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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진피내 세포 이식용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두피 내에 모낭-유도 세포를 이식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모낭 세포는 자가 제공자 세포로부터

조직 배양 방법을 사용하여 생성된다. 세포는 각, 밀도 및 깊이의 주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두피 내에 이식하기 위해 미세

돌출부 어레이 상에 침착된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생세포(viable cell)를 환자의 조직에 투여 및 이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보다 특히, 본 발명은 바람직하게는

세포를 잔류시키는데 적합한 피부-피어싱 미세돌출부(microprojection)를 사용하여 생물을 둘러싼 피부의 하나 이상의

세포층을 통하여 생세포를 경피적으로 송달하기 위한 세포 이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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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및/또는 질병으로 인한 모발(탈모증)의 손실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

다. 가발(wig), 남성용가발(toupee), 직물(weave), 및 스프레이-온-헤어(spray-on-hair)와 같은 것들이 사용되었다. 이

러한 방법들은 모발 손실 그 자체를 일으키는 생리적인 변화를 멈추거나 역전시키기 보다는 모발 손실을 장식적으로 숨기

거나 마스킹하여 문제에 대처하려고 시도한다.

모발 손실을 치료 또는 역전시키려고 시도한 선행 기술은 약제를 사용하였다. 공지의 예는 통상 두피에 국소적으로 적용되

는 미녹시딜(minoxidil(Regaine®))이다. 피나스테라이드(Finasteride(Propecia®))는 모발 손실을 치료하려고 의도된 다

른 약제이다. 그것은 경구 송달 전신 약물로서 사용된다. 이들 약제학적 접근은 모발 손실을 역전시키는 그들의 효능에 가

변적인 것으로 증명되었고, 환자의 실질적인 비율에 적용하지는 않는다.

약제학적 접근법과는 달리, 모낭(hair follicle) 이식이 보다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한 방법은 생존 낭(viable

follicle)을 포함하는 두피의 지역으로부터 모낭 또는 모낭의 군집을 외과적으로 제거하고 그것들을 모발 손실이 유지되는

두피의 다른 지역으로 이식시키는 자가 과정을 일으킨다.

초기 방법들은 모발 세포의 매우 큰 군집의 이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제한은 생성된 털 성장에 매우 인공적인 외관을 제

공한다. 더욱 진보된 외과적 기술이 개발되어, 보다 작은 군집의 이식을 가능하게 하여 생성된 새 모발 성장의 심미적 질을

개선시켰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행 기술들은 특정 제한이 있다. 주로, 존재하는 낭의 이식이 생존 낭의 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단지 그

것들을 재배치한다. 만일 이식이 이미 중대한 모발 손실을 보유한 환자에게서 시작된다면, 전체 두피를 완전히 회복시킬만

큼 충분한 수의 낭이 없을 수 있다. 더욱이, 이식된 낭의 생존 기간도 불명확하다. 또한, 모발 손실에 대한 생리적 기반이 고

쳐지지 않았다. 따라서, 낭의 사멸률이 이러한 이식의 결과로서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가 유전적으로 완전

한 대머리로 진행될 경우, 이식 방법은 그 진행을 변화시킬 수 없을 수 있다. 이식된 모낭은 새로운 위치에서 쇠퇴의 일반

적인 진행을 따를 수 있다.

이식 방법에 대한 또 다른 결점은 이 방법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다. 그것들은 멸균 상태에서 숙련된 임상의들

에 의해 수행될 것이 요구되며, 통상 장기간의 이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존낭의 수를 증가시키는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모발 전구 세포(progenitor)의 조직

배양 성장 및 이들 세포의 피부로의 마이크로 수준 외과적 배치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들이 공개되었다. Oliver에 의해 출

원된 미국 특허 번호 제4,919,664호는 배양된 진피 유두상 돌기(papillae) 세포를 진피에 위치시켜 세포가 표피 세포와 접

촉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기능적 모낭을 형성시키는 방법을 개시하였다. 이들 세포는 주변 세포의 분화를 개시하여 모낭

이 형성되도록 한다. 언급된 방법에서는, 슬릿이 피부에서 1 내지 3 밀리미터 길이이고, 표피의 전체 깊이보다 더 깊게 제

조되었다. 1000 내지 1,000,000개의 세포를 포함하는 0.5 마이크로리터 내지 50 마이크로리터 부피의 세포가 도입되었

다.

