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A61F 2/14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082792

2006년07월19일

(21) 출원번호 10-2005-7024755

(22) 출원일자 2005년12월23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5년12월23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2004/020087 (87) 국제공개번호 WO 2005/009297

국제출원일자 2004년06월23일 국제공개일자 2005년02월03일

(30) 우선권주장 60/485,995 2003년07월10일 미국(US)

(71) 출원인 알콘, 인코퍼레이티드

스위스연방 휘넨베르그 시이에이취 6331 보쉬 69

(72) 발명자 야아코비, 요셉

미국 76132-3883 텍사스 포트 워쓰 스프링 밸리 웨이 6805

(74) 대리인 남상선

심사청구 : 없음

(54) 안과용 약물 전달 장치

요약

본 발명은 안구의 후안부에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전달하기에 유용한 안과용 약물 전달 장치에 관한 것이다. 장치는 이를

적절하게 위치시키고 이의 이동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연장부 및/또는 고정 구조물 및/또는 기하학적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신체 조직으로 국소 전달하기 위한 생체적합성 임플란트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 발명은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안구 후안부로 국소 전달하기 위한 생

체적합성 임플란트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안구 후안부의 일부 질병 및 질환은 시력에 위협적이다. 노인성 황반변성 (ARMD), 맥락막 혈관신생 (CNV), 망막병증 (예

를들어, 당뇨병성 망막병증, 유리체 망막병증), 망막염 (예를들어, 거대세포바이러스(CMV) 망막염), 포도막염, 황반부종,

녹내장, 신경병증이 그 일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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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황반변성 (ARMD)은 노인에게 나타나는 실명의 주된 원인이다. ARMD는 시력의 중심부를 공격하여 혼탁하게 하

고, 독서, 운전 및 기타 섬세함을 요하는 작업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한다. ARMD는 매년 미국에서만 약 200,000건이 새

로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보고는 75세 이상 인구 중 약 40%, 및 60세 이상 인구 중 약 20%가 어느 정도의 황반 변성 질환

을 앓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습성' ARMD는 가장 빈번하게 실명을 유발하는 ARMD 형태이다. 습성 ARMD에서, 새로이

형성된 맥락막 혈관 (맥락막 혈관신생 (CNV))은 수액을 누출시켜 망막에 진행성 손상을 유발한다.

ARMD에서 CNV의 특별한 경우에, 세 가지 주요 치료법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a) 광응고, (b) 혈관형성 억제제의 사용, 및

(c) 광역학 치료법이다. 광응고는 가장 일반적인 CNV의 치료 양태이다. 그러나, 광응고는 망막에 손상을 줄 수 있고 CNV

가 와(fovea) 부근에서 발생했을 때 실용적이지 않다. 더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ARMD는 종종 재발성 CNV의 원인

이 된다. 또한, 항혈관형성 화합물의 경구 또는 비경구 (비-안구) 투여가 ARMD의 전신적 치료법으로서 시험되고 있다. 그

러나, 약물-특이적 대사 제한으로 인해, 전신적 투여는 종종 안구에 치료가능한 약물 수준 이하를 제공한다. 따라서, 유효

한 안구내 약물 농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허용치 이상의 높은 투여량 또는 종래 투여량으로 수회 투여를 필요로 한다. 상기

화합물을 눈 주위에 주사하는 경우, 종종 눈 주변의 맥관계 및 연부조직을 통해 일반 순환계로 약물이 빨리 씻겨 나가거나

안구로부터 제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종래 투여량을 수회 투여하는 경우, 종종 실명, 망막 박리 및 안내염과 같은 합병증

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광역학 치료법은 장기 효능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다.

상기 기술된 치료법과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하고 보다 나은 안구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항혈관신생 화합

물을 안구로 국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임플란트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특허 제5,824,072호 (Wong)에서는 약제학적 활

성 제제가 그 안에 배치된 비생분해성 중합체 임플란트를 기술하고 있다. 약제학적 활성 제제는 임플란트의 중합체 본체를

통해 표적 조직으로 확산된다. 약제학적 활성 제제는 황반 변성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치료를 위한 약물을 포함할 수 있

다. 임플란트는 실질적으로 무혈관성 부위에 있는 안구 외부 표면 위의 누액내에 정위되고, 결막 또는 공막; 무혈관성 부위

에 있는 공막외부 또는 공막내부; 실질적으로 편평부 또는 외과적으로 유도된 무혈관성 부위와 같은 무혈관성 부위에 있는

맥락막 상층 공간 내에; 또는 유리체와 직접 연결되어 고정된다.

미국특허 제5,476,511호 (Gwon et al)에서는 안구의 결막 하부에 정위된 중합체 임플란트를 기술하고 있다. 임플란트는

ARMD 치료를 위한 혈관신생 억제제 및 망막병증 및 망막염의 치료를 위한 약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약제

학적 활성 제제는 임플란트의 중합체 본체를 통하여 확산된다.

