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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스오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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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대리인 황의만

심사관 : 이재정

(54) 조영제

요약

옵소닌화 가능한 양쪽성 물질, 예를 들면 인지질 같은 막-형성 지질, 특히 포스파티딜세린과 같은 음으로 하전된 인지질에

의해 안정화된, 생물학적 친화성 가스, 예를 들면 할로겐화 황 또는 퍼플루오로카본의 미세기포를 포함하는 초음파 조영제

는 정맥내 투여 뒤에 간에서의 장기 콘트라스트-생성 체류 시간을 보일 수 있다.

대표도

도 1d

색인어

조영제, 옵소닌화, 포스파티딜세린, 생물학적 친화성 가스, 미세기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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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초음파 영상화, 좀더 구체적으로는 간(liver)의 초음파 영상화 방법 및 간에서의 장기 체류 시간에 의해 상기 영

상화 방법에 유용한 조영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간암과 같은 암 및 간으로의 전이성 확산은 산업화 사회에서 주된 사인이며, 이에 따라 개선된 암 검진방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간 검진은 리포조옴에 캡슐화시킨 요오드화 X-선 조영제를 주사하여 투여한 다음 X-선 영상화

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WO-A-8809165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상기 리포조옴들은 망상내피계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서 간과 비장에 고정되어 이들 장기의 X-선 검사를 가능하게 하고; 일반적으로 종양 조직은 건강한 조직과는 상이

한 혈관계 및/또는 보다 적은 흡수 부위를 가지며 따라서 변형된 콘트라스트(modified contrast) 영역으로서 검출될 수 있

다.

WO-A-8809165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간의 X-선 검사에는 통상적으로, 조직 1 g 당 2 내지 2.5 ㎎ 요오드의 농

도, 즉, 약 1.5 kg 정도 나가는 성인의 간의 경우에 총량 약 3.5 g으로 간에 존재하게 될 요오드화 X-선 조영제가 필요하게

된다. 간에 의한 리포조옴 흡수율은 40%가 전형적이라고 제안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수준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약 9 g의

요오드를 함유하는 조영제의 주사가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주사에는 부수적으로 9 g까지의 지질이 함께 주사될 수 있어,

원치 않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

간의 초음파 검사법은 초음파 스캐너의 가격이 X-선 및 컴퓨터 단층촬영(CT) 스캐너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고, 이온화 방

사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환자와 의료진 모두에 대한 안전성을 잠정적으로 증대시킴), 필요한 조영제의 투여량을 감소

시킬 수 있으므로 큰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가스 및/또는 휘발성 유체의 미세기포 분

산액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조영제는 미세기포의 낮은 밀도와 압축 용이성 때문에 초음파의 특히 효율적인 후방 산란제

이며; 그러한 미세기포 분산액은 적절하게 안정화될 경우, 종종 유리하게는 낮은 투여량으로도, 예를 들면 혈관계와 조직

의 미세혈관계의 매우 효과적인 초음파 가시화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영제는 예를 들어 간, 비장 또는 림프

절과 같은 망상내피계에 의한 흡수를 통해 통상적으로 맥관구조로부터 제거되는 반면에, 상기 장기들을 영상화하는 기존

의 방법들은 그 용도에 있어 제한이 따른다.

US-A-5,425,366호에는 예를 들어 가스-함유 중합체 마이크로캡슐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미립상 초음파 조영제를 간에

흡수시키고 있지만, 이들 조영제는 통상의 B-모드(B-mode) 기술의 사용으로는 효과적인 영상화가 허용되지 않음을 개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조영제에 의한 누적반사로 인해서 조사된 초음파 신호가 간 조직내로 얕은 깊이로만 침투되어,

균일한 불감지역(shadowing)이 얻어지기 때문이라고 제안되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미립자의 구조 물질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조사된 초음파 신호가 감쇠되어, 예들 들어 신호를 흡수하여 열로 변환된 결과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US-A-5,425,366호에서는, 비록 간과 같은 장기에 존속되어 있는 그러한 미립상 조영제가 본질적으로 운동성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러 도플러(Doppler) 기법으로 가시화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컬러 도플러 조사 방법과 연관된

보다 높은 조사 에너지 수준은 미립자의 파열을 초래함으로써, 소위 "음향에 의해 자극된 음향 방사"로서 설명되는 도플러

-민감성 신호를 발생시키게 되지만, 실제로는 검출기가 미립자의 소멸을 고속 운동으로 해석하여 적절한 화상을 발생시키

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조사된 초음파 신호에 의한 미립자의 점진적인 파괴는 조직 중으로 더 깊

이 신호의 침투를 촉진하게 됨이 주지된다.

상기 기술의 결점은 상기 특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합체-캡슐화 조영제에서 보이는 고도의 감쇠현상이다. 이러한 현상

은 캡슐화 물질이 비교적 경질임으로써 초래될 수 있고, 간 전역에 걸쳐 균질한 신호수준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

서, 스캐닝 시간이 필수적으로 길어지게 되고, 얻어진 정보는 해석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기술은 초음파 단

층촬영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다른 결점으로는 본질적으로 운동성이 없는 입자로부터 무엇이 효과적으로 이례적인 결과인지를 검출하기 위해 컬

러 도플러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정보와 화질의 손실이다. 이러한 장비의 컬러 디스플레이

는 신호 강도보다는 속도를 맵핑(mapping)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강도에 관한 정보는 예를 들어, 느리게 움직이는 조직

으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고역 통과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손쉽게 손실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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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를 들어 US-A-5,425,366호에 개시된 중합체-캡슐화 마이크로캡슐과 같은 미립자 초음파 조영제의 전술한 바와

같은 고도의 감쇠 현상 때문에, 후광 산란:감쇠 비가 필수적으로 비교적 낮아지게 된다. 이는 불가피하게, 간의 영상화와

관련하여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신체의 다른 부분, 예를 들면 맥관계의 초음파 영상화 효율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종래의 B-모드 기술과 하모닉(harmonic) 영상화 방법을 포함하는 다양한 영상화 기술을 사용하여 간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조영제를 사용한 초음파 조영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옵소닌화 가능한(opsonisable) 양쪽성 물질에 의해 안정화된 가스의 미세기포를 포함하는 조영제가 간과 비장