다른 예로, Barrows에 의해 출원된 WO 02/060039에는 진피의 유두상 돌기(papillae)인, 모낭의 형태학상 성분을 제공자

(donor) 모낭으로부터 절개한 후, 조직 배양 매질에서 성장시키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이 방법에서, 히알루로네이트-젤

라틴 매트릭스가 0.0035-인치 직경 와이어(wire)를 포함하는 바늘 내부에 채워진다. 바늘/와이어 결합은 진피 유두상 돌

기 조직 배양 플라스크로부터 합류된 세포를 긁어내는데 사용된다. 바늘/와이어 및 부착 세포를 배양 매질에 놓고 세포를

약 한주간 배양시켰다. 그 후, 원하는 모발 성장 부위에서 두피에 작은 수포가 형성되었다. 수포는 두피에 소듐 히알루로네

이트 용액을 주사하여 형성한다. 수포를 칼로 구멍을 낸 후, 와이어 및 부착된 세포를 수포에 삽입하였다. 바늘을 제거한

후, 세포를 이탈한 와이어를 두피 내에 위치시켰다.

이들 참고문헌은 생모낭-유도 세포를 배양하고 그것들을 환자의 두피에 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들 선행 기술 방법들은 지루한 조작 및 고도의 기술을 요하여, 모발 손실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서 상대적으로 비실용적이

다.

따라서, 진정한 모발 회복율을 높이고, 전통적인 모발 이식 기술에 비해 낮은 기술력을 요하며, 유효한 생존 모낭의 전체수

를 증가시키고, 두피의 중대 부위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모발 손실 처치의 필요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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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미세돌출부 어레이를 사용하여 모낭을 경피 송달시켜 모발 손실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

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약

상기 목적 및 하기 언급되고 분명해질 상기 목적에 따라, 본 발명은 다수의 각질층-피어싱 미세돌출부를 가지는 미세돌출

부 어레이 및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 위에 침착시킨 모낭 유도 세포의 제제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모낭을 이식하기 위한

경피 송달 시스템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어레이의 미세돌출부는 제제를 유지하도록 고안된다. 한 구체예에서, 구멍(cavity)은 대칭이고 오목하다. 구

멍은 또한 미세돌출부가 삽입될 때 제제를 잔류시키고 조직으로부터 미세돌출부가 제거될 때 제제를 방출시키도록 고안된

잔류 장벽(retention barrier)을 포함할 수 있다. 더욱이, 구멍은 미세돌출부의 넓은 면 위에 또는 좁은 가장자리 위에 침착

시킬 수 있다.

몇몇 구체예에서, 미세돌출부는 또한 제제의 제거를 촉진하기 위해 구멍에 압력을 전달하도록 고안된 압력 통로(conduit)

를 가진다.

본 발명의 다른 면에서, 미세돌출부는 원하는 상처 통로를 형성하도록 고안된 절대 배향(orientation)을 가진다. 예를 들

어, 절대 배향은 약 45 내지 90 도와 같이 시트에 대한 미세돌출부의 각일 수 있다. 절대 배향은 원하는 모낭 위치를 형성하

도록 고안된다.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서, 제제는 미세돌출부의 특정 부분에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미세돌출부는 구멍 위를 제

외하고는 소수성 코팅이 되어 수용성 제제가 단지 구멍에서만 잔류되도록 할 수 있다.

다른 구체예에서, 제제는 미세돌출부가 삽입될 때 잔류되는 것을 돕기 위해 미세돌출부 위에서 냉동시킨다. 제제는 미세돌

출부가 각질층을 통하여 삽입되면 일단 해동되어 모낭-유도 세포를 송달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생분해성(bioerodible) 폴리머가 미세돌출부에 적용되고 제제가 폴리머 내부에 삽입된다. 어레이는

모낭-유도 세포를 송달하기 위해 폴리머가 분해될 때까지 조직에 남아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은 배양된 자가의 진피 유두상 돌기 세포의 이식에 관한 것이다. 또한, 동종 세포 및

이종 세포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은 통상 다수의 각질층-피어싱 미세돌출부를 가지는 미세돌출부 어레이 및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의 위