미국특허 제5,773,019호 (Ashton et al)에서는 포도막염의 치료를 위한 항지혈제 스테로이드 및 시클로스포린과 같은 약

물을 포함하는 특정 약물을 전달하는 비생분해성 중합체 임플란트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약제학적 활성 제제는 임플란트

의 중합체 본체를 통해 확산된다.

상술된 임플란트는 모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위로의 중합체 본체 (예: 매트릭스 장치) 또는 중합체 막 (예: 저장 장치)을

통한 약제학적 활성 제제의 조절 확산을 가능하게 하도록 면밀한 설계 및 제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장치로부터의 약물

방출은 매트릭스 또는 막, 각각의 다공성 또는 확산 특성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변수는 상기 장치를 이용하는 각 약물 성

분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건은 전체적으로 상기 임플란트의 비용 및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미국특허 제5,824,073호 (Peyman)에서는 안구에서 정위시키기 위한 인덴터 (indentor)를 기술하고 있다. 인덴터는 안구

의 황반 부위 위쪽의 공막에 만입하거나 압력을 가하는데 사용되는 돌출된 부분을 가진다. 상기 특허에서는 이러한 압력이

망막하 혈관신생 막을 통한 맥락막 출혈 및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출혈 및 망막하 액의 축적을 감소시킴

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생체적합성 임플란트 분야에서, 다양한 약제학적 활성 제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율속-조절의, 국소적 전달이

가능하고, 외과적으로 삽입가능한 안과용 약물 전달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를 삽입하는 외과적 과정은 안전하고,

간편하며, 신속하고 외래에서 수행가능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이러한 장치를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제조할 수 있어야 한

다. 더욱이, 다양한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및 융통성 때문에 상기 임플란트는 환자의 특이적 물리적

상태를 유발하는 다양한 제제를 전달하기 위한 안과 임상 연구에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상기 안과용 약물 전달

장치는 ARMD, CNV, 망막병증, 망막염, 포도막염, 황반부종, 녹내장 및 신경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학적 활성 제제의

안구 후안부로의 국소 전달을 위하여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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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한 양태는 안구용 약물 전달 장치이다. 안구는 공막, 황반, 및 외안근을 갖는다. 장치는 약제학적 제제 및 외안근

을 조절하기 위한 연장부를 갖는 본체를 포함한다. 연장부가 외안근을 조절하도록 장치가 공막의 외부 표면 상에 배치되는

경우, 약제학적 활성 제제는 황반에 근접하게 배치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약제학적 활성 제제 및 외안근을 조절하기 위한 연장부를 갖는 본체를 갖는 안구용 약물 전달 장치

이다. 연장부가 외안근을 조절하도록 장치가 공막의 외부 표면 상에 배치되는 경우, 연장부는 장치를 고정시키고 이의 이

동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약제학적 활성 제제 및 외안근을 조절하기 위한 연장부를 갖는 본체를 갖는 안구용 약물 전달 장치

이다. 연장부는 외안근을 조절하기 위해 제 1의 위치에서 본체로부터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연장부는 장치의 삽입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제 2의 위치에서 본체의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접힐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약제학적 활성 제제 및 공막과 접촉시키기 위한 공막 표면을 갖는 본체를 갖는 안구용 약물 전달 장

치이다. 고정 구조물은 공막 표면 상에 배치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안구용 약물 전달 장치이다. 장치는 공막 표면, 공막 표면에 개구부를 가지는 웰, 및 공막의 외부 표

면 상에, 상직근과 외직근 사이에, 외직근의 아래쪽에, 황반에 근접하게 배치된 웰을 가지는 장치의 삽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하학적 형태를 포함하는 본체를 갖는다. 또힌 장치는 웰에 배치되고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포함하는 내부 코어를 포함한

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안구에 전달하는 방법이다. 약제학적 활성 제제, 및 공막의 외부 표면 상에,

상직근과 외직근 사이에, 외직근의 아래쪽에, 황반에 근접하게 배치된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가지는 장치의 삽입을 용이하

게 하는 기하학적 형태를 포함하는 약물 전달 장치가 제공된다. 이후 장치는 공막의 외부 표면 상에, 상직근과 외직근 사이

에, 외직근의 아래쪽에, 황반에 근접하게 배치된 약제학적 활성 제제와 함께 배치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 및 이의 목적 및 잇점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하기에 해당 도면과 관련하여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기술하

였다:

도 1은 인간 안구 및 본 발명에 따른 안구 후안부에 삽입된 안과용 약물 전달 장치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측단면도이다.

도 2는 도 1의 2-2선을 따라 절단한 안구의 상세 횡단면도이다.

도 3은 인간 안구의 외안근 국소적 구조의 측면 개요도이다.