에서 장기적인 콘트라스트-생성 체류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는 발견에 기초한다. 상기 양쪽성 물질로 안정화된 미세기포는

간과 비장의 마크로파지에 의해서 식균작용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될 수도 있고, 실제로 상기 양쪽성 물질은 이하에서 상

세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망상 내피계의 Kupffer 세포에 의한 간에서의 고속 흡수를 촉진하도록 선택될 수도

있지만, 상기 식균작용에 따른 조영제의 급속한 파괴와 에코 발생성(echogenicity) 상실이 예상되므로, 그들의 콘트라스

트-생성 효과가 예를 들어 수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놀라운 점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르면, 옵소닌화 가능한 양쪽성 물질에 의해 안정화된 생물학적 친화성 가스의 미세기포를

포함하는 콘트라스트-증강량의 조영제를 사람이나 동물 검체에 투여하여, 상기 미세기포의 적어도 일부가 검체의 간에 흡

수되고 간의 적어도 일부의 초음파 영상을 생성시키는, 초음파 영상화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은 또한, 간의 초음파 영상화에 사용하기 위한 상기 조영제, 및 사람과 동물에서 간의 초음파 영상화용 조영제 제조

에 있어서 옵소닌화 가능한 양쪽성 물질에 의해 안정화된 생물학적 친화성 가스의 미세기포의 용도를 포함한다.

필요에 따라 플루오르화시킬 수 있는 옵소닌화 가능한 양쪽성 물질은 예를 들면, 옵소닌화 가능한 양쪽성 지질, 옵소닌화

가능한 양쪽성 단백질 및 옵소닌화 가능한 양쪽성 천연 및 합성 중합체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옵소닌화 가능한 양쪽성 지질 물질은 예를 들면, 1종 이상의 막-형성 지질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본 명세서에서 이 용어는

수성 매질내에서 액정 또는 겔 상태 2중층을 형성할 수 있는 양쪽성 지질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양쪽성 지질은

또한 예를 들어 Langmuir-Blodget 막에서와 같이 가스와 물의 계면에 단일층 또는 단일 2중층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

므로, 이 용어는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수성 매질에서 액정 또는 겔 상태 2중층을 형성하도록 하는 낮은 수-용해도 및 수용

액에서 표면장력을 상당히, 예를 들면, 거의 0으로 감소시키는 경향을 특징으로 하는 생물학적 막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지질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질은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되는 조영제에서 가스 미세기포 주변에 캡슐화 단일층, 2중층 또는

이들의 복합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막-형성 지질의 예로는, 리포펩티드, 예를 들어 1개 이상의 지방 아실기를 가지는 친유성으로 유도체화된 탄화수

소, 지방산의 모노- 및 디-글리세리드 에스테르, 스핑고리피드, 당지질, 글리세로리피드, 더욱 바람직하게는 인지질, 예를

들어 포스파티딕 산, 포스파티딜콜린,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글리세롤,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포스파티딜이노시톨,

카르디올리핀 및 이들의 상응하는 리소(lyso)(즉, 모노아실, 바람직하게는 1-아실화) 동족체가 포함된다.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되는 조영제의 옵소닌화 가능한 양쪽성 물질은 예를 들면, 안정성, 분산성, 응집 경향, 생물학적 활성,

유연성 또는 극성과 같은 막 특성을 변성시키는 첨가제와 함께 임의로 1종 이상의 막-형성 지질을 포함할 수 있다. 대표적

인 첨가제로는, 비-막형성 지질,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과 같은 스테롤이 포함된다.

유리하게는 막-형성 지질 물질의 적어도 일부, 예를 들어 5% 이상, 바람직하게는 20%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50% 이상

은 제조 및/또는 사용 조건하에서 개별적으로 전체적인 순 음전하를 가지는 분자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전된 지질

막들간의 전자 척력은 가스 미세기포 주변에 안정하고 안정화되는 지질 단일층의 형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기 박

막의 유연성 및 변형성은 상기 가스가 하나 이상의 지질 2중층에 의해 캡슐화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조영제의 에코 발생성

을 현저하게 증강시켜준다. 또한, 상기 단일층 시스템은 2중층 시스템에 비해 상당히 감소된 감쇠 현상을 보이며, 이에 따

라 조사된 초음파 신호의 더 깊숙한 침투를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간에서 보다 깊게 영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음으로 하전된 막-형성 지질 물질의 존재는 또한, Kupffer 세포에 의한 조영제의 인지를 강화함으로써, 예를 들어 그러한

지질 물질을 포함하는 조영제를 정맥내 주사한 쥐의 간의 전자현미경 검사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바와 같이, 간에서의 흡

수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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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하전된 막-형성 지질의 예로는, 천연(예를 들면, 대두 또는 난황 유래의), 반-합성(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또는 완

전 수소화된), 및 합성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글리세롤, 포스파티딜이노시톨, 포스파티딕산 및 카르디올리핀과 같이

음으로 하전된 인지질이 있으며; 이러한 인지질의 지방 아실기는 예를 들면, 팔미토일기나 스테아로일기에서와 같이, 각각

전형적으로 약 14 내지 22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할 것이다.

포스파티딜세린을 포함하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Kupffer 세포와 비장 마크로파지가 노화

된 적혈구와 혈소판을 이들의 표면상의 고농도 포스파티딜세린의 존재에 의해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따라서, 간이나

비장에서 포스파티딜세린-함유 조영제를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식균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막-형성 지질 또는 기타 옵소닌화 가능한 양쪽성 물질은 적어도 조영제가 혈류에 의해서 간으로 수송되는 동안에, 조영제

의 가스 내용물에 실질적으로 불투과성이 되도록 유리하게 선택될 수 있다. 이는 예를 들면, 지질 및 유사막에 비교적 확산

속도가 낮은 가스를 사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가스의 예로는, 설퍼 헥사플루오라이드 또는 디설퍼 데카플루오