에 침착된 모낭 유도 세포의 제제를 제공하고, 환자에 상기 미세돌출부 어레이를 적용하여 각질층 하부 조직에 모낭 유도

세포의 미세돌출부 제제를 송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방법은 미세돌출부 상에 제제의 실질적인 부분

을 잔류시키고 미세돌출부가 제거될 때 제제를 방출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구체예에서, 방법은 또한 원하는 상처 통로를 형성하기 위해 미세돌출부의 절대 배향 및 상대적 배향을 선택하

는 것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모낭 배향은 원하는 상처 통로의 형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발명의 방법은 또한 미세돌출부 어레이로 모낭-유도 세포를 경피적으로 이식하여 환자의 모발을 성장시키는 것을 포함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방법은 미세돌출부 어레이를 제공하고 미세돌출부 어레이 상에 모낭-유도 세포 제제를 위치시켜 모발

손상 치료 장치를 형성한다.

본 발명의 한 면에서,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가 비-소수성 구멍을 제외하고는 소수성 물질을 가져 제제가 미세돌출부

에 적용될 때, 제제가 비-소수성 구멍에만 잔류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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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면에서, 제제는 미세돌출부 위에서 냉동될 수 있다. 또한, 제제는 어레이의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에 적

용되는 생분해성 폴리머에 포함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을 상세히 기술하기 전에, 본 발명은 특별히 예시된 물질, 방법 또는 구조에 제한되지 않으며, 물론 그것들만으로

서,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유사 또는 균등한 다수의 물질 및 방법이 본 발명의

실시에 사용될 수 있지만, 바람직한 물질 및 방법은 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는 단지 본 발명의 특정 구체예를 기술할 목적이며, 이에 제한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다.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본 명세서에 사용된 모든 기술적 과학적 용어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추가로, 본 명세서의 상기 또는 하기에서 인용된 모든 공개, 특허 및 특허 출원은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통합되어 개시된다.

최종적으로, 본 명세서 및 청구항에 사용된, 단수형태 "a", "an" 및 "the"는 달리 분명히 지시되지 않는 한 복수의 대상을 포

함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미세돌출부(a microprojection)"는 둘 이상의 미세돌출부들(microprojections)을 포함한다.

정의

본 명세서에 언급된 용어 "미세돌출부"는 살아있는 동물, 특히 인간의 피부의 아래의 상피층 또는 상피 및 진피층 내로 각

질층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피어싱 요소를 언급한다.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서, 미세돌출부는 1000 마이크론 보다 짧은 돌

출부 길이를 가진다. 추가적 구체예에서, 미세돌출부는 500 마이크론 보다 짧은, 보다 바람직하게는 250 마이크론 보다 짧

은 돌출부 길이를 가진다. 미세돌출부는 통상 약 5 내지 50 마이크론의 넓이 및 두께를 가진다. 미세돌출부는 또한 약 75

내지 500 마이크론의 넓이를 가질 수 있다. 미세돌출부는 바늘, 속이 빈 바늘, 칼날, 핀,펀치, 및 이들의 조합과 같은 서로

다른 형태로 형성된다. 이와 같이 용어 "미세돌출부(microprojections)", "미세돌기(microprotrusions)", "미세칼날

(microblades)", 및 "미세바늘(microneedles)"이 교체가능하도록 사용된다.

용어 "송달 멤버", "미세돌출부 어레이" 및 "미세돌출부 멤버"는 일반적으로 각질층을 피어싱하기 위한 어레이에 배열된 다

수의 미세돌출부를 수반한다. 어레이는 얇은 시트로부터 다수의 미세돌출부를 에칭 또는 펀칭하고 도 1 및 본원에 참고문

헌으로 통합되어 개시된 Trautman 등에 의해 출원된 미국 특허 번호 제6,083,196에 도시된 것과 같은 배치를 형성하도록

시트의 면으로부터 미세돌출부를 접거나 구부려 형성될 수 있다. 시트 또는 멤버의 면적에 대한 언급 및 시트 또는 멤버의

면적 당 특성에 대한 언급은 외부 원주 또는 시트의 가장자리에 의해 경계 지어지는 지역을 언급한다.