도 4는 외직근(미도시됨)의 부분을 가지는 인간 안구의 외안근 국소적 구조의 후측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1의 바람직한 구체예에 따른 안구용 약물 전달 장치의 안와부 표면의 투시도이다.

도 6은 도 5의 안구용 약물 전달 장치의 공막 표면의 투시도이다.

도 7은 도 5의 안구용 약물 전달 장치의 제 1 면의 투시도이다.

도 8은 도 5의 안구용 약물 전달 장치의 제 2 면의 투시도이다.

도 9는 도 5의 안구용 약물 전달 장치의 원위 말단의 투시도이다.

도 10은 도 5의 안구용 약물 전달 장치의 근위 말단의 투시도이다.

도 11은 인간 안구에서 상피내 도 5의 안구용 약물 전달 장치의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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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a 내지 12e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방법에 따른 인간 안구에서 도 5의 안구용 약물 전달 장치의 삽입을 도식적으로 나

타낸 것이다.

도 13은 인간 안구에서 상피내 본 발명의 제 2의 바람직한 구체예에 따른 안구용 약물 전달 장치의 개략도이다.

도 14는 인간 안구에서 상피내 본 발명의 제 3의 바람직한 구체예에 따른 안구용 약물 전달 장치의 개략도이다.

도 15는 인간 안구에서 상피내 본 발명의 제 4의 바람직한 구체예에 따른 안구용 약물 전달 장치의 개략도이다.

바람직한 구체예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 및 이의 잇점은 도면의 해당 부분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숫자와 도 1 내지 15를 참조하여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도 1 내지 4는 본 발명의 완벽한 이해를 위해 중요한 인간 안구의 다양한 부분을 나타낸다. 먼저 도 1은 인간 안구(90)를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안구(90)는 각막(92), 수정체(93), 유리체(95), 공막(100), 맥락막(99), 망막(97) 및 시신경(96)을

가진다. 안구(90)는 일반적으로 전안부(89) 및 후안부(88)로 나누어진다. 안구(90)의 전안부(89)는 일반적으로 거상연

(11) 앞쪽의 안구(90) 부분을 포함한다. 안구(90)의 후안부(88)는 일반적으로 거상연(11) 뒤쪽의 안구(90) 부분을 포함한

다. 망막(97)은 에워싸는 형태로 편평부(13)에 근접한 맥락막(99)에 물리적으로 접해 있고 뒤쪽으로는 시신경 유두(19)에

접해 있다. 망막(97)은 시신경 유두(19)에 다소 측면에 위치한 황반(98)을 가진다. 안과 분야에서 널리 공지된 바와 같이,

황반(98)은 망막 추체로 주로 구성되고 망막(97)에서 최대 시력을 보이는 부위이다. 황반(98)의 중심에는 와(117)가 존재

한다. 테논 낭 또는 테논 막(101)은 공막(100) 위에 배치된다. 결막(94)은 윤부(115) 뒤쪽의 안구(90)의 짧은 면 (안구 결

막)을 차지하고, 이것은 상하로 (각각 상부 결막낭, 하부 결망낭) 접혀 있어 각각 윗눈꺼플(78) 및 아래눈꺼플(79)의 안쪽

면을 차지한다. 안구 결막(94)은 테논낭(101)의 꼭대기 상에 배치된다.

도 1 및 도 2에서 나타내고 하기에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바람직하게는, 대부분의 후안부 질환 또는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안구용 약물 전달 장치(200)는 테논낭(101) 아래쪽 및 공막(100)의 외부 표면 바로 위에 배치된다. 또한, 바람직하

게는, 인간의 ARMD 및 CNV의 치료를 위하여 장치(200)는 테논낭(101) 아래쪽 및 공막(100)의 외부 표면 바로 위에 배치

되고, 장치(200)의 내부 중심이 황반(98)에 근접하여 위치한다. 장치(200)가 특히 인간에 사용되도록 설계되는 한, 동물에

도 사용될 수 있다.

도 3은 각막(92), 시신경(96), 황반(98), 공막(100), 상직근(103), 외직근(105), 하사근(107), 및 와(117)를 가지는 인간

우안(90)의 국소 측면도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상직근(103)은 공막(100) 내에 삽입물(109)을 갖는다. 외직근(105)

은 공막(100)내에 삽입물(111)을 갖는다. 하사근(107)은 공막(100)내에 삽입물(113)을 갖는다. 도 4는 근육에 의해 숨겨

진 공막(100)의 부분에서 시력을 허용하도록 절단된 외직근(105)의 부분을 가지는 인간 우안(90)의 국소적 후측면도를 도

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5 내지 10은 본 발명의 첫번째 바람직한 구체예에 따른 인간 우안을 위한 안과용 약물 전달 장치(200)를 도식적으로 나

타낸다. 장치(200)의 거울상인 안과용 약물 전달 장치는 인간 좌안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장치(200)는 약제학적 활성 제

제의 눈으로의 국소 전달이 필요한 임의의 경우에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장치(200)는 안구 후안부로의 약제학적 활성 제

제의 국소 전달을 위해 유용하다. 장치(200)의 바람직한 용도는, ARMD, 맥락막 혈관신생 (CNV), 망막병증, 망막염, 포도

막염, 황반 부종, 녹내장 및 신경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황반에 근접한 망막으로의 약제학적 활성 제제의 전달이다.

