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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지혈 조성물, 그 조성물의

제조 방법 및 이러한 조성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특히 상기 지혈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110-200℃의 온도에서 건조 가

열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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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히알루론산(HA)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하는 지혈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무수(water-free) 조성물 총 중량에 대해 HA 또는 그 유도체를 최소한 0.5%(w/w), 또는

HA 또는 그 유도체를 최소한 1%(w/w), 또는 HA 또는 그 유도체를 최소한 2%(w/w), 또는 HA 또는 그 유도체를 최소한

3%(w/w), 또는 HA 또는 그 유도체를 최소한 5%(w/w), 또는 HA 또는 그 유도체를 최소한 7%(w/w), 또는 HA 또는 그

유도체를 최소한 8%(w/w), 또는 HA 또는 그 유도체를 최소한 10%(w/w), 또는 HA 또는 그 유도체를 최소한 15%(w/w),

예를 들면 HA 또는 그 유도체를 최소한 20%(w/w), 예컨대 HA 또는 그 유도체를 최소한 25%(w/w)를 포함하는, 바람직

하게는 HA 또는 그 유도체를 최소한 30%(w/w), 예를 들면 HA 또는 그 유도체를 최소한 35%(w/w), 예컨대 최소한 HA

또는 그 유도체를 40%(w/w) 포함하는 것인 지혈 조성물.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HA 유도체는 HA의 염 또는 에스테르인 것인 지혈 조성물.

청구항 4.

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은 젤라틴, 콜라겐, 키틴, 키토산, 알기네이트, 셀

룰로오스, 예를 들면 산화 셀룰로오스, 산화 재생 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MC) 또는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

스(HEC), 폴리글리콜산, 폴리아세트산, 그 유도체 및 혼합물로 구성되는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것인 지혈 조성물.

청구항 5.

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상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을 99%(w/w) 이하, 예를 들면 상

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을 95%(w/w) 이하, 또는 상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을 90%(w/w) 이하, 또는 상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을 85%(w/w) 이하, 예를 들면 상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을 80%(w/w) 이하, 예컨대

상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을 75%(w/w) 이하로 포함하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을 70%

(w/w) 이하, 예를 들면 상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을 65%(w/w) 이하, 또는 상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을

60%(w/w) 이하로 포함하는 것인 지혈 조성물.

청구항 6.

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트롬빈 또는 그 전구체, 인자 Va, 인자 VIIa, 인자 VIIIa, 인자 IXa, 인자 Xa, 인자

XIa, 인자 XIIa, 인자 XIIIa 및 칼슘 이온들로 구성되는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혈액 응고 인자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는 것인

지혈 조성물.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아미노산, 단당류, 이당류 또는 다당류, 폴리글리콜, 단백질 및 그 혼합물로 구성되

는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트롬빈안정화제(thrombin-stabilising agent)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는 것인 지혈 조성물.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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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아프로티닌, 펩스타틴, 류펩틴, 안티페인, 키모스타틴, 메실산가벡세이트, 피브로

넥틴, ε-아미노 카프로산 및 트라넥삼산(tranexamic acid)으로 구성되는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피브린분해방지제(anti-

fibrinolytic agent)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는 것인 지혈 조성물.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스펀지의 형태인 지혈 조성물.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스펀지는 예를 들면 Surgifoam®과 같은 흡수되는 젤라틴 스펀지보다 물을 덜 흡수하는 것인 지혈

스펀지.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하나의 항의 지혈 스펀지에 의해 흡수된 물과 예를 들면 Surgifoam®과 같은

흡수되는 젤라틴 스펀지에 의해 흡수된 물 사이의 비율은 USP 24에 따라 측정시 최대 0.95인 것인 지혈 스펀지.

청구항 12.

제9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HA 또는 그 유도체는 상기 스펀지내에 결합된(incorporated) 것인

지혈 스펀지.

청구항 13.

제9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HA 또는 그 유도체는 스펀지의 하나 이상의 표면에 도포된(applied)

것인 지혈 스펀지.

청구항 14.

제9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지혈 스펀지의 하나 이상의 표면은 탑 시트(top sheet)에 의해 씌워

진 것인 지혈 스펀지.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탑 시트는 제거가능한 것인 지혈 스펀지.

청구항 16.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분말 또는 박편들의 형태인 것인 지혈 조성물.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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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이 건조한 것인 지혈 조성물.

청구항 18.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물을 포함한 페이스트(paste)인 것인 지혈 조성물.

청구항 19.

의학적, 수의학적 또는 치과적 수술시 지혈 보조제로서의 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의 지혈 조성물 또는 스펀지의 용도.

청구항 20.

의학적, 수의학적 또는 치과적 수술에 사용되기 위한 지혈 보조제의 제조를 위한 제1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하나의 항의

지혈 조성물 또는 스펀지의 용도.

청구항 21.

물질(agent)의 운반을 위한 수송수단으로서의 제1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하나의 항의 조성물 또는 스펀지의 용도.

청구항 22.

제1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하나의 항의 지혈 조성물 또는 스펀지를 출혈 부위에 도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출혈

을 정지시키기 위한 방법.

청구항 23.

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 및 용매를 혼합하는 단계

ⅱ) 단계 ⅰ)에서 얻어진 혼합물을 110-200℃ 사이의 온도에서 건조 가열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지혈 조

성물의 제조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한 방법은 단계 ⅰ)에서 얻어진 혼합물을 단계 ⅱ)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건조시키는 단계를 더 포

함하여 이루어지는 방법.

청구항 25.

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의 스펀지를 110-200℃사이에서 건조 가열 처리하는 단계

ⅱ) 단계 ⅰ)에서 얻어진 스펀지를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 속에 침지시키는(soaking)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제9

항의 지혈 스펀지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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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단계 ⅱ)에서 얻어진 스펀지를 건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방법.

청구항 27.

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 및 용매를 혼합하는 단계; 및

ⅱ) 상기 혼합물을 건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제12항의 지혈 스펀지의 제조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단계 ⅱ)에서 얻어진 혼합물을 안정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방법.