미세돌출부 어레이는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통합된 Zuck, 미국 특허 제6,050,988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각 스트립의 모서

리를 따라 미세돌출부를 갖는 하나 이상의 스트립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공지의 방법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적

용될 수 있는 다른 미세돌출부 멤버는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통합된 미국 특허 번호 제

6,083,196, 6,050,988, 6,091,975, 5,879,326 및 5,983,136호에 개시된 멤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환자로부터 얻은 진피 유두상 돌기 세포를 배양하는 조직 배양 기술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또한, 동종 공급원

또는 조작된 이종으로부터 수집된 세포가 사용될 수 있다. 그 후, 미세돌출부 어레이를 사용하여 몇몇 환자의 두피에 이들

세포를 이식시킨다. 그 세포는 표피와 접촉하도록 이식시킨다. 이것은 완전한 기능성 모낭을 형성시킨다. 이 기술의 주요

장점은 환자에 유효한 모낭 수의 증가를 제공하고, 조직 배양 과정을 개시하는데 수집되고 사용될 수 있는 두피 위에 잔류

하는 충분한 생존낭을 제공하는 것이다.

배양된 세포의 송달은 미세돌출부로 생물의 표피층과 같은 외피를 피어싱하고, 미세돌출부가 개개의 외피 내부 또는 하부

의 적절한 위치에 세포를 침착시킬 때 달성된다. 특이적으로, 본 발명은 모낭의 발달 및 새로운 모발의 연속적인 성장을 유

발할 목적으로 모낭 유도 세포를 두피 내부의 예정된 위치에 이식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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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 발명의 한 면은 미세돌출부의 작은 어레이의 용도이다. 미세돌출부는 조직 배양 기술에 의해 배양된 모낭 전구

세포를 유지하고 잔류시키도록 고안된다. 이 어레이는 미세돌출부 상에 전구 세포를 로딩한 후, 두피에 적용된다. 미세돌

출부는 두피를 피어싱하고 세포를 위치시킨다. 어레이는 두피의 공간에 대한 간격, 세포가 침착된 두피의 표피 깊이 및 생

성된 모낭의 배향의 측면에서, 세포의 적절한 배치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길이, 배향 및 간격의 미세돌출부를 포함한다.

미세돌출부 어레이는 본 발명의 실시에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 어레이는 침투를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길이를 가지는 미

세돌출부, 송달된 모낭 유도 세포의 수를 조절하기 위한 면적 당 다양한 밀도의 미세돌출부, 및 미세돌출부가 생성된 모발

섬유를 두피로 만드는 각을 결정하기 위해 두피에 미세돌출부의 입구의 각을 조절하는 다양한 각을 가지는 미세돌출부로

형성될 수 있다.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평가할 수 있듯이, 입구의 각은 자연적인 외견상의 모발 패턴을

수득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한 면은 통상 평면으로부터 45 내지 90 도의 각에서,일련의 미세돌출부가 연장된 곳으로부터 미세

돌출부 어레이, 평면 또는 시트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각 미세돌출부의 길이는 물리적으로 100 내지 600 마이크로미

터일 수 있다. 통상 금속, 바람직하게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평면은 전체 면적이 10 cm2 까지의 범위이다. 미세돌출부의

농도는 cm2 당 10 내지 1,000 미세돌출부이다. 이들 물리적 제한 범위에서, 상기 모든 파라미터가 특정 환자의 필요에 맞

게 이식 요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변화될 수 있다.

도 1A에서, 미세돌출부 어레이 (5)가 본 발명에 사용되기 위해 도시되었다. 도 1A는 표피층과 같은 생물학적 표면을 피어

싱하거나 절단하도록 고안된 다수의 미세돌출부 (10)를 가지는 미세돌출부 어레이 (5)의 부분을 도시한다. 이 구체예에서,

미세돌출부는 얇은 금속 시트 (12)로부터 다수의 미세돌출부 (10)를 에칭 또는 펀칭시켜 형성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미세

돌출부 (10)는 부분적으로 통로 (14)를 형성하는 시트 (12)로부터 실질적으로 90°각으로 시트의 면으로부터 구부려진다.