장치(200)는 일반적으로 볼록한, 돔-형태의 안와 표면(204) 및 오목한 돔-형태의 공막 표면(206)을 가지는 본체(202)를

포함한다. 공막 표면(206)은 공막(100)과 직접적인 접촉을 용이하게 하는 곡률반경으로 설계된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공

막 표면(206)은 평균 인간 안구(90)의 곡률반경(91)과 같은 곡률반경으로 설계된다(도 1 참조). 바람직하게는 안와 표면

(204)은 테논낭(101) 아래쪽에 삽입을 용이하게 하는 곡률반경으로 설계되었다. 장치(200)는 근위 말단(208), 원위 말단

(210), 본체(202)로부터 연장되는 연장부(212), 및 공막 표면(206) 상의 고정 구조물(213)을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연장

부(212)는 본체(202)에 통합적으로 형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연장부(212)는 라인(214)을 따라 접힐 수 있어 전체 연장부

(212)가 장치(200)의 아래쪽으로 접힐 수 있도록 한다. 대안적으로, 장치(200)는 전체 연장부(212)가 본체(202) 위쪽으로

접힐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 하기에서 더욱 상세히 기술된 바와 같이, 연장부(212)는 삽입 동안 하사근(107)의 삽입물

(113)을 조절하도록 설계된다. 고정 구조물(213)은 바람직하게는 흡인컵이며, 바람직하게는 공막 표면(206) 상에 통합적

으로 형성된다. 대안적으로, 고정 구조물(213)은 요망되는 경우, 생접착 코팅 또는 하나 이상의 날까로운 갈퀴(pron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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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가 될 수 있다. 하기에서 더욱 상세히 기술된 바와 같이, 고정 구조물(213)은 공막(100)과 맞붙게 하여 삽입 후 장치

(200)의 이동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다른 대안으로, 장치(200)는 공막(100)에, 바람직하게는 이의 근위 말단(208)

가까이에 봉합되어 장치를 고정시킬 수 있으며, 삽입 후 이동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장치(200)는 또한 공막 표면(206)에 개구부(218)를 가지는 웰 또는 공동(cavity, 216)을 갖는다. 내부 코어(220)는 바람

직하게는 웰(216)에 배치된다. 도 5 내지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내부 코어(220)는 바람직하게는 하나 이상의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포함하는 타블렛(tablet)이다. 대안적으로는, 내부 코어(220)는 이에 배치된 하나 이상의 약제학적 활성 제제

를 갖는 통상적인 수화겔, 겔, 페이스트 또는 다른 반고형물 투여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도 5 내지 10에서 도시되지 않았

으나, 내부 코어(220)는 대안적으로 하나 이상의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포함하는, 현탁액, 용액제, 분말제, 또는 이의 조합

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체예에서, 공막 표면(206)은 개구부(218) 없이 형성되며, 현탁액, 용액제, 분말제, 또는 이의 조

합물은 공막 표면(206)의 비교적 얇은 연장부 또는 내부 코어(220)의 아래쪽의 다른 막을 통하여 확산된다. 다른 대안으로

는, 장치(200)는 웰(216) 또는 내부 코어(220) 없이 형성될 수 있으며, 현탁액, 용액제, 분말제, 또는 이의 조합물의 형태인

약제학적 활성 제제는 장치(200)의 본체(202)를 통하여 분산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예에서, 약제학적 활성 제제는 본체

(202)를 통하여 목표 조직 내로 분산된다. 웰(216) 및 내부 코어(220)의 구조는 미국특허 제6,413,540호에 더욱 충분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본원에 참고문헌으로서 전체적으로 포함된다.

장치(200)의 기하학적 형태나 디멘션은 내부 코어(220)의 약제학적 활성 제제와 공막 표면(206) 아래쪽에 놓여진 조직 사

이의 전달을 극대화한다. 바람직하게는 공막 표면(206)은 물리적으로 공막(100)의 외부 표면과 접한다. 대안적으로는, 공

막 표면(206)은 공막(100)의 외부 표면에 근접하여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치(200)는 공막(100)의 외부 표면의 바

로 위쪽에 또는 공막(100)내의 층판내에 배치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체(202)는 생체적합성, 비-생분해성 물질을 포함한다.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본체(202)는 생체적합성,

비-생분해성 중합체 조성물을 포함한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상기 중합체 조성물은 실리콘을 포함한다. 물론, 상기 중합체

는 다공성, 굴곡비, 투과도, 강성률, 경도 및 평활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종

래 물질을 또한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본체(202)는 내부 코어(220)의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투과시키지 않는다. 본체

(202)에 적합한, 중합체 조성물 및 이의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종래 물질은 미국특허 제6,416,777호에 보다 충분

히 기술되어 있으며, 상기 문헌은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전체적으로 포함된다.