라이드와 같은 할로겐화 황; 퍼플루오로카본과 같은 플루오로카본; 퍼플루오로아세톤과 같은 플루오르화 (예를 들면, 퍼플

루오르화) 케톤; 및 퍼플루오로디에틸 에테르와 같은 플루오르화(예를 들면, 퍼플루오르화) 에테르가 있다. 예를 들어 탄소

원자를 7개까지 함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퍼플루오로카본으로는 퍼플루오로메탄, 퍼플루오로에탄, 퍼플루오로프로판, 퍼

플루오로부탄(예를 들어, 임의로는 퍼플루오로-이소-부탄과 같은 다른 이성질체와의 혼합물 형태의 퍼플루오로-n-부탄)

, 퍼플루오로펜탄, 퍼플루오로헥산 및 퍼플루오로헵탄과 같은 퍼플루오로알칸; 퍼플루오로프로펜, 퍼플루오로부텐(예를

들어, 퍼플루오로부트-2-엔) 및 퍼플루오로부타디엔과 같은 퍼플루오로알켄; 퍼플루오로부트-2-인과 같은 퍼플루오로

알킨; 퍼플루오로사이클로부탄, 퍼플루오로메틸사이클로부탄, 퍼플루오로디메틸사이클로부탄, 퍼플루오로트리메틸사이

클로부탄, 퍼플루오로사이클로펜탄, 퍼플루오로메틸사이클로펜탄, 퍼플루오로디메틸사이클로펜탄, 퍼플루오로사이클로

헥산, 퍼플루오로메틸사이클로헥산 및 퍼플루오로사이클로헵탄과 같은 퍼플루오로사이클로알칸; 및 공기, 질소, 이산화탄

소, 산소 등과 같은 좀더 막-투과성인 가스와의 혼합물, 예를 들면, 그러한 좀더 막-투과성인 가스를 90%까지 함유하는 혼

합물을 포함하여, 전술한 것들의 혼합물일 수 있다.

하나 이상의 포스파티딜세린에 의해 캡슐화된 퍼플루오로부탄과 같은 퍼플루오로알칸의 미세기포를 포함하는 조영제의

사용이 본 발명의 이러한 일면의 특히 바람직한 양태이다.

다른 방법으로서, 막-형성 지질 또는 공기,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 등과 같은 가스에 대한 비교적 낮은 투과성을 보이는 기

타 옵소닌화 가능한 양쪽성 물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 아실기가 플루오르화, 바람직하게는 퍼플루오르화되는

플루오르화 막-형성 지질 물질을 사용하여 광범위의 생물학적 친화성 가스(이 용어는 혼합물을 포함하여, 37℃의 보통 사

람의 체온에서 실질적으로 또는 완전히 가스/증기 형태인 물질을 포함한다)를 본 발명에 따라 유용한 조영제내에 캡슐화시

킬 수 있다. 상기 가스의 예로는 공기,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수소, 산화질소, 비활성 가스(예를 들면, 헬륨, 아르곤, 제논

또는 크립톤), 임의로 할로겐화된 실란(예를 들면, 테트라메틸실란), 임의로 할로겐화된 저분자량 탄화수소(예를 들면, 탄

소원자를 7개까지 함유; 예를 들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또는 펜탄과 같은 알칸; 사이클로부탄 또는 사이클로펜탄 같

은 사이클로알칸; 프로펜 또는 부텐 같은 알켄; 아세틸렌 같은 알킨; 에테르; 케톤; 상기 수록된 것들과 같은 퍼플루오로카

본, 할로겐화 황(예를 들면, 설퍼 헥사플루오라이드 또는 디설퍼 데카플루오라이드),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여, 전술한

것들의 에스테르 및 할로겐화물이 포함된다.

지질 또는 유사 막은 예를 들면 표면에서의 정지(arrest)를 통해(예를 들면, 수용체와의 특이적 상호작용에 의해) 간에 의

해 조영제가 정지 및/또는 흡수된 뒤에 또는 공지의 내재화(internalization) 과정에 따라 세포에 의해 흡수된 후에, 가스

미세기포에 대해 불투과성 및/또는 안정화 상태로 남아있게 될 필요가 없음이 인지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지/흡수

뒤의 에코 발생성은 본래의 막-형성 지질 또는 다른 옵소닌화 가능한 물질에 의해 안정화된 가스 미세기포로부터 유래될

수 있다. 상기 미세기포에서, 양쪽성 물질의 적어도 일부는 내인성 인지질, 조영제로부터 방출되는 유리된 가스 미세기포

(용해되지 않거나 간에 의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교체된다. 또한, 가스 미세기포의 안정화는, 가스

의 수용성이 산소, 이산화탄소 및 질소와 같은 통상의 혈액 가스보다 낮은 경우에 증강될 수 있음이 인지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되는 조영제의 미세기포는 편의상 평균 크기가 0.1 내지 10 ㎛, 예를 들면 1 내지 7 ㎛일 수 있으므로,

정맥내 투여 후에 폐 시스템을 자유롭게 통과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간과 비장 같은 장기에 의해 흡수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미세기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에코 발생성(크기-의존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크기이다. 간의 영상화

증대에 이러한 크기의 미세기포를 사용한다는 것은 모세혈관 천공술을 통해 간으로의 통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 30 내

지 100 nm의 크기가 바람직하다는 WO-A-9109629와 같은 종래 기술에 제안된 사항과 배치될 수 있는데; 이러한 크기

범위의 가스 미세기포는 상기와 같은 바람직한 크기 범위내의 미세기포보다 훨씬 낮은 에코 발생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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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서는, 간에서의 혈류를 자극할 수 있는 물질, 예를 들면 글루카곤, 및/또는 예를 들면 항체, 항체 단편 또는 피

브로넥틴과 같이 식균작용을 자극함으로써 간 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이 조영제의 투여 중에, 또는 투여 전후에 투

여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유용한 바람직한 인지질-함유 조영제는 예를 들면, 주사되는 인지질의 양이 0.1 내지 10 ㎍/㎏ 체중, 예를

들면 1 내지 5 ㎍/㎏의 범위이도록 하는 투여량으로 투여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인지질을 사용하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독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상당히 유리함이 인식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유용한 바람직한 조영제는 예를 들면, Kupffer 세포에 의해 간에서 신속하게 흡수되기 때문에, 환자의 간

