를 들어, 전통적인 정맥(IV) 내 약물 적하 공급기일 수 있다. 약물은 많은 IV 약물 전달 용도

에서 용인될 수 있는 매우 짧은 시간에 상피로부터 정맥으로 분산된다. 또한, 지속적인 정맥 내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

우, 도뇨관의 삽입 위치에서 합병증이 종종 발생한다. 또한, 도뇨관 삽입 위치는 신체로 통하는 주요 감염 경로이다. 본 실

시예에 따른 본 발명을 사용하면 전통적인 정맥 내 약물 전달 시스템에 의한 감염 및 다른 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을 감소시

킨다.

본 발명은 약물을 생물학적 조직에 기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와 방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치는 격막, 공동 작인,

용해도, 전하, 분자량 등과 같은 약물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업자는 피부 침투성을 증

가시키기 위해 물질을 주사액에 첨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런 물질은 화학적 계면활성제 등일 수 있다.

도 27은 약물 전달 장치로서 본 발명을 사용하는 방법을 도시한다. 도시된 방법에 따라, 방법은 단계(1002)에서 상태를 진

단하고 그 상태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법의 관련된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단 치료법이 선택되면, 주사액(108)이 준

비된다. 주사액은 본 발명의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100)를 사용하여 투여될 물질이다. 주사액은 약물, 항생 물질, 진통

제, 위약, 생리식염수 등일 수 있다. 다음으로, 단계(1006)에서, 주사액은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100)의 저장소(102)

에 채워진다. 그런 후에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단계(1008)에서 선택한 특정한 상태와 치료법에 대한 바람직한 투여 방

식으로 프로그램된다. 다음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106)가 경피용 마이크로제트 장치(100)의 투여 장치에서 분리되면, 두

개의 부품은 단계(1010)에서, 서로 결합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106)와 투여 장치의 연결 장치는 핀 와이어 연결, 무선 연

결 등일 수 있다. 약물 전달 장치는 단계(1012)에서 치료될 생물학적 조직에 사용된다. 장치와 결합하는 생물학적 조직은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종양에 직접 장치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치료되는 조직일 수 있거나 생물학적 조직은 치료될 조직

에 도달하기 위해 주사액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장벽일 것이다. 예를 들어, 장치의 바람직한 용도가 약물을 환자에게 전신

으로 전달하는 것이면, 피부는 넘어야 할 생물학적 장벽일 것이다. 따라서, 장치는 생물학적 조직과 결합하거나 접촉하고

장치는 주사액을 장벽을 넘어 주사하여 전신으로 전달한다.

주사액을 생물학적 조직에 투여하는 동안, 주사액의 투여와 관련된 데이타는 단계(1014)에서 기록된다. 통상적으로 기록

될 수 있는 데이타는 각 투여 시간, 각 투여량 등을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장치는 체온, 혈압, 맥박, 혈당 수치와 같은

환자의 생물학적 활동 또는 환자의 다른 생물학적 및/또는 화학적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바이오센서와 같은 센서를 포

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물학적 조직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또는 연구원이 원한다면, 장치와 전자적으로 연결하여 실

시간으로 및/또는 단계(1016)에 도시한 대로, 주사액을 투여하는 동안 임의의 시간에 기록되는 데이타를 받을 수 있다. 의

사 또는 연구원은 단계(1018)에서, 주사액을 투여하는 동안 마이크로프로세서(106)와 전자적인 연결을 통해 투여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다음으로, 주사액의 투여는 단계(1020)에서, 투여 방식을 수행한다.

만일, 주사액의 투여가 완료한 후, 상태가 완화되면, 방법은 단계(1024)에서 종료된다. 그러나, 만일 주사액의 투여가 완료

한 후, 상태가 완화되지 않으면, 마이크로프로세서(106)는 투여 장치와 분리되고, 투여 장치는 버려지며, 마이크로프로세

서는 단계(1026)에서 계속 사용된다. 새로운 주사액이 단계(1004)에서 준비되고, 치료 방법은 상기와 같이 계속된다. 새

로운 주사액은 다른 양의 이전에 투여된 동일한 주사액이거나 다른 주사액 조성물이 투여될 수 있다.