청구항 29.

제23항 내지 제28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 및 용매의 혼

합 단계는 다음의 대안들 중의 하나에 의해서도 수행되어 질 수 있는 것인 방법:

a)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을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와 혼합한 다음 이어서 용매를 첨가하는 단계

b)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의 용액을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의 용액과 혼합하는 단계

c)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을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의 용액과 혼합하는 단계

d)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의 용액을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와 혼합하는 단계.

청구항 30.

제23항 내지 제29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 단계는 휘핑(whipping), 교반(stirring), 회전시키기

(spinning), 정적 혼합(static mixing), 정지 혼합(motionless mixing) 또는 원심분리(centrifugation)와 같은 기계적 작용

하에서 수행되어 지는 것인 방법.

청구항 31.

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을 포함하는 스펀지의 준비 단계;

ⅱ) HA 또는 그 유도체의 용액의 준비 단계;

ⅲ) 상기 HA 또는 그 유도체의 용액을 상기 스펀지의 하나 이상의 표면에 도포하는 단계; 및

ⅳ) 그 결과로 얻어진 스펀지를 건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제13항의 지혈 스펀지의 제조 방법.

청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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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ⅰ),ⅲ) 및/또는 ⅳ) 단계 중 하나 이상의 단계에 이어서 스펀지를 안정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방법.

청구항 33.

제28항 및 제32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안정화 단계는 상기 혼합물 또는 스펀지를 110-200℃ 사이의 온도에

서 건조 가열 처리하거나 또는 상기 혼합물 또는 스펀지를 화학적으로 교차결합시킬 수 있는 화합물로 처리하는 것을 포함

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4.

제23항 내지 제3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그 혼합물 또는 스펀지의 멸균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방법.

청구항 35.

제23항 내지 제34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은 젤라틴, 콜라겐, 키틴, 키토산, 알기네이

트, 셀룰로오스, 산화 셀룰로오스, 산화 재생 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MC),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EC)

, 폴리글리콜산, 폴리아세트산, 그의 유도체 및 혼합물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된 것인 방법.

청구항 36.

제23항 내지 제3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HA 또는 그 유도체의 용액은 젤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7.

제24항 또는 제26항 내지 제36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 단계는 약 20℃ 내지 약 40℃, 예컨대 약 30℃의

온도에서 수행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8.

제24항 또는 제26항 내지 제37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 단계는 약 6시간 내지 약 24시간, 예컨대 약 16

시간 동안 수행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9.

제24항 또는 제26항 내지 제36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 단계는 동결 건조 방법으로 수행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40.

제23항, 제24항, 제29항, 제30항 및 제34항 내지 제39항 중 어느 하나의 항의 방법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지혈 조성물.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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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바람직하게는 젤라틴(gelatine),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또는 그들의 유도

체를 포함하는 지혈 조성물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기술되는 지혈 조성물들은 전통적인 조성물들에 비해 더 우수한 지혈

능력을 갖는다.

배경기술

외과적인 시술들을 포함하는 신체적 외상들에 의해 혈관이 다쳤을 때 출혈이 일어난다. 손상 정도에 따라 출혈은 개체 정

상적인 신체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혈액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뼈의 비확장성 강(腔)에서 출혈이 일어나

는 경우에는 혈관 외로 흘러나오는 혈액이 축적되어 연질조직에 압력의 증가에 기인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만약 출혈이

방치될 경우, 혈관, 혈소판 및 혈장 인자들간의 복합적인 연쇄작용으로 특징지어지는 일반적인 생리학적 과정에 의해 출혈

은 최종적으로 멈추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생리학적 지혈이라고 하며, 여기서는 아래에 설명되는 혈액의 응고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가벼운 표면 출혈의 경우에는 이러한 생리학적 지혈은 출혈을 멈추는데 충분하다.

혈액 응고는 다음과 같은 단계들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혈장 세린(serine) 단백질분해효소인 트롬빈(thrombin)의 전구체인 프로트롬빈(prothrombin)의 활성화제(activator)

의 형성. 프로트롬빈 활성화제는 효소 인자(factor) Xa와 두 개의 보조인자(cofactor) 즉, 인자 Va와 응고촉진

(procoagulant) 인지질과의 복합체로서, 이들 두 가지 인자는 모두 활성화된 혈소판의 표면에 존재한다. 게다가 활성화제

의 기능을 위해 칼슘이온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위에서 설명한 활성화제 시스템에 의한 프로트롬빈의 2개의 절편으로 분할. 그 중의 하나가 효소 트롬빈이다.

(3) 혈장의 전구체 피브리노겐(fibrinogen)의 트롬빈에 의한 응고 물질 피브린(fibrin)으로의 전환. 이 과정은 몇 가지 단계

로 이루어지는데, 그 첫 단계에서는 피브리노겐으로부터 절단된 작은 펩티드들의 절편들이 모여서 피브린 단량체들이 형

성되고, 이 단량체들이 중합하여 불용성의 피브린 중합체들이 형성된다. 마지막 과정에서 트롬빈은 피브린 분자들 사이에

공유결합의 형성을 촉매화하는 효소인 혈장 인자 XIII를 활성화하는바, 그에 의하여 분자들이 교차결합되어 분해 내성을

갖는 단단한 응괴(clot)가 형성된다.

프로트롬빈 활성화제 시스템의 형성과 관련된 위의 과정(1)에서는 몇몇 혈장 단백질분해효소(protease)들이 단백질분해

현상의 일련의 단계적 반응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혈액 응고 인자들은 현재 인자 VII, 인자 VIII, 인자 IX, 인자 XI 및 인

자 XII와 같이 로마숫자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다. 그 일련의 단계적 반응은 일련의 단계에서의 다음번 효소의 순차적인

단백질분해기능의 활성화와 연관된다. 그래서 활성화된 혈액 응고 인자들은 인자 VIIa, 인자 VIIIa, 인자 XIIIa 또는 인자

IXa 와 같이 그들의 로마숫자 다음에 "a"를 붙이는 것으로 호칭 된다.