영상화는 조영제를 투여하여 바로 5 내지 10분 뒤에 수행될 수 있지만, 조영제의 최대 흡수를 허용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투여 후 약 30분까지, 다소간 검사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간에서 에코 발생성 조영제의 장기 체류 시간은

투여 수 시간 후(예를 들면, 2 내지 8시간) 수행될 효과적인 영상화를 허용한다. 예를 들면, 간의 초음파 영상화는, 약 0.1

내지 15 MHz, 예를 들면, 1 내지 10 MHz의 영상화 주파수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상화 기술로는 M-모드 영상화, B-모드 영상화, 연속파 도플러 영상화, 펄스파

도플러 기술, 예를 들면 컬러 또는 파워 도플러 영상화, 하모닉(harmonic) 영상화, 및 이들의 조합이 포함된다.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되는 양쪽성 물질-안정화된 미세기포 조영제의 유연성은 이들로 하여금 예를 들면, US-A-5,410,516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조파(higher harmonics)(예를 들면, 영상화 주파수의 2, 3, 4배, .....), 부고조파(subharmonics)(예를 들면,

영상화 주파수의 1/2, 1/3, 2/3, 3/4배, .....) 및 초고조파(ultraharmonics)(예를 들면, 영상화 주파수의 3/2, 5/4배, .....)

와 같은 비-선형 효과에 기초한 하모닉 영상화 기술에 특히 적합하게 하며; 2차 하모닉 영상화의 사용이 특히 유리할 수 있

다.

하모닉 영상화는 전형적으로, 고조파 초음파 에너지로의 효율적인 변환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세기포 조영제를 고강도 초

음파 조사에 노출시키는 것을 요한다. 간과 같은 거대 조직 영역에서 초음파 강도의 공간 분포는 입사되는 초음파 빔과 엇

갈리는 불균등성과 조직에 의한 음향 감소의 결과로서 매우 이질성이 되기 쉽기 때문에, 영상화된 조직의 말단 부분으로부

터 충분한 반송 신호 강도를 수득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입사 강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고강도 초음파

조사가 주변 조직 유체 중으로의 미세기포 가스의 용해를 촉진할 수 있는 변환기에 인접한 조직 영역에서 콘트라스트 효과

의 급속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사 개시로부터 1초 정도의 짧은 시간내에 콘트라스트 효과의 상실을 초

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불가피하게도 조직 영역의 완전한 전체상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기술의 유용성을 제

한하게 된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되는 조영제의 유연성은 이들로 하여금 낮은 입사 초음파 강도에서도 고조파 에너지 변환에서

높은 효능을 보이게 하여, 변환기에 더 근접한 간의 영역에서 미세기포 파괴 현상을 유도하지 않는 낮은 초음파 강도에서

간의 깊이 자리잡은 부위의 하모닉 영상화에 유용하게 한다. 좀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조영제의 유연성은 조영제를 파괴하

지 않는 낮은 초음파 강도 수준에서도 다양한 영상화 양식에 이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따라 예를 들면, 확인 목적

상 또는 상이한 영상화 양식을 이용하기 위하여, 간내의 해당 부위의 다중 스캔을 촉진하게 된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더 높은 초음파 강도 수준이 이용될 수도 있으며, 미세기포 파괴를 검출하는 방법에 의해 콘트라스트

가 검출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예로는 컬러 도플러(예를 들면, US-A-5,425,366에 기재된 바와 같은) 또는 파워 도플

러 같은 위상 민감성 기술, 및 예를 들면 US-A-5,456,257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위상 비-민감성 기술이 포함된다. US-A-

5,425,366에 따른 조영제로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중합체-캡슐화 미세기포와는 달리, 예를 들면, 단일층 형태의 안정화 양

쪽성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본 발명 조영제는 입사 초음파 에너지에 지극히 민감하도록 손쉽게 설계될 수 있다. 따라서 인

가되는 초음파 에너지의 놀라우리 만치 낮은 수준에 의해서 미세기포 파괴가 유도될 수 있어서, 매우 낮은 입사 초음파 에

너지 수준에서 간 또는 이의 부위의 효율적인 슈도-도플러 영상화가 허용된다.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 검출 기술에는 컬러 속도 영상화와 같은 비-도플러 상관관계-기초 기술 및 타 신호와 임의로 혼합

된 RF 신호, 진폭-복조 RF 신호, 또는 타 기술을 이용하여 처리된 RF 신호를 사용하여, 시간 또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처리

된 연속적인 초음파 펄스간의 낮은 상관관계에 기초한 기타 기술이 포함된다. 실제 또는 겉보기 미세기포 파괴의 검출 또

한, 예를 들면, 고조파, 부고조파 또는 초고조파 또는 예를 들면 방출된 펄스와 그러한 고조파로부터 유래되는 합산 또는

차이 주파수와 같이 방출된 초음파 펄스의 기본 주파수의 대역폭 밖의 신호를 분석하는 비-선형 기술을 사용하여 달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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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통상적으로 미세기포 파괴를 수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영상화 기술이 본 발명에 따른 조영제를 사용하여 반복

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그러한 기술은 미세기포를 파괴하기보다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조영제의 음

향(acoustic) 성질을 가역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반복적인 스캐닝이 수행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놀랍게도, 간에서의 장기 체류 시간 후에도, 본 발명에 따라 유용한 조영제가 혈액 및 조직 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것

들보다 현저히 더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는 도플러 신호를 생성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점은 도플러 영상화에 통

상적으로 사용되는 것들보다 더 고급 필터 세팅을 사용함에 의한 운동 아티팩트(artefact)의 교란과 관계 없이 검출을 허용

할 수 있다. 고이득 세팅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전체 스캔에 걸쳐서 균질 콘트라스트 검출로 영상의 생성

이 허용된다.

본 발명에 따라 유용한 조영제는 임의의 적당한 방법에 의해, 유리하게는 하기의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i) 막-형성 지질과 같은 옵소닌화 가능한 물질을 함유하는 수성 매질에 가스 미세기포의 분산액을 생성하는 단계;

ii) 수득된 양쪽성 물질-안정화된 가스 분산액을 동결건조하여 건조 산물을 수득하는 단계; 및

iii) 건조 산물을 주사 가능한 담체액에서 재구성하는 단계.