시트 (12)는 시트 (12)의 후면(도시되지 않음)을 포함하는 송달 패치에 통합될 수 있고, 피부에 패치를 접착시키기 위한 접

착제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 및 티타늄과 같은 금속이 바람직하다. 금속 미세돌출부 멤버는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통합된 Trautman

등에 의해 출원된 미국 특허 제6,083,196호; Zuck에 의해 출원된 미국 특허 제6,050,988호; 및 Daddona 등에 의해 출원

된 미국 특허 제6,091,975호에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미세돌출부 멤버는 실리콘 칩 에칭 기술을

사용하는 실리콘 에칭 또는 에칭된 마이크로-몰드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몰딩에 의해 형성된다. 실리콘 및 플라스틱 미세

돌출부 멤버는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통합된 Godshall 등에 의해 출원된 미국 특허 제5,879,326호에 개시되어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미세돌출부 (10)의 하나의 넓은 표면 (15a) 상에 위치된 하나 이상의 구멍 (16)이 도 1A에 도시되어 있

다. 이들 및 다른 구멍은 현탁액, 모낭 유도 세포의 액체 또는 동결형태 중 하나를 유지하도록 고안된다. 또한 모낭 유도 세

포는 구멍 내에 침착시킨 생분해성 폴리머 내에 포함될 수 있다.

도 1B는 하나의 미세돌출부 (10)의 단면도이다. 구멍 (16)은 도 1A 및 1B에 도시되듯이 원형일 수 있지만, 임의의 수의 다

른 모양이 가능하고, 이들 중 몇몇은 하기에 개시되어 있다.

도 2A는 단일 미세돌출부 (10)를 도시하고 있다. 미세돌출부 (10)는 생물학적 표면을 피어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

상 넓은 표면 (15a) 및 좁은 가장자리 (15b)를 가지는 평편한 칼날-유사 모양을 가진다. 구멍 (16)은 미세돌출부 (10)의 넓

은 표면 (15a) 중 하나를 따라 위치하는 것으로 도시되었다. 구멍 (16)은 도 1A 및 1B에 도시된 대칭의 오목한 구멍일 수

있다. 그러나, 도 2A 및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멍 (16)은 또한 비대칭성이고 잔류 장벽 (18)을 가지기에 적합할 수 있

다.

바람직하게는 구멍 (16)은 두피에 미세돌출부 어레이 (5)가 삽입됨에 따라, 구멍 (16)에 포함된 제제가 실질적으로 잔류

장벽 (18) 하부에 트랩 및/또는 붙잡히도록 고안된다. 이것은 제제가 삽입 동안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돕는다. 추가로,

구멍 (16)의 선단(leading edge) (19)은 바람직하게는 완만하게 경사져서, 두피로부터 미세돌출부 어레이 (5)의 제거시 제

제가 구멍 (16)으로부터 용이하게 미끄러지도록 한다. 따라서, 제제는 미세돌출부 어레이 (5)의 삽입 후 구멍 (16)이 위치

하는 깊이에서 두피 조직 내에 침착시킨다.

좁은 가장자리 (15b)는 또한 구멍 (24)과 같은 구멍 부위일 수 있다. 구멍 (24)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도 1A 및 1B

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대칭성 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또한 도 2A 및 2B에 도시된 구멍 (16)의 구조, 또는 도 3 및 4에 도

시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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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선단 (15c) 상에 위치된 구멍 (16)을 도시한다. 이 위치에 놓인 구멍은 삽입 과정이 구멍 (16) 하부 내에 위치된 제

제 또는 현탁액을 구멍 안으로 밀어넣는 경향이 있는 장점을 가진다.

임의의 압력 통로 (17)는 통로에 따른 압력의 배출이 조직 내에 제제 또는 현탁액을 침착시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포함

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압력 통로 (17)는 하나 이상의 미세돌출부에 대해 액체 또는 기체 압력 중 하나를 전달하는데 사

용될 수 있다. 미세돌출부 어레이 (5)가 생물학적 표면에 삽입된 후에, 기체 또는 액체 압력의 짧은 적용은 구멍 (16)으로

부터 제제에 완만하게 압력을 가한다. 압력 통로는 도 3 및 4에만 도시되었지만, 도 1A, 1B, 2A 또는 2B에 나타난 구체예

를 포함할 수 있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구체예를 도시하지만, 또한 구멍 (16)의 낮은 부분에 위치한 잔류 포켓 (20)을 포함한

다. 잔류 포켓의 추가는 삽입 동안 제제의 잔류를 추가로 돕는다. 이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압력 통로 (17)의 포함은 미세돌

출부 어레이 (5)의 적절한 삽입 후에, 조직 내에 제제를 방출 또는 침착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미세돌출부는 모낭 유도 세포를 잔류시키는 구멍 또는 다른 수단을 포함하도록 고안된다. 미세돌