내부 코어(220)는 국소 전달에 적합한 임의의 안과용으로 허용되는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포함할 수 있다. 내부 코어(220)

에 적합한 약제학적 활성 제제의 예는 미국특허 제6,416,777호에 기술되어 있다. 한 바람직한 약제학적 활성 제제는

ARMD, CNV, 망막병증, 망막염, 포도막염, 황반 부종 및 녹내장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안구 후안부의 질병 또는

상태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항지혈제 스테로이드이다. 이러한 항지혈제 스테로이드는 미국특허 제5,679,666호 및 제

5,770,592호에 보다 더 완전하게 공지되었고 본원에 참고문헌으로 전체적으로 포함된다. 이러한 항지혈제 스테로이드의

바람직한 예는 4,9(11)-프레그나디엔-17α,21-디올-3,20-디온 및 4,9(11)-프레그나디엔-17α,21-디올-3,20-디온-

21-아세테이트를 포함한다. 또한, 내부 코어(220)는 약제학적 활성 제제로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항지혈제 스테로이드

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합을 위하여, 바람직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덱사메타손, 플루오로메탈론, 메드리

손, 베타메타손, 트리암시놀론,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 프레드니손, 프레드니솔론, 히드로코르티손, 리멕솔론, 및 이

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포함하며, 바람직한 항지혈제 스테로이드는 4,9(11)-프레그나디엔-17α,21-디올-3,20-

디온 및 4,9(11)-프레그나디엔-17α,21-디올-3,20-디온-21-아세테이트를 포함한다. 또한 내부 코어(220)는 활성 제제

또는 약물 코어의 안정성, 용해도, 투과도 또는 다른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종래의 비활성 부형제를 포함할 수 있다. 내

부 코어(220)가 타블렛인 경우, 충전제 및 윤활제와 같은, 타블렛팅(tableting)을 위해 필요한 종래 부형제를 추가로 포함

할 수 있다. 상기 타블렛은 종래 타블렛팅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약제학적 활성 제제는 타블렛

전체에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다. 종래 타블렛에 더하여, 내부 코어(220)는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방출하며 조절 율속으로

생분해되는 특수 타블렛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생분해는 가수분해 또는 효소분해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

내부 코어(220)가 수화겔 또는 다른 겔인 경우, 이러한 겔은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방출하며 조절 율속으로 생분해될 수 있

다. 대안적으로는, 이러한 겔은 비생분해성이나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확산시킬 수 있다.

장치(200)는 사출 성형, 압출 성형, 이송 성형, 압축 성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종래 중합체 가공 방법에 의해 만

들어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장치(200)는 종래 사출 성형 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된다. 바람직하게는, 내부 코어(220)는

장치(200)의 본체(202)를 형성한 후 웰(216)에 배치된다.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바람직하게는 장치(200)는 테논낭(101) 아래와 공막(100)의 외부 표면 바로 위에 외과적으로

배치되며, 황반(98) 위쪽의 공막(100) 구역 바로 위쪽에 웰(216) 및 내부 코어(220)을 가진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내부 코

어(220)는 황반(98)의 중심인 와(117) 위쪽의 공막(100)의 구역 바로 위쪽에 존재한다. 연장부(212)는 공막(100)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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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상과 하사근(107) 아래쪽에, 하사근(107)의 삽입물(109)에 근접하거나 접하게 배치된다. 장치(200)의 기하학적 형

태로 인해, 이러한 방식으로 하사근(107)에 연장부(212)의 고정은 자동적으로 황반(98) 및 와(117) 위에 내부 코어(220)

를 정위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사근(107)에 연장부(212)의 고정은 또한 삽입 후 장치(200)를 고정시키고 이의 이동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흡인컵(213)은 또한 공막(100)에 조심스럽게 적용되며, 삽입 후에 장치(200)를 고정시키고 이의

이동을 방지하는데 추가로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도 12a 내지 도 12e와 관련하여, 하기 기술은 외래환자 상황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도 11에 나

타낸 위치에 장치(200)를 삽입하는데 활용된다. 외과의사는 먼저 안구(90)의 1/4에서 주위결막절개를 수행한다. 바람직하

게는 외과의사는 안구(90) 테두리(115)에 대해 약 3mm 뒤쪽의 측두상의 1/4에서 결막절개를 수행한다. 이러한 절개를 수

행하자마자, 외과의사는 비절개박리를 수행하여 공막(100)으로부터 테논낭(101)을 분리한다. 가위 및 비절개박리를 사용

하여, 정면 터널이 공막(100)의 외부 표면 및 이후 외직근 위쪽 가장자리(306)(도 3 참조)를 따라 형성된다. 외직근(105)