도 27의 단계들의 실행에 대한 예시적 설명은 아래에 있다. 예를 들어, 투여자 또는 의사는 통상적으로 단계(1002)를 수행

하여, 환자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법을 결정한다. 단계(1004, 1006 및 1008)는 통상적으로 장치를 제조하는 동안 수행될

수 있어서 각 투여 장치가 준비되고 밀봉되어 약국과 같은 판매소에 운반된다. 단계(1010), 제어 장치와 투여 장치의 연결

은 단계(1012)와 유사하게 환자, 약사,의사 등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장치는 환자, 약사, 의사 등에 의해 환자에 사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투여는 장치를 환자에게 사용한 후 단계(1013A)에서 시작되고 부스트 버튼은 주사액을 주문형으로

전달하기 위해 환자, 약사, 의사 등에 의해 단계(1013B)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 데이트를 회수하는 단계(1016)와 투여 방

식을 바꾸는 단계(1018)는 통상적으로 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술자가 수행한다. 투여 장치의 투여가 완료되자마

자, 환자는 대부분 제어 장치를 투여 장치로부터 제거할 것이고(단계 1026) 사용한 투여 장치를 새로운 투여 장치와 교환

할 것이지만(단계 1010), 의사 또는 다른 의료 전문가가 이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당업자는 본 발명의 단계의 작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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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은 설명을 위한 것이고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본 발명은 제조하는 동안 환자, 투여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상황에 맞고, 효과적이고 편리하다고 증명된 두 사람의 조합에 의해 수행될 수 있고, 본 발명은

의학적 질환의 치료를 촉진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의 내용 중에 있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지지 구조물;

지지 구조물에 형성된 약 1㎛ 내지 약 500㎛의 지름을 가진 적어도 하나의 출구;

조직에 전달되는 유체를 함유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출구와 연결되도록 제조된 유체 저장소; 및

상기 유체 저장소 및 활성화 신호에 반응하여 유체를 분출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출구와 협력하는 반복가능한 활성

화 수단을 포함하는 능동형 유체 전달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체 저장소 및 상기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은 지지 구조물에 배치되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 구조물은 피부 표면에 인접한 적어도 하나의 출구를 가지며 피부 표면과 접촉하도록 적응되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지지 구조물은 상기 구멍을 형성하는 노즐을 포함하고, 상기 노즐은 구멍으로부터 분출되는 유체를 가속하는 형태와 크기

를 갖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과 연결되고 활성화 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제어기를 더 포함하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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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패턴화된 투여 방식을 제어하도록 프로그램된 마이크로프로세서인 전달 시스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패턴화된 투여 방식은 적어도 약 500ms 및 많아야 약 10일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분출되기 전에, 노즐은 거의 고정된 거리에서 조직으로부터 멀리 유지하도록 제조되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고정된 거리는, 유체를 분출하기 전에, 조직으로부터 많아야 약 5000㎛인 전달 시스템.

청구항 10.

제 1 항 내지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지지 구조물에 형성되고 유체 저장소와 연결된 출구의 배열을 더 포함하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11.

제 1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유체 저장소는 유체를 저장하도록 제조된 저장소를 포함하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저장소에 저장된 유체를 가압하기 위한 가압 장치를 더 포함하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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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는 저장소 칸막이에 의해 적어도 두 개의 저장소로 분리되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지지 구조물에 형성된 적어도 두 개의 출구를 더 포함하고, 제 1 출구는 제 1 유체를 저장하는 제 1 저장소와 연결되어 제

1 유체는 제 1 출구를 통해 분출될 수 있고 적어도 하나의 제 2 출구는 제 2 유체를 저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 2 저장소와

연결되어 제 2 유체는 제 2 출구를 통해 분출될 수 있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저장소에 함유된 물질을 투여하기 전에 저장소를 파괴하는 형태와 크기를 가진 저장소 칸막이 파열 장치를 더 포함하는 전

달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소 칸막이 파열 장치는 압전성 장치인 전달 시스템.

청구항 17.

제 1 항 내지 제 1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태가 만족스러운지를 탐지하는 센서; 및

상태가 만족스럽다는 신호를 센서로부터 받자마자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을 작동시켜 활성화 신호를 생산하도록 제조된

제어 장치를 더 포함하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18.