그러나 출혈이 보다 심각한 부상으로부터 생겨나는 경우, 특히 그러한 부상들이 대형 동맥과 연관이 있거나, 더 큰 점막 표

면으로부터 혈액 유출이 일어나는 경우, 또는 배출구가 없는 강(腔)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외과적 및/또는 내과적 지혈 수

단의 채택이 요구된다. 외과적 출혈 억지는 파열된 혈관의 결찰 또는 봉합, 강(腔)의 경우 면구를 이용한 충전, 가열된 기

구, 부식제의 응용 또는 가열된 공기에 의한 파열된 혈관이 노출된 조직 표면의 응혈을 들 수 있다. 적절한 크기의 블록, 판

및 필름으로 된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지혈 스펀지들을 이용하여 상처부위에 도포(application)하여 외과적 지혈을 보조

할 수도 있다. 도포 전 보통 적셔서 페이스트(paste) 형태로 사용되는 가루 또는 박편들 또한 사용되어 진다.

본 발명에서 "스펀지(sponge)"는 다공성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기 구조는 망상 형태이며, 그 외부 표면보다 내부 표

면이 훨씬 넓은, 다시 말해 상기 망상구조 속에 속이 빈 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액체를 자체 무게의 몇 배나 흡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지혈 스펀지 또는 조성물들은 큰 복부 장기들(간, 지라 또는 소장들)의 수술; 폐 수술; 뇌 또는 신경조직에서의 압력

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정신외과적 수술; 다른 수단으로 억지하기가 어렵고 자주 발생하는 광범위한 출혈이 있는 정형

외과적 수술; 봉합자리에서부터 스며나오는 출혈을 막기 위한 혈관수술; 발치와 같은 구강 또는 치과 수술; 및 코피(비출

혈)와 같은 외과적 시술 또는 다른 부상들의 몇몇 경우에서 출혈의 억지를 증진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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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펀지의 지혈 효과(또는 작용의 방식)는 스펀지의 다공성과 스펀지의 혈액 흡수 능력에 연관되어있다. 기존의 젤라틴 스

펀지는 출혈부위에 부착시 그 자체의 무게의 약 45배를 흡수한다. 전통적인 젤라틴 스펀지는 다공성이 균일하여 혈소판이

포획되고, 일련의 응혈 연쇄단계가 활성화되어 가용성 피브리노겐이 출혈을 멈추게 하는 불용성 피브린 망으로 변환된다.

그래서 기존의 젤라틴 스펀지의 작용 방식을 위해서는 우수한 흡수능이 필수적이라고 믿어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혈제로서 작용하기 위한 기존의 젤라틴 스펀지의 능력은 그것의 흡수능력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스펀지의 용적이 불가피하게 증가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스펀지가 지시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펀지의 팽창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 사용을 위한 지침서에는 아래의 문구가 포함된다. "체내강 또는 밀폐된 조직 공간

에 사용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사전 압축을 해야하며, 과충전 방비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 젤라틴 스펀지 제품

은 액체 흡수시 본래 크기로 팽창하여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부작용이 발생해 왔고, FDA 뿐만

아니라 영국의료장치관리국(UK Medical Device Agency)에서도 기존의 스펀지들의 이러한 결점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

울여 왔다.

그에 따라서, 충분한 혈액 억지(지혈) 효과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지혈 스펀지에 비해서 훨씬 적은 범위로 팽창되는 지혈 스

펀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스펀지는 보다 안전한 제품임에 틀림없다.

본 발명은 향상된 특성들을 가진 지혈 조성물과 상기 조성물을 생산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놀랍게도 본 발명의 지혈 조성물이 출혈 억지에 있어 Surgifoam®, Surgifoam® 분말 또는

Gelfoam® 분말 등과 같은 기존 조성물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 즉, 본 발명 조성물의 지혈 특성이 기존의 조성물에 비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히알루론산(HA) 또는 그 유도체를 지혈 조성물에 포함시켜 위에 언급된 팽창의 문제점을 해

결하였다.

놀랍게도, 본 발명에 의하면 지혈 스펀지의 팽창이 Surgifoam®과 같은 기존의 스펀지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발명에 설명된 지혈 스펀지는 기존의 스펀지에 비해 더 안전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위에 언급한 특성들, 즉 팽창경향의 감소와 향상된 지혈 능력들은 HA 또는 그 유도체들의 존재에 기인한다. HA 및 그 유

도체들은 예컨대 Laurent 외(外), Am J Otolarngol; 7:181-186, 1986;US 6,548,081; US 6,099,952; US 5,503,848;

US 5,700,476; EP 1 022 031 A1; WO 94/17840에서 설명되어 진 것처럼 항유착성을(anti-adhesive properties)을 스

펀지에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물에 향상된 지혈 특성을 부여한다는 것과 스펀지의 팽창 능

력을 감소시킨다는 놀라운 효과는 전술한 종래 기술 문서 중 어디에서도 설명되어있지 않았다.

요약하면, 본 발명의 지혈 조성물들 및 특히 지혈 스펀지는 기존제품 및 시판되는 조성물과 스펀지들에 비해서 다음을 비

롯한 수많은 유리한 점들을 가진다:

ⅰ) 팽창성 감소에 따른 사용하기에 더 안전한 스펀지의 제공,

ⅱ) 지혈능력 향상, 및

ⅲ) 항유착성(anti-adhesive properties) 향상에 따른, 조직의 수술 후 유착의 감소.

본 발명의 개요

첫 번째 측면에서, 본 발명은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히알루론산(HA) 또는 그 유도체가 포함된 지혈 스펀지에 관

한 것이다.