및 이후 하사근(107)은 자미손 근 후크(300, 302)에 각각 걸리고, 도 1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작된다. 후크(300, 302)는

또한 근육(105,107)과 공막(100) 사이에 추가로 장치(200)에 대한 터널로 규정되는 연결 조직을 조심스럽게 끊기 위해 사

용된다. 후크(300)를 제거한 후, 외과의사는 도 1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누게트(Nuggett) 핀셋(304)으로 장치(200)를 잡

는다. 바람직하게는 연장부(212)는 본체(202) 아래쪽으로 접히고 이러한 위치에서 핀셋(304)으로 잡는다. 라인(214)을

따라 접힌 연장부(212)를 가지는 장치(200)의 사용은 장치(200)에 대해 요구되는 결막절개 및 터널의 크기를 최소화시킨

다. 대안적으로, 접히지 않는 연장부(212)를 가지는 장치(200)는 요망되는 경우, 사용될 수 있다. 외과의사는 공막(100)

및 원위 말단(210)과 접촉하는 공막 표면(206)을 제거하고, 도 12c 내지 12e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원 운동을

이용하여 터널에 장치(200)를 삽입한다. 외과의사는 접힌 연장부(212)가 외직근(105)의 이전 삽입물(111)을 이동시키는

경우, 핀셋(304)를 느슨하게 한다. 이러한 핀셋(304)을 느슨하게 함은 연장부(212)를 풀어주고 도 12d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접히지 않게 한다. 이후 외과의사는 도 12e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사근(107) 아래쪽에 연장부(212)를 걸때까지 터널

내에 일반적으로 원형 방식으로 장치(200)를 계속 이동시킨다. 바람직하게는 연장부(212)의 앞쪽 모시리(218)(도 5)는 하

사근(107)의 앞쪽 가장자리(도 3) 및/또는 삽입물(113)을 접촉시킨다. 접히지 않는 연장부(212)를 사용하는 경우, 연장부

(212)는 유사한 방식으로 하사근(107)의 앞쪽 가장자리(308) 아래쪽으로 간단히 이동된다. 도 12e에 나타내지 않았으나,

연장부(212)는 또한 하사근(107)의 후크(302)와 삽입물(113) 사이에 배치될 수 있다. 이후 외과의사는 후크(302)를 제거

한다. 이후 장치(200)는 도 11에 나타낸 위치에 배치된다. 외과의사는 핀셋(304)을 사용하여 근위 말단(208) 근처의 안구

표면(204)을 조심스럽게 가압하여, 흡인컵(213)을 공막(100)에 확보되도록 한다. 대안적으로, 외과의사는 핀셋(304)을

사용하여 근위 말단(208) 근처의 안구 표면(204)를 조심스럽게 가압하여 생접착 코팅(213) 또는 하나 이상의 날까로운 갈

퀴(213)의 부위를 공막(100)에 확보되도록 한다. 또다른 대안으로, 외과의사는 장치(200)의 근위 말단(208)을 공막(100)

에 봉합시킬 수 있다. 이후 외과의사는 테논낭(101) 및 결막(94)을 공막(100)에 봉합시키므로써 결막절개를 종료한다. 종

료한 후, 외과의사는 수술 상처 상에 항생제 연고의 스트립을 놓는다.

장치(200)의 본체(202)의 기하학적 형태는, 공막 표면(206)의 오목 부분; 연장부(212), 웰(216), 개구부(218), 내부 코어

(220)의 형태 및 위치; 흡인컵, 생접착 코팅 또는 날까로운 갈퀴(203)의 영역의 존재, 및 연장부(212)의 접히는 특성을 포

함하여, 모두 내부 코어(220)로부터 공막(100), 맥락막(99)을 통과하여, 망막(97)으로,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황반(98) 및

와(117)로 약제학적 활성 제제의 약제학적 유효량의 전달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내부 코어(220) 및 공막(100) 사이의 중

합체 층이나 막의 부재는 활성 제제의 망막(97)으로의 전달을 향상시키고 간편하게 한다.