예를 들면, 단계 i)는 선택된 가스의 존재하에, 로토-스테이터 균질화기를 사용하여, 양쪽성 물질-함유 수성 매질을 임의

의 적당한 에멀션-생성 기술, 예를 들면, 초음파처리, 진탕, 고압 균질화, 고속 교반 또는 고전단 혼합에 투입함으로써 달성

될 수 있다. 수성 매질은 필요하다면, 알콜 또는 폴리올, 예를 들면, 글리세롤 및/또는 프로필렌 글리콜 같은 양쪽성 물질을

위한 점도 증진제로서 및/또는 용해도 보조제로서 작용하는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

유화 단계에 사용되는 가스는 최종 산물에서 소망되는 가스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가스 내용물의 대부분은 후속

동결건조 단계 동안 제거될 수 있으며 잔류 가스는 건조 산물의 배출에 의해 제거될 수 있으며, 이어서 여기에 목적하는 최

종 산물 가스의 분위기 또는 초과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유화 가스는 따라서, 최종 산물 고려사항과 관계 없이, 순전히 유

화 공정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설퍼 헥사플루오라이드와 같은 설퍼 플루오라이드 또는 바람직하게는

탄소수 4 또는 5의, 퍼플루오로알칸 또는 퍼플루오로사이클로알칸 같은 플루오르화 저분자량 탄화수소 가스의 존재하에

서 유화를 수행하는 것이 일관되고 협소하게 분포되는 미세기포 크기를 갖는 최종 산물이 궁극적으로 수득된다는 점에서

특히 유리할 수 있다.

유화는 대략 주위 온도, 예를 들면, 약 25±10℃에서 편리하게 달성된다. 수화 및 따라서 양쪽성 물질의 분산을 촉진한 다

음 이를 유화에 앞서 주위 온도로 평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성 매질을 초기에 가열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단계 i)에 따라 생성되는 분산액을 동결건조 단계 ii)에 앞서 1회 이상의 세척 단계에 투입하여, 점도 증진제 및 용해도 보조

제 같은 첨가제, 및 비-가스-함유 콜로이드상 입자 및 기준 이하 및/또는 기준 이상의 크기를 갖는 미세기포와 같은 원치

않는 물질을 분리 및 제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세척 과정은 그 자체로 공지된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미

세기포는 부유 선별(flotation) 또는 원심분리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분리된다. 이러한 식으로, 미세기포의 적어도 90%

가 2 ㎛ 범위내 크기를 가지는, 예를 들면 2 내지 5 ㎛ 범위내의 부피 평균 직경을 갖는 크기-분획화된 미세기포 분산액을

제조할 수 있다.

1종 이상의 저온 보호제 및/또는 동결 보호제(lyoprotective agent) 및/또는 벌킹제의 존재하에 단계 ii)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제제(들)은 동결건조 전에, 세척 단계 후에 유리하게 첨가된다. 저온 보호 및/또는 동결 보호 효

과를 지닌 제제의 실질적인 리스트는 내용이 본원에서 참조로 병합되는 문헌(Acta Pharm. Technol. 34(3), pp. 129-139

(1988))에 실려 있다. 그러한 제제의 예로는 알콜 (예를 들면, t-부탄올 같은 지방족 알콜), 글리세롤 같은 폴리올, 글라이

신 같은 아미노산, 탄수화물(예를 들면, 수크로스, 만니톨, 트레할로스, 글루코스, 락토스 및 사이클로덱스트린 같은 당, 또

는 덱스트란 같은 폴리사카라이드) 및 폴리에틸렌 글리콜 같은 폴리글리콜이 포함되며, 수크로스와 같은 생리학적으로 잘

-용인되는 당(예를 들면, 산물을 등장성 또는 약간 고장성이 되게 하는 양)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가스 분산액의 동결건조는, 예를 들면, 이를 초기에 동결시킨 다음, 동결된 가스 분산액을 예를 들면, 그 자체로 일반적으

로 공지된 방법으로 동결건조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동결된 가스 분산액은 동결된 상태로 저장되어 필요할 때

에 본 발명에 따른 조영제로서 유용한 미세기포 분산액을 재생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단순 가온에 의해 및/또는 담체액의

첨가에 의해 해동시킬 수 있다.

등록특허 10-0593873

- 7 -



목적 산물은 통상적으로 투여에 앞서 상기 단계 iii)에 따라 재구성되므로, 각각이 주사 가능한 형태로의 재구성을 위한 동

결건조 산물의 적당량, 예를 들면 단일 투여량 단위를 함유하는 바이얼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스 분산액을 동결건조에 앞서

밀봉 가능한 바이얼에 유리하게 충진시킬 수 있다. 가스 분산액을 통째로보다는 개개 바이얼내에 동결건조시킴으로써, 동

결건조 산물의 섬세한 벌집 구조의 취급 및 이러한 구조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분해하는 위험이 회피된다. 동결건조 및 가

스의 임의적인 추가 배출과 궁극적으로 조제되는 조영제 중에 미세기포로서 존재하게 되기를 원하는 가스의 헤드스페이스

중으로의 도입 뒤에, 바이얼은 적당한 마개로 밀봉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결 가스 분산액 또는 예를 들면, 가스 내용물의 임의의 필요한 및/또는 원하는 보충 또는 교환 후에 단계 ii)

로부터의 건조 산물은 무균성 무-발열원 수 또는 주사용 생리식염수와 같은 적당한 주사 가능한 담체액의 첨가에 의해 재

구성될 수 있다. 건조 산물을 바이얼 중에 넣을 경우, 이는 담체액이 주사기를 사용하여 주입될 수 있는 격막으로 편리하게

밀봉된다. 재구성한 뒤에 산물을 혼합하거나 부드럽게 진탕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일정한 미세기포 크기를 갖는

재생 가능한 산물을 부여하는 데 부드러운 수동-진탕 이상의 진탕은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유용한 조영제의 또 다른 제조 방법은 분말화된 옵소닌화 가능한 양쪽성 물질을 가스와 접촉시키고, 분말

화된 양쪽성 물질을 수성 담체액과 혼합하여 가스-충진 미세기포의 현탁액을 형성시키고, 미세기포가 층을 이루게 하여,

상기 층을 분리시킨 다음 분리된 미세기포를 세척하는 단계(예를 들면, US-A-5,445,813에 기재)를 포함한다.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옵소닌화 가능한 양쪽성 물질을 포함하는 수용액을 가스의 존재하에 진탕하는 단계(예를 들면, WO-A-

9428780에 기재)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비-제한 실시예에 의해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실시예 7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득된, 생리식염수-처리 대조 쥐의 간으로부터 취한 샘플의 전자현미경 사진이고;

도 1B는 도 1A의 부분확대 사진이며;

도 1C는 실시예 7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득된, 조영제-처리 쥐의 간으로부터 취한 샘플의 전저현미경 사진이며;

도 1D는 도 1C의 부분확대 사진이다.