두 번째 측면에서, 본 발명은 다음의 단계들을 포함하는 지혈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 및 용매의 혼합단계

ⅱ) ⅰ)단계에서 얻어진 혼합물을 110-200℃ 사이의 온도에서 건조 가열 처리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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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측면에서, 본 발명은 상기 방법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들은 본 발명 지혈 조성물의 의학적 용도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제조 방법들과 관련된다. 이러한 측면

과 여타의 측면들은 아래의 개시내용과 청구항으로부터 명백히 이해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지혈 조성물의 일반적인 효과는 생리학적 혈액 응고 과정을 증진시킴으로써, 혈관이 벌어진 때부터 단단한 응혈이 형성되

어 질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지혈 시간(the time to haemostasis)"이라고 지

칭된다. 본 명세서에서는 "지혈(haemostatic)"이라는 용어는 지혈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지혈을 촉진시켜 주는 물질 또

는 제제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져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본 발명은 최광의로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히알루론산(HA)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하는

지혈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는 본 발명은 다음의 단계들을 포함하는 지혈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지혈 조성물

과 관련이 있다:

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 및 용매를 혼합하는 단계

ⅱ) ⅰ)단계에서 얻어진 혼합물을 110-200℃ 사이의 온도에서 건조 가열 처리하는 단계.

이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본 발명의 특별한 구체예에서는, 상기 조성물은 스펀지의 형태일 수 있다, 즉 지혈 조성물이 스펀지일 수 있으며, 여기서 "

스펀지(sponge)"는 다공성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기 구조는 망상 형태이며, 그 외부 표면보다 내부 표면이 훨씬 넓은,

다시 말해 상기 망상 구조 속에 속이 빈 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액체를 자체 무게의 몇 배나 흡수할 수 있다는 특징

을 갖는다.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은 스펀지, 분말 또는 박편들로 제작되는데 적합하고 또한 동시에 생물학적으로 흡수될 수 있

는 것이면 어떤 물질이든 무방하다. 적당한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의 예로는 젤라틴(gelatine), 콜라겐(collagen), 키

틴(chitin), 키토산(chitosan), 알기네이트(alginate), 셀룰로오스(cellulose), 예컨대 산화 셀룰로오스(oxidised cellulose)

, 산화 재생 셀룰로오스(oxidised regenerated cellulose),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rboxymethylcellulose)(CMC) 또

는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ydroxyethylcellulose)(HEC), 폴리글리콜산(polyglycolic acid), 폴리아세트산(polyacetic

acid), 이의 유도체 및 혼합물들을 들 수 있다. 선형 또는 교차 결합 형태, 염, 에스테르 등과 같은 이들의 다양한 형태들 역

시 본 발명의 지혈 스펀지에 포함되는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일 구체예에서 생물학적으로 흡수

되는 물질은 고체일 수 있다. 여기서 "고체"라는 말은 화합물의 열역학적 상태를 말한다.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biologically absorbable)"이라는 용어는 본 명세서에서 상기 지혈 조성물을 구성하는 물질이 혈

류 내로 이동되어 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분자들로 분해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전술한 분해 및 흡수에 의

해 상기 스펀지 물질들은 그 사용 부위로부터 점차 제거되어 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젤라틴은 단백질분해 조직 효소들에 의

해, 흡수되는 작은 분자들로 분해될 수 있다. 따라서, 젤라틴 스펀지가 조직의 내부에 사용된 때는 대체로 약 3-6주 내에

흡수되며, 출혈 표면 및 점막상에 사용된 때에는 일반적으로 3-5일 내에 흡수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생물학적 흡수되는 물질은 젤라틴이다. 젤라틴은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정도가 매우 높

기 때문에 선호된다. 더욱이 젤라틴은 생체적합성(biocompatible)이 높은데, 이는 혈류 속으로 들어가거나 인간의 조직에

오랜 기간 접촉되어 졌을 때 인간과 같은 동물에게 있어 비독성(non-toxic)임을 의미한다.

젤라틴은 전형적으로 돼지로부터 유래 되지만 소과 동물 또는 어류와 같은 다른 동물원으로부터 유래 될 수도 있다. 젤라

틴은 또한 합성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유전자 재조합 수단에 의한 합성을 예로 들 수 있다. 흥미있는 구체예로서 젤

라틴은 콜라겐(collagen)의 변성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전형적으로 젤라틴은 산, 염기, 용매, 알데히드, 요소 또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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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실 황산 나트륨(sodium dodecyl sulphate) 및 염산 구아니딘(guanidine hydrochloride)과 같은 계면활성제들을 사용

한 화학적 처리에 의한 콜라겐의 변성에 의한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다. 위에서 언급한 변성 절차에 의하면, 콜라겐 분자의

특질들이 변화되고 그에 따라 수용성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더욱이 젤라틴은 안정화되어 질 수 있다. 이는 스펀지를 지혈제로 사용할 경우 유리한 것으로 고려된다. 젖은 상태에서는

분해되어 붕괴 되고마는 안정화되지 않은 젤라틴 구조에 비해, 안정화된 젤라틴 구조의 기계적 강도는 대폭 증가한다. 안

정화된 젤라틴 스펀지는 출혈부위에 사용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의 구조를 유지한다. 그러한 스펀지들의 안정화 방

법들은 아래 문단에서 설명할 화학적 가교제(cross-linking agent) 또는 건조 가열 처리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콜라겐의 변성에 의해 만들어진 젤라틴이 특히 적절하기는 하지만, 지혈 목적으로 현재 사용되어 지는 다른

생분해가능한 물질들, 즉 콜라겐(collagen), 키틴(chitin), 키토산(chitosan), 알기네이트(alginate), 셀룰로오스

(cellulose), 예컨대 산화 세룰로오스(oxidised cellulose), 산화 재생 셀룰로오스(regenerated oxidised cellulose), 카르

복시메틸셀룰로오스(carboxymethylcellulose)(CMC) 또는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ydroxyethylcellulose)(HEC), 폴

리글리콜산(polyglycolic acid), 폴리아세트산(polyacetic acid), 그의 유도체 및 혼합물들 역시 이들의 고유형태 또는 구

조적으로 변형된 형태도 본 발명의 개념 및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하였다시피, 본 발명의 지혈 스펀지들의 유리한 특성들은 스펀지 속에 HA 또는 그 유도체들이 존재하는 것에

기인한다. HA 또는 그 유도체들의 또 다른 고유한 유리한 점은 뛰어난 생물학적 피흡수성과 그 분자의 생체적합성이다.