제 1 항 내지 제 1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을 작동하는 활성화 신호를 생산하도록 제조된 제어 장치; 및

상태가 만족스러운지를 탐지하고, 만일 그렇다면, 활성화 신호를 생산하지 않기 위해 신호를 제어 장치에 전달하여, 반복

가능한 활성화 수단을 작동시키지 않는 센서를 더 포함하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19.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센서는 지지 구조물과 원거리에 위치하는 전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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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센서는 환자에게 이식되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21.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센서는 환자의 생물학적 상태를 탐지할 수 있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22.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는 상기 지지 구조물과 결합하여 상기 센서는 투여에 관한 상태를 결정하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23.

제 17 항 내지 제 2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는 상기 지지 구조물이 조직과 인접하게 위치하는 지를 판단하는 온도 센서인 전달 시스템.

청구항 24.

제 17 항 내지 제 2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는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의 작용을 관찰하기 위한 피드백 장치를 제공하는 압력 센서인 전달 시스템.

청구항 25.

제 1 항 내지 제 2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유체 저장소와 연결되는 형태와 크기를 가진 길항제 저장소를 더 포함하고, 두 저장소의 무결성은 협력하기 때문에 유체

저장소의 무결성이 손상되자마자, 길항제 저장소의 무결성은 손상되어 유체를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길항제 저장소로부터

길항제 성분을 배출시키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26.

제 1 항 내지 제 2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활성화 신호를 위한 구동력과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을 위한 구동력을 제공하는 전원을 더 포함하는 전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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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7.

제 1 항 내지 제 2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은 유체의 압력 변화를 일으키는 압전성 장치인 전달 시스템.

청구항 28.

제 1 항 내지 제 2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은 유체의 압력 변화를 일으키는 상 변화 장치인 전달 시스템.

청구항 29.

제 1 항 내지 제 2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은 유체의 압력 변화를 일으키는 전자기 장치인 전달 시스템.

청구항 30.

제 1 항 내지 제 2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은 유체의 압력 변화를 일으키는 고압의 수압 장치인 전달 시스템.

청구항 31.

제 1 항 내지 제 2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은 여러 개의 폭발 장치를 포함하고, 각 폭발 장치는 상기 폭발 장치가 폭발되자마자 압력 변

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32.

제 1 항 내지 제 3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과 연결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조작에 반응하여 활

성화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제조된 전달 시스템.

청구항 33.

제 1 항 내지 제 3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유체는 상피조직을 통해 경피적으로 전달되는 전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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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제 1 항 내지 제 3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은 적어도 약 5ns 및 많아야 약 10㎲의 펄스 폭을 발생시키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35.

제 1 항 내지 제 3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반복가능한 활성화 수단의 빈도 및 유체 분출의 임무 주기와 길이는 제어 장치에 의해 제어되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36.

제 1 항 내지 제 3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조직에 전달되는 유체의 전달 도표와 전달 기록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더 포함하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37.

제 1 항 내지 제 3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유체는 조직에 전달하고 생물학적 상태의 연속적인 진단을 위한 특정물질을 포함하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38.

제 28 항에 있어서,

유체 저장소를 제 1 부분과 제 2 부분으로 나누는 유연막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부분은 상기 상 변화 장치와 연결된 작동

유체를 함유하고 상기 제 2 부분은 전달되는 유체를 함유하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3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상 변화 장치 근처에 위치한 작동 유체를 더 포함하고, 작동 유체는 전달되는 유체와 혼합되지 않는 전달 시스템.

청구항 40.

지지 구조물;

지지 구조물 내의 유체 분출 챔버;

지지 구조물에 형성되고 유체 분출 챔버와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출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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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 분출 챔버에 배치된 활성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유체 분출 챔버, 적어도 하나의 출구 및 활성화 수단은 약 1pl 내지

약 800nl의 범위에서 유체의 연속적인 주기로 반복가능한 분출하기 위한 형태와 크기를 가진 능동형 유체 전달 시스템.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활성화 신호를 활성화 수단에 전달하기 위해 활성화 수단과 연결되는 제어기를 더 포함하는 전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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