장치(200)는 수년동안 약제학적 활성 제제의 약제학적 유효량을 망막(97)으로 전달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적용되는 약제

학적 활성 제제의 개개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중요한 물리화학적 특성은 소수성,

용해도, 용해율, 확산계수, 분배계수, 조직친화도를 포함한다. 내부 코어(220)에 활성 제제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후

에, 외과의사는 용이하게 장치(200)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사전-형성'된 터널은 구장치(200)를 신장치(200)로 교체하

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도 13 내지 도 15는 인간 안구 내에서 각각 본 발명의 제 2, 제 3 및 제 4의 바람직한 구체예에 따른 안구용 약물 전달 장치

(400, 500, 600)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장치(400, 500, 600) 각각은 장치의 본체가 안와 표면에서 볼 때, 상이한

기하학적 형태를 갖는 것을 제외하고 장치(200)의 구조, 작동 및 용도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수개의 장치는 장치(200)의

연장부(212) 이외에 상이한 외안근을 조절하도록 고안된 상이한 연장부를 갖는다.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바람직하게는 장치(400)는 바람직하게는 테논낭(101) 아래와 공막(100)의 외부 표면 바로 위

에 외과적으로 배치되며, 황반(98) 위쪽의 공막(100)의 구역 바로 위쪽에 웰(216) 및 내부 코어(220)를 가진다. 가장 바람

직하게는, 내부 코어(220)는 와(117)의 위쪽에 공막(100)의 구역 바로 위쪽에 존재한다. 장치(400)는 안와 표면(204)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사다리꼴 기하학적 형태를 갖는다. 장치(400)는 또한 외직근(105) 삽입물(111)의 상반 한계(408) 및 하

반 한계(410)를 조절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 1 연장부(404) 및 제 2 연장부(406)를 갖는다. 장치(400)의 기하학적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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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이러한 방식으로 외직근(105)의 삽입물(111)에 연장부(404, 406)의 고정은 황반(98) 및 와(117) 위쪽에 내부 코어

(220)을 자동적으로 위치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외직근(105)의 삽입물(111)에 연장부(404, 406)의 고정은 또한 삽입

후에 장치(400)를 고정시키고 이의 이동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도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바람직하게는 장치(500)는 테논낭(101) 아래, 공막(100)의 외부 표면 바로 위에 외과적으로 배

치되며, 황반(98) 위쪽의 공막(100)의 구역 바로 위쪽에 웰(216) 및 내부 코어(220)를 가진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내부 코

어(220)는 와(117) 위쪽의 공막(100)의 구역 바로 위쪽에 존재한다. 장치(500)는 안와 표면(204)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클럽(club) 모양 또는 아크(arc) 모양의 기하학적 형태를 가지며, 이는 상직근(103)의 삽입물(109)과 외직근(105)의 상반

하녜(502) 사이에 삽입을 용이하도록 고안된다.

도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바람직하게는 장치(600)는 테논낭(101) 아래, 공막(100)의 외부 표면 바로 위에 외과적으로 배

치되며, 황반(98) 위쪽의 공막(100)의 구역 바로 위쪽에 웰(216) 및 내부 코어(220)을 가진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내부 코

어(220)는 와(117) 위쪽의 공막(100)의 구역 바로 위쪽에 존재한다. 장치(600)는 안와 표면(204)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타원 또는 직사각형 기하학적 형태를 갖는다. 장치(600)는 또한 본체(602)로부터 연장하는 연장부(604)를 갖는다. 연장부

(604)는 공막(100)의 외부 표면 위, 상직근(103)의 아래에, 상직근(103)의 삽입물(109)에 근접하거나 접촉하도록 배치된

다. 장치(600)의 기하학적 형태로 인해, 이러한 방식으로 상직근(103) 삽입물(109)에 연장부(604)의 고정은 황반(98) 및

와(117) 위쪽에 내부 코어(220)을 자동적으로 위치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직근(103)의 삽입물(109)에 연장부(604)의

고정은 또한 삽입 후에 장치(600)를 고정시키고 이의 이동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상기로부터, 본 발명은, ARMD, CNV, 망막병증, 망막염, 포도막염, 황반 부종, 녹내장 및 신경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

양한 약제학적 활성 제제의 안구로의, 특히 안구 후안부로의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율속 조절의 국소 전달을 위한 개선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고 이해된다. 상기 장치를 삽입하기 위한 외과적 과정은 안전하고, 간단하고, 신속하고, 외래환자

에게 수행될 수 있다. 상기 장치는 제조하기 용이하고 경제적이다. 더우기, 다양한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장치는 환자에게 특이적 물리적 상태를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안과용 제제를 전달하기 위한 임상 연구에 유

용하다.

본 발명의 조작 및 구조는 상기로부터 자명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에 나타내거나 기술한 장치 및 방법은 바람직하

게 특징되고, 하기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된 발명의 정신 및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서 다양한 변화 및 개량이 이루

어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약제학적 활성 제제; 및 외안근을 조절하기 위한 연장부를 갖는 본체를 포함하며,

연장부가 외안근을 조절하도록 장치가 공막의 외부 표면 상에 배치되는 경우, 약제학적 활성 제제가 황반에 근접하게 배치

되는, 공막, 황반 및 외안근을 포함하는 안구용 약물 전달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연장부가 외안근을 조절하도록 장치가 공막의 외부 표면 상에 배치되는 경우, 약제학적 활성 제제가 황

반 위쪽에 배치되는 약물 전달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외안근이 하사근인 약물 전달 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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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외안근이 외직근인 약물 전달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외안근이 상직근인 약물 전달 장치.