HA는 D-글루쿠론산(D-glucuronic acid)과 N-아세틸-D-글루코스아민(N-acetyl-D-glucosamine)의 교대 잔기로 이루

어진 천연의 이종다당류(heteropolysaccharide)이다. 이것은 원료와 제조방법에 따라 분자량이 약 50 내지 13,000 kDa

의 범위에 속하는 선형 폴리머이다.

HA는 세포주위의 젤(pericellular gels), 척추 동물에서의 연결 조직의 기초 물질(HA가 그 주요성분 중의 하나이다.), 관

절들의 윤활액, 유리체액 및 탯줄 안에서 천연으로 존재한다. HA는 생물학적 유기체 내에서 피부, 힘줄, 근육, 연골과 같은

많은 조직에서 세포를 위한 물리적 지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세포외바탕질(extracellular matrix)의

주된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이는 조직의 수화, 세포이동뿐만 아니라 윤활 및 분화와 같은 다른 기능을 가진다. 본 발명에

설명된 목적을 위한 적절한 분자량은 50 내지 5,000 kDa 범위, 예컨대 50 내지 4,000 kDa 범위, 예컨대 100 내지 3,000

kDa 범위이다.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구체예는 HA 또는 그 유도체가 250 내지 3,500 kDa 범위의 분자량을 가진 것이

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500 내지 2,500 kDa 범위, 예컨대 500 내지 2,000kDa 범위의 분자량을 갖는 것이다.

임의로, HA 분자는 예를 들어 화학적 또는 물리적 수단에 의해 교차 결합 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사

용된 HA는 pH가 중성이다. 즉, 사용 HA 수용액의 pH가 5 내지 9의 범위, 바람직하게는 6 내지 8의 범위, 예를 들면 6.5

내지 7.5의 범위, 특히 7인 것이 좋다. 본 발명에서 사용된 HA는 예를 들면 수탉의 볏과 같이 어떠한 공급원으로부터 추출

된 것이든 무방하다. 또는 HA는 발효에 의해 얻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HA의 유도체들은 US 5,356,883; US 6,548,081; US 4,851,521; US 6,027,741; US 2003 181689; EP 1

095 064; EP 0 341 745; WO 02/18450 및 WO 2004/035629에서 기술된 유도체들은 물론이고 HA의 에스테르도 포함

된다. 더불어 "유도체(derivative)"라는 용어는 히알루론산 염도 포괄하는 것으로, 여기서 히알루론산 염으로 히알루론산

나트륨, 히알루론산 칼륨, 히알루론산 마그네슘 및 히알루론산 칼슘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HA 유도체들의 특별한 예들은 아래의 HA 유도체들을 포함한다:

유기 및/또는 무기 염기들에 의해 염화된(salified) HA,

Hyaff®, 즉 지방족(aliphatic), 방향지방족(araliphatic), 고리형지방족(cycloaliphatic), 방향족(aromatic), 고리형(cyclic)

및 헤테로고리형(heterocyclic) 알코올을 가진 HA 에스테르로서, 그 에스테르화도는 사용된 알코올의 유형과 길이에 따

라 달라진다.

Hyadd®, 즉 지방족(aliphatic), 방향지방족(araliphatic), 고리형지방족(cycloaliphatic), 방향족(aromatic), 고리형

(cyclic) 및 헤테로고리형(heterocyclic) 아민을 가진 HA 아미드로서 , 그 아미드화도는 사용된 아민의 유형과 길이에 따

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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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xx®, 즉 N-아세틸-D-글루코사민 단위(N-acetyl-D-glucosamin unit)의 첫 번째 히드록시기의 산화에 의해 얻어지

는 퍼카르복실화(percarboxylated)된 HA 유도체들,

HA의 탈아세틸화 유도체들, 즉 N-아세틸-D-글루코사민 단위(N-acetyl-D-glucosamin unit)의 탈아세틸화

(deacetylation)로부터 유도된 것들, 및

O-황산화(O-sulphated)된 HA 유도체들.

특히 본 발명의 지혈 조성물은 "무수(water-free)" 조성의 총 무게를 기초로 하여 계산했을 때 HA 또는 그 유도체를 최소

한 0.5% (w/w) 포함할 수 있며, 또는 최소한 1% (w/w)의 HA 또는 그 유도체, 또는 최소한 2% (w/w)의 HA 또는 그 유도

체, 또는 최소한 3% (w/w)의 HA 또는 그 유도체, 또는 최소한 5% (w/w)의 HA 또는 그 유도체, 또는 최소한 7% (w/w)의

HA 또는 그 유도체, 또는 최소한 8% (w/w)의 HA 또는 그 유도체, 또는 최소한 10% (w/w)의 HA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흥미있는 구체예에서는 본 발명의 지혈 조성물이 최소한 15% (w/w)의 HA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

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최소한 20% (w/w)의 HA 또는 그 유도체, 예컨대 최소한 25% (w/w)의 HA 또는 그 유도체, 바람

직하게 최소한 30% (w/w)의 HA 또는 그 유도체, 예를 들어 최소한 35% (w/w)의 HA 또는 그 유도체, 예컨대 최소한

40% (w/w)의 HA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할 수 있다.

유사하게, 본 발명의 지혈 스펀지에는 전형적으로 상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이 최대 99.5% (w/w)가 포함되며, 예

를 들어 상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이 최대 99% (w/w), 또는 상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이 최대 95% (w/w)

, 또는 상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이 최대 90% (w/w), 또는 상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이 최대 85% (w/w),

예를 들면 상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이 최대 80% (w/w), 예컨대 상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이 최대 75%

(w/w), 바람직하게는 상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이 최대 70% (w/w), 예를 들면 상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이 최대 65% (w/w), 예컨대 상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이 최대 60% (w/w)가 포함된다.