실시예

A. 조영제의 제조

실시예 1

a) 진탕에 의한 퍼플루오로부탄 미세기포 분산액의 제조

25.3 mg의 수소화된 난(egg) 포스파티딜세린을 프로필렌 글리콜과 글리세롤의 혼합물(3:10 w/w)을 5.4%(w/w) 함유한

12.5 ml의 물에 첨가한다. 인지질 물질을 약 30분간 70℃로 가열하여 수화시킨 다음, 실온으로 냉각시킨다. 11 ml의 분산

액을 11개의 2 ml 바이얼에 1 ml 분량씩 나누어 넣고, 바이얼의 헤드 스페이스를 퍼플루오로-n-부탄 가스로 충진한다. 바

이얼을 마개로 확실하게 막고 Espe CapMixR(치과 재료용 믹서)를 사용하여 45초 동안 진탕시킨다. 생성되는 미세기포 분

산액을 4개의 대형 바이얼에 병합하여 5분 동안 2000 rpm에서 원심분리시켜, 미세기포의 부유층 아래의 혼탁성 인프라나

탄트(infranatant)를 수득한다. 인프라나탄트를 주사기로 제거하고 중성 pH에서 등부피의 물로 대체한다. 세척 단계를 반

복하되, 인프라나탄트는 10%(w/w) 수크로스로 대체한다. 생성되는 분산액의 2 ml 분량을 동결건조용으로 특수 설계된

10 ml들이 평저 바이얼에 나누어 담고, 바이얼을 -47℃로 냉각시킨 다음 대략 48시간 동안 동결건조시켜 백색의 보풀성

고체 물질을 수득한다. 바이얼을 진공 챔버로 옮기고, 진공 펌프로 공기를 제거한 다음 퍼플루오로-n-부탄 가스로 대체한

다. 사용 전에, 물을 첨가하고 바이얼을 수 초 동안 손으로 천천히 진탕하여, 초음파 조영제로서 적합한 미세기포 분산액을

수득한다.

b) 로터 스테이터 혼합에 의한 퍼플루오로부탄 미세기포 분산액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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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4 mg의 수소화된 난 포스파티딜세린을 프로필렌 글리콜과 글리세롤(3:10 w/w)의 혼합물 5.4%(w/w)를 함유한 100

ml의 물에 첨가한다. 혼합물을 진탕시키고 약 5분 동안 80℃로 가열하여,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사용 전에 다시 진탕한 다

음 밤새 정치시킨다.

생성 용액 50 ml를 목 부분이 원추형인 환저 플라스크로 옮긴다. 플라스크에는 25℃로 유지된 수조와 연결된 온도 제어 입

구 및 출구가 달린 유리 재킷을 설치한다. 로터 스테이터 혼합축이 용액 속으로 도입되고 가스 누출을 피하기 위하여 경부

벽(neck wall)과 혼합축간의 공간을 가스 함량의 조절과 압력 제어를 위한 가스 주입구/배출구 연결부를 갖춘 특수 설계된

금속 마개로 밀봉한다. 가스 출구는 진공 펌프에 연결되고 용액은 1분간 탈기시킨다. 이어서, 퍼플루오로-n-부탄 가스의

분위기가 가스 주입구를 통해 적용된다.

개구부가 액체 표면보다 약간 위에 있도록 로터 스테이터 혼합축을 유지시킨 채, 용액을 10분 동안 23,000 rpm에서 균질

화시킨다. 백색의 크림형 분산액이 수득되고, 이를 밀봉 가능한 용기로 이송한 다음 퍼플루오로-n-부탄으로 플러싱한다.

이어서, 분산액을 분리 깔때기로 이송한 다음 30분간 12,000 rpm에서 원심분리시켜, 상부에 존재하는 기포의 크림층과

혼탁한 인프라나탄트를 수득한다. 인프라나탄트를 제거하고 물로 대체한다. 원심분리를 2회 반복하되, 15분간 12,000

rpm으로 수행한다. 최종 원심분리 후에, 상청액을 10% (w/w) 수크로스로 대체한다. 생성되는 분산액 2 ml 분량을 동결건

조용으로 특수 설계된 10 ml들이 평저 바이얼에 나누어 담고, 바이얼을 -47℃로 냉각시킨 다음 대략 48시간 동안 동결건

조시켜, 백색의 보풀성 고체 물질을 수득한다. 바이얼을 진공 챔버로 이송하고, 공기를 진공 펌프로 제거한 다음 퍼플루오

로-n-부탄 가스로 대체한다. 사용 전에, 물을 첨가하고 바이얼을 수초 동안 손으로 천천히 진탕하여, 초음파 조영제로서

적합한 미세기포 분산액을 수득한다.

c) 초음파 처리에 의한 퍼플루오로부탄 미세기포 분산액의 제조

500.4 mg의 수소화된 난 포스파티딜세린을 프로필렌 글리콜과 글리세롤(3:10 w/w)의 혼합물 5.4%(w/w)를 함유한 100

ml의 물에 첨가한다. 혼합물을 진탕시키고 5분 동안 80℃로 가열하고, 실온으로 냉각시켜, 사용 전에 다시 진탕한 다음 밤

새 정치시킨다.