출부의 구멍 내에 모낭 유도 세포가 침착된 미세돌출부 어레이는 두피 위의 조직에 삽입된다. 초기 논의가 모낭 유도 세포

를 두피 상에 이식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은 눈썹, 얼굴 또는 팔과 같이 털이 성장할 수 있는 신체

의 어떤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면은 이식된 모낭의 원하는 배향을 생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두피로의 낭 유도 세포의 송달은 각 입구

통로로 상처를 남긴다. 미세돌출부 어레이의 삽입 및 제거 동안 표피에서 상처의 통로는 모낭 성장의 방향 및 이식된 조직

에 대해 생성된 모섬유가 가지는 배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미세돌출부 어레이는 미세돌출부의 도입 및 제거 통

로의 배향을 조절하도록 고안될 수 있다.

상처 통로의 두 면은 모낭 이식의 형태와 관계가 있다. 첫번째는 조직 표면에 대해 형성되는 절대각이다. 두번째는 환자에

대한 상처 통로의 상대적 배향이다. 예로써, 만일 이식이 두피 표면에 대해 약 45 도의 절대 배향에서 머리끝 위에 직접적

으로 이루어지면, 상대적 배향은 원하는 패턴을 생성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예로써, 만일 상대적 배향이 머리 뒷면으로 향

하면, 생성되는 머리채가 일반적으로 뒷면으로 향할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만일 상처의 각이 머리 앞면으로 향하면, 생성

된 머리채는 일반적으로 앞쪽을 향할 것이다. 따라서, 절대 배향 및 상대 배향각은 심미적으로 바라는 모발 성장의 패턴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될 수 있다.

절대 배향을 조절하기 위해, 미세돌출부 (10)는 어레이 (5) 면에 대한 원하는 각에 위치된다. 그 후, 상기 어레이는 원하는

상대 배향에서 두피에 적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어레이 (5) 상의 미세돌출부 (10)의 임의의 절대 배향이 적절한 상대

적인 배치를 보장하기 위해 표시될 수 있다. 이것은 임의의 적절한 방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세돌출부 어

레이 기저의 한 가장자리는 미세돌출부의 방향각을 지시하기 위해, 자국을 내거나 다른 방법으로 표시될 수 있다.

몇몇 구체예에서, 미세돌출부 어레이 (10)는 바람직하게는 2001.10.12.일자에 출원되어 계속 출원 중인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09/976,762호에 본원의 참고문헌으로 통합되어 개시된 리테이너 링(retainer ring)에서 현탁된다. 리테이너 링에

미세돌출부 어레이 (10)를 놓은 후, 미세돌출부 어레이 (10)를 환자의 두피에, 바람직하게는 2001.10.12.일자에 출원된 계

속 출원 중인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09/976,762호에 본원의 참고문헌으로 통합되어 개시된 바와 같은 충격 국소장치로

적용할 수 있다. 미세돌출부 어레이는 약한 끈으로 링에 부착시킨다. 국소장치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될 때, 피스톤이 미

세돌출부 어레이로 움직이고, 약한 끈을 끊으며, 마운팅(mounting) 링으로부터 미세돌출부 어레이가 방출되고, 피부로 그

것을 밀어낸다. 링은 두피로 삽입시 적절한 상대 배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 안에 놓인 미세돌출부의 각의 방향을 지시

하도록 표시될 수 있다.

적절히 표시되거나 다르게 지시된 미세돌출부의 각 및 배향 모두를 사용하여, 조작자가 수용자의 신체에 대해 원하는 방향

에서 미세돌출부의 배향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낭을 모발의 자연적인 부분에 수직으로, 정수리 주변의 방사상으

로 또는 팔의 긴 축에 수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한 구체예에서, 미세돌출부 어레이는 핸들 내에 올려지도록 구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어레이는 단지 하나의 배향 내에 적

합해야 한다. 핸들 및 미세돌출부 어레이 모두가 한번 조립되면, 핸들 상의 지시 마크가 조작자로 하여금 적절한 배향으로

미세돌출부 어레이를 적용하도록 하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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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예는 양호한 모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미세돌출부 (10)의 구멍 (16) 내에 모낭 제제를 침착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한 구체예에서, 구멍 (16)을 제외한 미세돌출부 (10)의 모든 부위가 소수성 물질로 코팅된다. 그 후, 미세돌출