그러나,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스펀지에 만족할만한 기계적 및 구조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생

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이 그 스펀지 내에 존재해야 한다. 즉, HA 또는 그 유도체의 양은 너무 높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

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는 본 발명 스펀지는 HA 또는 그 유도체를 최대 90% (w/w), 예를 들면 HA 또

는 그 유도체를 최대 80% (w/w), 예컨대 HA 또는 그 유도체를 최대 70% (w/w)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HA 또는 그 유

도체를 최대 65% (w/w), 예를 들면 HA 또는 그 유도체를 최대 60% (w/w), 예컨대 HA 또는 그 유도체를 최대 55% (w/

w), 특히 HA 또는 그 유도체를 최대 50% (w/w)의 양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다.

몇몇 화합물들의 경우 그 화합물이 "건조(dry)"하고 고체인 것으로 간주되어 질 때에도 물 분자들이 그 화합물에 결합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본 발명의 명세서에서 "무수(water-free)"라는 용어는 잔류한 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물이 부재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무수(water-free)"라는 용어를 사용될 때, 심지어 화합물에 결합 되어

있는 물 분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된 것처럼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수 화합물(water-

free compound)"라는 용어는 결합 된 물 분자를 포함한 어떠한 물 분자도 없는 화합물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지혈 스펀

지의 경우, 잔류수가 대략 10% (w/w)까지 스펀지 내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잔류수는 스펀지의 총 중량의 부분

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것은 스펀지가 어떤 화합물(HA, 그 유도체 또는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을 특정의 무게 퍼

센트로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여질 때, 이 중량비에는 스펀지의 무수(water-free) 총 무게를 기초로 하여 계산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결합 되어 있는 물과 같은 어떠한 물도 제거된 스펀지의 총 무게를 기초로 한 것

이다.

본 발명의 하나의 구체예에서 지혈 스펀지는 건조하다. 이 문맥에서 "건조(dry)"라는 용어는 스펀지가 약간의 잔류수를 포

함할 수 있지만 스펀지에서의 수분 함유는 공기 중의 물과 평형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수분 함유는 대기

중의 물과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존재하는 물의 양보다 적거나 같다.

본 발명의 현재의 가장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HA, 또는 그 유도체는 지혈 스펀지 내에서 결합(incorporated) 되어있다. "결

합된(incorporated)"이라는 용어는 HA 분자가 스펀지 망상구조 내에 다소 균일하게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바람직하

게는 HA 분자들의 "핫스팟(hot spots)"이 스펀지에서 전혀 또는 거의 발견되지 않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핫스팟(hot

spots)"의 존재는 그 스펀지의 기능성에 어떠한 효과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결합된(incorporated)"이라는 용어는 본

발명 명세서에서 "흡수된(absorbed)", "혼합된(admixed)" 따위의 표현과 동의어로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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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구체예에서는, HA 또는 그 유도체를 스펀지의 하나 이상의 표면에 도포시킨다. 선호되는 구체예에 있어

서, HA 또는 그 유도체는 출혈 위치에 직접적으로 접촉되게 하기 위해 의도된 표면에 도포된다. 다시 말하면 선호되는 한

가지 구체예에 있어서, HA 또는 그 유도체는 그 스펀지의 표면들 중에 단지 하나, 둘, 또는 세 표면에 도포 될 수 있다. HA

또는 그 유도체가 스펀지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면에 도포 된 경우에, HA 또는 그 유도체가 주로 전술한 표면(들)에 위

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A 또는 그 유도체의 일부는 종국적으로 스펀지 내부로 흡수될 수 있는

데, 이는 스펀지의 포어(pore)의 크기에 따라, HA 또는 그 유도체의 층을 스펀지의 표면(들)에 도포해도, HA 또는 그 유도

체의 분자들이 부분적으로 스펀지의 포어 속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HA 또는 그 유도체가 본 발명의 특히 적절한 구체예를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HA와 유사한 특성들을 가진 다른 다당류들

이 본 발명의 개념 및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본 발명에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스펀지에 HA 또는 그 유도

체를 대체될 수 있는 다당류들의 예들로 알지네이트(alginate) 뿐만 아니라 키틴(chitin), 키토산(chitosan), 콘드로이틴 설

페이트(chondroitin sulphate), 더마탄 설페이트(dermatan sulphate), 케라틴 설페이트(keratin sulphate)와 같은 점액다

당류들(mucopolysaccharides)이 포함된다.

위에서 설명하였던 것처럼 본 발명의 지혈 스펀지의 하나의 특징적인 유리한 점은 HA 또는 그 유도체의 항유착(anti-

adhesive) 특성이다. 예컨대 US 5,548,081 및 Laurent 등 Am J Otolaryngol; 7:181-186, 1986에서 설명되어 진 것처럼

조직들에서 수술 후 유착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본 발명의 지혈 스펀지의 주된 유리한 점은 팽창경향이 감소 되었으면서도, 동시에 효율적인 지혈 기능을 제공한다

는데 있다. 지혈 스펀지의 팽창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팽창 경향은 스펀지의 수분 흡수 능력으로

표현될 수 있다; 물을 많이 흡수할수록, 더 많이 팽창(더 큰 부피로)된다.

여기서 제공된 실험들로부터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USP 24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본 발명의 지혈 스펀지는 감소 된

팽창, 즉, 물의 흡수 경향을 가진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의 선호되는 지혈 스펀지는 더 적은 물을 흡수한다. 즉 그것은

Surgifoam®과 같은 흡수되는 젤라틴 스펀지보다 더 적은 양을 흡수한다. 더 특징적으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로서

본 발명의 지혈 스펀지에 의한 수분의 흡수와 Surgifoam®과 같은 흡수되는 젤라틴 스펀지에 의한 수분의 흡수 사이의 비

율은 USP 24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최대 0.95이다. 더 바람직하게 그 비율은 최대 0.90, 예컨대 최대 0.85, 또는 최대

0.80, 또는 최대 0.75, 예를 들어 최대 0.70, 예컨대 최대 0.65이고, 더욱더 바람직하게는 최대 0.60, 예를 들면 최대 0.55,

특히 최대 0.50이다.