상기 용액을 4 ml들이 초음파 처리기 플로우-쓰루(flow-through) 셀을 통해 펌핑한 다음 진폭이 90 ㎛인 20 kHz의 초음

파에 노출시킨다. 초음파 처리기 호른(horn)의 직경은 1.3 cm, 셀의 내경은 2.1 cm이고 호른과 셀의 바닥간의 거리는 1

cm이다. 지질 용액을 초음파 처리기 셀로 유입되기 전에 1:2 v/v의 비로 퍼플루오로-n-부탄과 혼합한다(20 ml/min 지질

용액과 40 ml/min 퍼플루오로-n-부탄 가스). 온도는 33℃로 유지한다. 백색의 크림형 분산액을 수득하고 이를 용기에 충

진한 다음 퍼플루오로-n-부탄으로 플러싱한다.

특징 규명

미세기포의 크기 분포 및 부피 농도를 측정 범위가 1 내지 30 ㎛인 50 ㎛ 개구가 구비된 Coulter Counter Mark Ⅱ 장치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20 ㎕의 샘플을 실온에서 공기로 포화된 200 ml의 생리 식염수에 희석한 다음 측정 전에 3분간 평형

시킨다.

초음파 특징규명은 "Ultrasound scattering properties of Albunex microspheres", Ultrasonics 31(3), pp 175-181

(1993)"에 기재된 바와 같이, de Jong, N. 및 Hoff, L.로부터 약간 수정된 실험 셋 업상에서 수행된다. 이러한 기구는 조영

제의 희석 현탁액의 주파수 범위 2 내지 8 MHz에서의 초음파 감쇠 효능을 측정한다. 감쇠 측정 동안, 압력 안정성 테스트

는 샘플을 90초간 120 mmHg의 초과 압력에 노출시킴으로써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샘플 2 내지 3 ㎕를 55 ml의 Isoton II

에 희석하고 희석된 샘플 현탁액을 분석 전에 3분간 교반한다. 초과 압력의 해제 후에 3.5 MHz에서의 회복 감쇠값과 함

께, 주응답 파라미터로서 3.5 MHz에서의 감쇠를 사용한다.

[표 1.1]

실시예 1(a)-(c)에 따라 생성된 기포 분산액의 시험관내 특징. 개수 및 부피 가중 농도 및 부피 평균 직경. 음향 특징은 상

기 설명에 따라 측정.

생성 방법

(실시예 No.)

개수 농도

(106/ml)

부피 농도

(%)

부피 평균

직경

(㎛)

3.5 MHz에서의 감

쇠

(dB/cm)

 초과 압력 후의

생존률 (%)

최대 감쇠에서

의 주파수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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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a)  1519  1.45  3.91  30.46  100  4.1

 1(b)  10518  6.51  3.16  150.4  96  4.3

 1(c)  23389  9.57  3.83  117  100  3.5

실시예 2

로터 스테이터 혼합, 동결건조 및 가스 교환에 의한 다양한 미세기포 분산액의 제조

상기 실시예 1(b)에 따라 제조된 5종 샘플의 가스 내용물을 하기 절차에 따라 각각 공기, 퍼플루오로부탄, 설퍼 헥사플루

오라이드, 트리플루오로메틸설퍼 펜타플루오라이드 및 테트라메틸실란으로 대체한다.

실시예 1(b)로부터의 동결건조 산물을 함유하는 두 샘플을 가스 주입구 및 가스 배출구가 달린 건조기에 넣는다. 건조기를

샘플의 제어된 배출을 허용하는 Buchi 168 진공/증류기 컨트롤러와 선택 가스의 주입구에 연결한다. 샘플을 대략 10

mbar로 5분간 배출시키고, 압력을 선택 가스의 주입구에 의해 대기압으로 증가시킨 후 바이얼을 신중하게 마개로 막는다.

선택된 가스 각각에 대해 또 다른 쌍의 샘플을 사용하여 절차를 반복한다.

2 ml의 증류수를 각각의 바이얼에 첨가하고 바이얼을 사용하기 전에 손으로 천천히 진탕한다. 생성되는 미세기포 분산액

을 실시예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크기 분포 측정에 따라 특징규명한다. 결과를 표 2.1에 요약하였다.

[표 2.1]

실시예 2에 따라 생성된 포스파티딜세린-안정화 미세기포 분산액의 시험관 내 특징 - 개수 및 부피 가중 농도 및 부피 평

균 직경

 가스 개수 농도 (106/ml)
개수 평균 직경

(㎛)

부피 농도

(%)

부피 평균 직경

(㎛)

 퍼플루오로부탄  9756  1.8  4.9  5.8

 트리플루오로메틸-설퍼

펜타플루오라이드
 10243  1.9  5.9  3.5

 설퍼 헥사플루오라이드  9927  1.9  5.7  3.2

 테트라메틸실란  9947  1.9  6.1  3.7

 공기  9909  1.9  6.4  4.0

상기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스 교환시에 크기 분포에 있어 유의적인 변화는 없으며, 이는 예비형성된 미세기

포 크기가 동결건조 및 재구성 동안 실질적으로 보존됨을 증명한다.

삭제

B. 초음파 간 영상화 방법

실시예 3

토끼에서의 간 영상화

실시예 1에 따라 제조된 조영제를 근육내 투여되는 자일라진 하이드로클로라이드와 케타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의 혼합물

0.65 mg/kg으로 진정시킨 토끼에 5 ㎍ 인지질/kg의 투여량으로 정맥내 주사하였다. 초음파 변환기를 간 영역 위의 제모

된 피부 위에 올려 놓았다. B-모드 영상화(5 내지 7 MHz), 컬러 도플러 영상화, 2차 하모닉 영상화, 파워 도플러 영상화,

하모닉 영상화와 컬러 도플러 영상화의 조합 및 하모닉 영상화와 파워 도플러 영상화의 조합을 이용하여 수행된 경복부 검

사는 간에서 이식된 VX2 종양의 존재를 나타내었고 조영제로서 동맥 투여된 에티오돌(ethiodol)을 사용하여 x-선 방사선

사진술에 의해 수득된 결과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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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4