부 어레이를 세포군의 균일하게 분산된 수용성 현탁액에 살짝 적신다. 소수성 물질은 수용성 현탁액에 섞이지 않아 비-소

수성 구멍만 코팅된다. 그러한 코팅을 적용하는데 유용한 미세돌출부 및 기구의 코팅에 적절한 방법은 2001.10.26.일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10/045,842호, 2002.3.15.일자 출원된 제10/099,604호, 2003.6.30.일자 출원된 제60/

484,142호, 및 제60/285,576호에 본원의 참고문헌으로 통합되어 개시되어 있다.

다른 구체예에서, 세포 현탁액을 미세돌출부 어레이의 구멍 내에 침착시킨 후 냉동시킨다. 이 방법에서, 각 어레이는 단지

한번 사용된다. 상대적으로 작은 부피가 포함되기 때문에, 냉동된 현탁액은 세포군이 침착되도록 두피 조직 내에 한번 위

치되면 매우 빠르게 액체 상태로 녹는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세포군을 생분해성 폴리머 내에 통합시킨 후, 폴리머를 직접 미세돌출부 상에 코팅시키거나 미세돌출

부의 하나 이상의 면 위의 하나 이상의 구멍 내에 넣는다. 그 후, 미세돌출부 어레이를 두피 내에 삽입하고 폴리머가 두피

조직으로 세포군을 분해시키고 방출시키기에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그 위치에 둔다.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당업자가 본 발명이 다양한 사용 및 조건에 적합하도록 본 발명에 다양한 변

화 및 수정을 가할 수 있다. 이들 변화 및 수정은 하기 청구항과 균등한 전체 범위 내에서, 적절하고, 균일하며 그러한 것으

로 의도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구체예의 한 부분으로, 제제, 현탁액 또는 생존할 수 있는 요소를 잔류시키는 몇몇 미세돌출부 위에 구

멍을 가지는 미세돌출부 어레이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1B는 모낭-유도 세포의 제제를 잔류시키는 구멍의 한 구체예를 도시한 미세돌출부의 단면도이다;

도 2A는 생존할 수 있는 요소의 현탁액을 포함하는 미세돌출부 상에 두개의 구멍의 다른 구체예를 도시한 단일 미세돌출

부의 사시도이다;

도 2B는 도 2A에 도시된 미세돌출부의 단면도를 보여준다;

도 3은 미세돌출부의 한 가장자리 위에 놓인 구멍 및 현탁액을 주변 조직으로 방출시킬 수 있는 임의의 압력 통로의 다른

구체예를 포함하는 단일 미세돌출부의 사시도이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것과 유사하지만 추가적인 잔류 포켓을 포함하는 단일 미세돌출부의 사시도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각질층-피어싱 미세돌출부를 가지는 미세돌출부 어레이, 및 상기 미세돌출부의 적어도 하나 위에 침착된 모낭 유

도 세포의 제제를 포함하는 환자에게 모낭을 이식하기 위한 경피 송달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가 구멍(cavity)을 가지고, 모낭 유도 세포의 제제가 상기 구멍 안에 침착된 경

피 송달 시스템.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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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 있어서, 모낭 유도 세포가 자가, 동종 및 이종의 일차 공급원(primary source)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배양

된 진피 유두상 돌기(papilla) 세포를 포함하는 경피 송달 시스템.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구멍이 대칭의 오목한 구조를 가지는 경피 송달 시스템.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구멍이 잔류 장벽(retention barrier)을 추가로 포함하는 경피 송달 시스템.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잔류 장벽이 미세돌출부가 조직으로 삽입될 때 침착된 제제를 실질적으로 잔류시키고, 미세돌출부가 조

직으로부터 제거될 때 침착된 제제를 방출시키도록 고안된 경피 송달 시스템.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구멍이 미세돌출부가 조직으로부터 제거될 때 침착된 제제의 방출을 촉진하도록 고안된 경사진 선단

(leading edge)을 포함하는 경피 송달 시스템.

청구항 8.