다른 방법으로서, 과량의 증류수 속에 지혈 스펀지를 침지(soaking)시키는 방법으로 팽창 특성들을 평가할 수 있다. 그에

이어서 그 스펀지들을 꺼내고 과도한 자유수를 배수시키기 위해 10분 동안 공기 중에 건조한다. 수분 흡수 전과 후의 스펀

지의 무게가 팽창 비율의 계산에 사용된다: 팽창 비율 = (mf - mi)/mi, 여기서 mf는 물에 담그고 나서 과량 수분을 제거한

후의 스펀지의 무게이고, mi는 물에 담그기 전의 스펀지의 최초 무게이다.

위의 실험방법에 추가하여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증류수를 가지고 눈금 실린더 속에서 스펀지의 팽창된 부피를 측정할 수

있다. 알려진 무게와 부피의 스펀지가 물에 젖기 전 상태에서 반죽이 되고 정량적으로 실린더 속에 주입된 된 후 팽창된 부

피가 측정되고 스펀지의 초기 질량(즉, 물에 젖기 전의 스펀지의 무게)으로 나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스펀지는 트롬빈 또는 그 전구체, 인자 Va, 인자 VIIa, 인자 VIIIa, 인자 IXa, 인자 Xa, 인

자 XIa, 인자 XIIa, 인자 XIIIa 및 칼슘 이온들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혈액 응고 인자와 같은 적어도 하나의 혈액 응

고 인자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아주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언급한 혈액 응고 인자는 트롬빈 또는 그 전구체이고, 그중

에서도 특히 트롬빈 그 자체이다. 실시예들에서 보듯이 본 발명의 스펀지 내의 트롬빈의 존재는 지혈의 시간을 더 감소시

킨다. 트롬빈은 아마도 전형적으로 인간 같은 포유류 출처로부터 얻어진 혈장 유래일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트롬빈은

재조합 수단에 의해 생산되어 질 수 있다.

그 전구체뿐만 아니라 트롬빈도 당업자에게 알려진 전통적인 수단들 그리고 WO 90/13320에서 충분히 주의하여 설명되

어 진 것과 같은 방법에 의해 지혈 스펀지 속으로 결합(incorporated)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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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롬빈 또는 그 전구체가 본 발명의 스펀지 속으로 결합 된 경우에는, 바람직하게는 그 스펀지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아

미노산, 단당류 또는 이당류, 폴리글리콜(polyglycols), 단백질 및 그 혼합물들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트롬빈-안

정화제(thrombin-stabilising agent)와 같은, 트롬빈-안정화제를 더 포함한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은 생물학적으로 생산되는 단백질에서 발견되는 모든 아미노산으로 이해된다. 그들의 두

가지 입체이성질체들 중에서 필수 및 비필수적 식이 아미노산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아르기닌, 이소루신, 루신, 라이신, 메

티오닌,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알라닌, 아스파테이트, 시스테인, 글루타메이트, 글리신, 프롤린, 세린, 티

로신, 글루타민 및 아스파라긴이 있다.

적절한 단당류들은 아마도 라이보스, 아라비노스, 자일로스, 릭소오스과 같은 오탄당 및 알로스, 알트로스, 글루코스, 만노

스, 굴로스, 아이도스, 갈락토스, 탈로스와 같은 육탄당 및 그 유도체들의 D- 또는 L-형태로부터 선택되어 질 수 있다. 그

유도체들로서는 예컨대 펜토스아민, 헥소스아민, 글루쿠로닉산들이 있다. 이당류는 락토스, 사카로스, 말토스, 프럭토스,

셀루비오스 및 그 유도체들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스펀지의 바람직한 구체예로서, 다가 알코올이 트롬빈-안정화제로써 사용된다. 적절한 다가 알코올은 에틸렌

글리콜, 디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롤, 만니톨, 이노시톨, 자일리톨, 에리트리톨, 펜타에리트리톨, 펜티톨

들, 솔비톨과 같은 헥시톨들, 헵티톨들로부터 선택된 알코올일 수 있다. 더욱이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및 폴리에틸렌 글리

콜과 같은 폴리글리콜들은 트롬빈-안정화제로서 유용할 수 있다. 400 내지 20,000의 범위에서의 분자량을 가진 폴리에틸

렌 글리콜 화합물의 후반 그룹들 사이, 대략 6,000 근처와 같은 경우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흥미있는 구체예로서, 지혈 스펀지가 더 이상 아무런 트롬빈-안정화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도

HA 또는 그 유도체들은 그 자체로 트롬빈-안정화제로서 행동한다.

포유류의 신체는 타고난 피브린 분해 시스템(fibrinolytic system)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피브린의 침전에 의해 활성화된

다. 피브린의 용해에 의해 이 시스템은 상처입은 혈관의 관내강(lumen)을 계속 열려있게 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러나 신속

한 지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피브린 분해 활성이 본 발명에 따른 지혈 스펀지와 같은 지혈 보조물의 지혈 효과를 방해

할 수 있다. 피브린 분해 시스템은 피브린의 라이신 잔기들에 결합 되어 있는, 활성의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플라스민

(plasmin)의 혈장 전구체인 플라스미노겐(plasminogen)의 활성화와 연관되어있다. 따라서 피브린분해방지 효과(anti-

fibrinolytic effect)를 갖는 물질들을 본 발명의 지혈 스펀지에 결합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수한 실시예들은 아프

로티닌(aprotinin), 펩스타틴(pepstatin), 류펩틴(leupeptin), 안티파인(antipain), 키모스타틴(chymostatin), 가벡세이트

메실레이트(gabexate mesilate), 피브로넥틴(fibronectin), ε-아미노 카프로산(ε-amino caproic acid) 및 트라넥삼산