마못(woodchucks)에서의 간 영상화

실시예 3의 절차를 마못에서 자연 발생하는 간 종양의 존재 검출에 사용하였다. 결과는 간의 조직학적 검사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실시예 5

개에서의 간 영상화

실시예 1(a)에서와 같이 제조된 1% 미세기포 분산액 66 ㎕를 20 kg의 잡종 개에 정맥내 주사하였다. 방출 주파수가 2.5

MHz인 2차 하모닉 영상화를 위해 장착된 ATL HDI-3000 스캐너, 및 P5-3 페이즈드(phased) 어레이 섹터 스캔 변환기

를 사용하여 주사하기 10분 전후에 간의 2차 하모닉 영상을 획득하였다. 스캐너의 출력은, 0.3의 미캐니컬 인덱스(MI)로

낮은 레벨로 세팅하였다. 변환기를 중심선에 근접한 늑골 하의(subcostal) 위치에 배치하였다. 주사 후에 수득된 영상에서

간의 콘트라스트 유도된 증대는 안정하였고 연속적인 초음파 스캐닝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라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주사 전에 획득된 기준선 영상과 비교할 때, 10 cm 이상의 깊이로 전체 간의 명백한 콘트라스트 증대를 볼 수 있었

다.

실시예 6: 사람 간에서의 종양의 영상화

실시예 1(a)에서와 같이 제조된 10 ㎕의 1% 미세기포 분산액을 여성 환자에 정맥내 주사하였다. ATL-HD1-3000 스캐너

로 수행한 간의 기본 B-모드 영상화는, 전이성 병변 주변 혈관의 혈관 증대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주사 15분 후, 기준선

스캔에서 주변 조직과 등에코성(isoechoic)이었고, 따라서 초기에는 찾아내기 어려웠던 병변이, 주변의 정상 간조직이 더

욱 에코 발생성이 됨에 따라 증강된 가시성을 보였다. 주사 후 30분 경에는, 상기 효과가 한층 더 두드러졌으며, 이는 간에

서 조영제의 장기 체류시간 후에도 장기 지속되고 향상된 콘트라스트 효과를 입증한다.

실시예 7: 쥐의 간에서 생체내 흡수 후 조영제의 세포 분포

마취시키지 않은 3마리의 쥐를 실시예 1(a)에서와 같이 제조된 1% 미세기포 분산액(사람에서의 전형적인 영상화 투여량

의 수백 배에 해당하는, 체중 kg 당 50 ㎕의 미세기포)으로 미정맥에 단일 정맥내 주사하였다. 대조군 쥐에는 마찬가지 방

법으로 생리식염수를 주사하였다. 주사 뒤에 쥐를 마취시켰다. 주사 10분 후, 복부와 흉벽을 절개하고, 간을 담색으로 될

때까지 완충액(100 mM HEPES, pH 7.4)으로 관류한 다음, 단단해질 때까지 글루타르알데히드(2% v/v)를 함유한 동일

완충액으로 관류하였다. 이어서, 간을 절개하여 박절편으로 절단하였다. 조직 샘플을 에폭시 수지에 처리하여 준-박절편

(약 1 ㎛)을 절단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검사하였다. 광학현미경 검사를 토대로 적당한 부분을 선택하고 이로부터 소면적의

초박절편을 절단하고, 4산화 오스뮴으로 염색하여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생리식염수로 처리한 쥐들로부터 얻은 샘플에 대한 대조 전자현미경 사진(도 1A 및 1B에 도시된 이의 확대도 참조)에 따

르면, Kupffer 세포, 내피 세포 또는 실질 세포에서 어떠한 공포형성(vacuolisation)도 나타내지 않았다. 조영제-처리 쥐

로부터의 샘플에 대한 전자현미경 사진(도 1C 및 도 1D에 나타낸 이의 확대도 참조)에 따르면, 일부 Kupffer 세포들이 내

재화된 미립자 또는 미세기포("p")를 지닌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한 미립자 및 미세기포는 실질 세포 또는 내피 세포에서

는 명백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미립자 또는 미세기포의 경계부에서 인지질 물질("PL")로 추측되는 짙게 염색된 물질을 관

찰할 수 있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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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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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검체의 간의 초음파 영상화에 사용하기 위한, 포스파티딜세린 50% 내지 100%를 포함하는 옵소닌화 가능한 인지질 물질

에 의해 안정화되는, 공기,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수소, 산화질소, 비활성 가스, 실란, 할로겐화된 실란, C1-7 탄화수소,

할로겐화된 C1-7 탄화수소, 할로겐화 황 및 이들의 혼합물 중에서 선택된 생물학적 친화성 가스의 미세기포를 포함하고,

조영제 미세기포의 일부분이 검체의 간에 의해 정지되거나 검체의 간에서 흡수될 수 있으며, 상기 정지되거나 흡수된 미세

기포는 조영제를 검체에 투여한 뒤 2 시간 내지 8시간 동안 간에서 에코 발생성을 생성할 수 있는 조영제.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할로겐화 황이 설퍼 헥사플루오라이드 또는 디설퍼 데카플루오라이드인 조영제.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할로겐화된 C1-7 탄화수소가 플루오르화 케톤, 플루오르화에테르 또는 퍼플루오로카본인 조영제.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퍼플루오로카본이 퍼플루오로부탄인 조영제.

청구항 26.

제 22 항에 있어서, 옵소닌화 가능한 인지질 물질이 플루오르화되고, 생물학적 친화성 가스가 공기, 질소, 이산화탄소, 산

소, 수소, 산화질소, 비활성 가스, C1-7 탄화수소, 할로겐화된 C1-7 탄화수소, 할로겐화 황 및 이들의 혼합물 중에서 선택되

는 조영제.

청구항 27.

제 22 항에 있어서, 글루카곤 또는 피브로넥틴과 병행 투여용으로 조제되는 조영제.

청구항 28.

제 22 항에 있어서, 하모닉(harmonic) 영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수행된 간의 초음파 영상화에 사용하기 위한 조영제.

청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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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항에 있어서, 조영제를 검체에 투여한 뒤 5 분 내지 10분 내에 간에서 에코 발생성을 생성할 수 있도록 간에서 급속

정지되거나 흡수될 수 있는 조영제.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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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c

도면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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