제 2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가 넓은 표면 및 좁은 가장자리를 가지는 경피 송달 시스템.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구멍이 넓은 표면 상에 위치된 경피 송달 시스템.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구멍이 좁은 가장자리 상에 위치된 경피 송달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가 침착된 제제의 제거를 촉진하기 위해 구멍에 압력을 전달하도록 고안된 압

력 통로(conduit)를 추가로 포함하는 경피 송달 시스템.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구멍이 미세돌출부가 조직으로 삽입될 때 침착된 제제를 실질적으로 잔류시키고, 미세돌출부가 조직으

로부터 제거될 때 침착된 제제를 방출시키도록 고안된 잔류 포켓을 추가로 포함하는 경피 송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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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2항에 있어서, 구멍이 미세돌출부가 조직으로 삽입될 때 침착된 제제를 실질적으로 잔류시키도록 고안된 경피 송달 시

스템.

청구항 14.

제 1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가 원하는 상처 통로를 생성하도록 고안된 절대 배향(absolute orientation)을

가지는 경피 송달 시스템.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송달 시스템이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가 돌출된 곳으로부터 시트를 추가로 포함하고, 절대 배향이

상기 시트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의 각을 포함하는 경피 송달 시스템.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절대 배향이 원하는 모낭 배향을 형성하도록 고안된 경피 송달 시스템.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각이 약 45 및 90 도 사이인 경피 송달 시스템.

청구항 18.

제 2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가 구멍을 제외한 곳에 소수성 코팅을 가지고 제제가 수용성인 경피 송달 시스

템.

청구항 19.

제 1항에 있어서, 제제가 냉동된 경피 송달 시스템.

청구항 20.

제 1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에 적용되는 생분해성 폴리머를 추가로 포함하고, 제제가 상기 생분해성 폴리

머 내에 통합된 경피 송달 시스템.

청구항 21.

제 1항에 있어서, 제제가 진피 유두상 돌기 세포의 자가 조직 배양물을 포함하는 경피 송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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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 1항에 있어서, 제제가 동종 세포 및 이종 세포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경피 송달 시스템.

청구항 23.

다수의 각질층-피어싱 미세돌출부를 가지는 미세돌출부 어레이 및 상기 미세돌출부의 적어도 하나 위에 침착된 모낭 유도

세포의 제제를 제공하고;

환자에 상기 미세돌출부 어레이를 적용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가 환자의 각질층을 피어싱하며;

각질층 하부 조직에 모낭 유도 세포의 상기 제제를 송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환자의 모발 손실을 치료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22항에 있어서, 미세돌출부 어레이를 적용하는 단계가 각질층을 통해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를 삽입하여, 제제의 실

질적인 부분을 미세돌출부 상에 침착된 채 잔류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23항에 있어서, 제제를 송달하는 단계가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를 제거하여 제제의 실질적인 부분을 각질층 하부 조

직에 잔류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22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 상에 제제를 냉동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제제를 송달하는 단계가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를 각질층에 피어싱한 후에 상기 제제를 해동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2항에 있어서, 미세돌출부 어레이가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에 적용되는 생분해성 폴리머를 추가로 포함하고, 제제

가 생분해성 폴리머 내에 통합되며, 제제를 송달하는 단계가 각질층 하부 조직 내에 상기 생분해성 폴리머를 용해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 22항에 있어서, 원하는 상처 통로를 형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의 절대 배향 및 상대 배향을 선택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 27항에 있어서, 원하는 상처 통로를 형성하여 모낭 배향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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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돌출부 어레이로 모낭-유도 세포를 경피적으로 이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환자의 모발을 성장시키는 방법.

청구항 31.

미세돌출부 어레이를 제공하고;

상기 미세돌출부 어레이 상에 모낭-유도 세포의 제제를 침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모발 손실 치료 장치를 형성하는 방

법.

청구항 32.

제 30항에 있어서, 미세돌출부 어레이를 제공하는 단계가 소수성 코팅 및 비-소수성 구멍을 가진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

부를 가진 어레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제제를 침착시키는 단계가 제제를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에 적용시켜 상기 제제를 비-소수성 구멍에 잔류시키고 소수

성 코팅 상에는 잔류시키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 30항에 있어서, 제제를 침착시킨 후에 상기 침착된 제제를 냉동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30항에 있어서, 제제를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 상에 침착시키는 단계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미세돌출부에 생분해성

폴리머를 적용시키고, 상기 생분해성 폴리머 내에 상기 제제를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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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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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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