청구항 6.

약제학적 활성 제제; 외안근을 조절하기 위한 연장부를 갖는 본체를 포함하며;

연장부가 외안근을 조절하도록 장치가 공막의 외부 표면 상에 배치되는 경우, 연장부가 장치를 고정시키고 이의 이동을 방

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막 및 외안근을 포함하는 안구용 약물 전달 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외안근이 하사근인 약물 전달 장치.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외안근이 외직근인 약물 전달 장치.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외안근이 상직근인 약물 전달 장치.

청구항 10.

약제학적 활성 제제; 및 외안근을 조절하기 위한 연장부를 갖는 본체를 포함하며,

연장부가 외안근을 조절하기 위해 제 1의 위치에서 본체로부터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부가 장치의 삽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 2의 위치에서 본체의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접힐 수 있는, 외안근을 포함하는 안구용 약물 전달 장치.

청구항 11.

약제학적 활성 제제; 및

공막과 공막 표면 상에 배치된 고정 구조물을 접촉시키기 위한 공막 표면을 갖는 본체를 포함하는, 공막을 포함하는 안구

용 약물 전달 장치.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고정 구조물이 흡인컵(suction cup)인 약물 전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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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고정 구조물이 생접착 코팅인 약물 전달 장치.

청구항 14.

제 11항에 있어서, 고정 구조물이 날카로운 갈퀴(prong)를 포함하는 영역인 약물 전달 장치.

청구항 15.

공막 표면; 공막 표면에 개구부를 가지는 웰; 및 공막의 외부 표면 상에, 상직근과 외직근 사이에, 외직근 아래쪽에, 황반에

근접하게 배치된 웰을 가지는 장치의 삽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하학적 형태를 구비한 본체; 및,

웰에 배치되고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포함하는 내부 코어를 포함하는, 공막, 황반, 상직근 및 하직근을 포함하는 안구용 약

물 전달 장치.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내부 코어가 타블렛(tablet)인 약물 전달 장치.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안구가 테논낭(Tenon's capsule)을 포함하고, 기하학적 형태가 테논낭 아래쪽에 장치의 삽입을 용이하

게 하는 약물 전달 장치.

청구항 18.

제 15항에 있어서, 기하학적 형태가 황반 위쪽에 배치된 웰을 가지는 장치의 삽입을 용이하게 하는 약물 전달 장치.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황반이 와(fovea)를 포함하고, 기하학적 형태가 와 위쪽에 배치된 웰을 가지는 장치의 삽입을 용이하게

하는 약물 전달 장치.

청구항 20.

제 15항에 있어서, 본체가 안와 표면을 포함하고, 기하학적 형태가, 공막 표면 또는 안와 표면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클럽

(club) 모양의 기하학적 형태인 약물 전달 장치.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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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항에 있어서, 본체가 안와 표면을 포함하고, 기하학적 형태가, 공막 표면 또는 안와 표면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아크

(arc) 모양의 기하학적 형태인 약물 전달 장치.

청구항 22.

제 15항에 있어서, 공막 표면이 공막과 용이하게 접촉하는 곡률 반경을 갖는 약물 전달 장치.

청구항 23.

약제학적 제제, 및 황반에 근접하게 배치된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지니며 공막의 외부 표면 상에, 상직근과 외직근 사이에,

외직근 아래쪽에 장치의 삽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하학적 형태를 갖는 본체를 포함하는 약물 전달 장치를 제공하는 단계;

및

황반에 근접하게 배치된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지니며 공막의 외부 표면 상에, 상직근과 외직근 사이에, 외직근 아래쪽에

장치를 배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공막, 황반, 상직근, 및 외직근을 포함하는 안구에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전달하는 방

법.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안구가 테논낭을 포함하고, 배치 단계가 테논낭의 아래쪽에 장치를 배치시킴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23항에 있어서, 배치 단계가 황반 위쪽에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배치시킴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배치 단계가 와 위쪽에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배치시킴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3항에 있어서, 본체가 공막 표면 및 안와 표면을 포함하고, 공막 표면 또는 안와 표면에서 볼 때 기하학적 형태가 대체

적으로 클럽 모양의 기하학적 형태인 방법.

청구항 28.

제 23항에 있어서, 본체가 공막 표면 및 안와 표면을 포함하고, 공막 표면 또는 안와 표면에서 볼 때 기하학적 형태가 대체

적으로 아크 모양의 기하학적 형태인 방법.

청구항 29.

제 23항에 있어서, 장치가 약제학적 활성 제제를 포함하는 내부 코어를 포함하고, 본체가 공막 표면, 및 내부 코어를 수여

하기 위한 공막 표면에 개구부를 갖는 웰을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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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내부 코어가 타블렛인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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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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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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