(tranexamic acid)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피브린분해방지제를 포함한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그러한 피브린

분해방지제는 ε-아미노 카프로산(ε-amino caproic acid) 또는 트라넥삼산(tranexamic acid)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트라

넥삼산(tranexamic acid)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본 발명의 지혈 스펀지는 완충제(buffering agent)를 포함할 수 있다. 완충제의 예들은 아세테이트(acetate), 시트

레이트(citrate), 포스페이트(phosphate),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hydrogen phosphate), 카보네이트(carbonate), 하이

드로젠 카보네이트(hydrogen carbonate) 및 석시네이트(succinate)들과 같은 알칼리 금속 염(alkaline metal salts)을 포

함한다. 다른 유용한 완충제들은 이미다졸(imidazole), TRIS 및 양쪽성음이온성 완충 시스템(zwitteranion buffering

systems)을 포함한다. 위에 언급된 완충제들의 혼합물들 또한 사용되어 질 수 있음은 명백하다.

여기서 설명된 스펀지들의 우수한 팽창 특성으로 인해, 지혈효과에 더해, 또는 지혈 효과를 대체하여, 본 발명의 스펀지를

소망 물질(desirable agents)을 국소 전달하는데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것, 즉, 전달용 비히클이나 매트릭스(delivery

vehicle or matrix)로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소망 물질을 스펀지 내에 결합시키거나 또는

소망 물질의 용액 내에, 또는 용액으로 본 발명 스펀지의 한 면 이상을 침지(soaking), 액침(dipping), 분무(spraying)시키

거나 기타 방법으로 도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임상의에 의해 제품의 사용 전에 임상의가 행할 수 있고, 또는 제조

자에 의해 행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히알루론산(HA)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하는 스펀지

와 관련이 있으며, 상기 스펀지는 적어도 하나의 소망 물질을 더 포함한다. 여기서 특히 소망 물질은 계면활성제

(surfactants), 항균물질(antimicrobial agents), 화학요법제(chemotherapeutics), 마취제(anaesthetics), 치료촉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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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promoting agents),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단백질, 성장인자(growth factors), 세포, 효소, 조영제

(contrast agents), 보존제(preservatives), 유화제(emulsifiers), 치료를 촉진시키기 위한 가교제(cross-linking agents)

등이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 발명은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히알루론산(HA)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한 스펀지의 용도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언급한 스펀지는 적어도 소망 물질 하나를 더 포함한다. 이는 상기 소망 물질의 국지적인 수송을 위

한 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 관점에서, 본 발명은 소망 물질을 그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 국부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상기 방법이란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히알루론산(HA)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하고 또한 적어도 하나의 소

망 물질을 더 포함한 스펀지를 환자의 국부적인 장소에 위치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그 장소는 상기 소망

물질이 수송되어 지도록 의도된 장소를 말한다.

"국부적 장소(local site)"라는 용어는 환자 신체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다. 특히 신장, 지라, 심장 등과

같은 내부장기를 의미한다.

특별한 예로서 상기 소망 물질이 항균제(antimicrobial agent)일 수 있다. 항균제는 항생제(antibiotics) 및 술폰아마이드

(sulphonamides), 항바이러스성 물질(antiviral compounds), 항진균제(antimycotic agents) 및 항감염제(anti-

infectives)와 같은 살균 또는 정균제(bacteicidal or bacteriostatic agents)로 부터 선택될 수 있다. 항생제들은 예를 들

어 β-락탐,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cephalosporins), 모노박탐(monobactams), 마크로라이드(macrolides), 폴리믹신

(polymyxins),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s),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트리메토프림(thrimethoprim), 아미노

글리코시드(aminoglycosides), 클린다마이신(clindamycin) 및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술

폰아미드는 예를 들어 술파디미딘(sulphadimidine) 또는 술파디메톡신(sulphadimethoxin)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항진

균제는 예를 들어 암포테리신 B(amphotericin B), 케토코나졸(ketoconazol), 미코나졸(miconazol) 중에서 선택된 것일

수 있다; 항바이러스제는 예를 들어 이독수리딘(idoxuridine), 안다지도티미딘(andazidothymidin)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

다. 적절한 항감염제들은 예를 들어 할로겐분자들(halogens), 클로로헥시딘(chlorohexidine), 4차 암모늄 화합물

(quarternary ammonium compounds) 및 트리코산(tricosan) 중에서 선택되어 질 수 있다. 살균 또는 정균 화합물의 다른

예들은 은 이온을 포함하며, 특히 은 착이온의 형태이다. 적절한 항균제의 또 다른 예는 토브라마이신(tobramycin)으로,

특히 토브라마이신 설페이트(tobramycin sulphate)와 같이 그 염으로 사용될 수 있다.

소망 물질은 또한 카르보플라틴(Carboplatin)과 같은 화학요법제(chemotherapeutic)일 수 있다.

계면활성제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비이온성(non-ionic) 계면활성제 및 표면 활성 생물학적 조절

제들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어 질 수 있다.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예는 포타슘 라우레이트(potssium laurate), 트리에타놀아민 스테아레이트(triethanolamine

stearate),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sodium lauryl sulfate), 소디움 도데실설페이트(sodium dodecylsulfate), 알킬 폴리

옥시에틸렌 설페이트(alkyl polyoxyethylene sulfates), 소디움 알지네이트(sodium alginate), 디옥틸 소디움 설포석시네

이트(dioctyl sodium sulfosuccinate), 포스파티틸 글리세롤(phosphatidyl glycerol), 포스파티틸 이노시톨

(phosphatidyl inositol), 포스파티딜세린(phosphatidylserine), 포스파티드산(phosphatidic acid) 및 그 염, 글리세릴 에

스테르, 소디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담즙산(bile acids) 및 그 염, 콜산(cholic acid), 데옥시콜산(deoxycholic acid),

글리코콜산(glycocholic acid), 타우로콜산(taurocholic acid), 글리코데옥시콜산(glycodeoxycholic acid), 칼슘 카르복

시메틸셀룰로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계면활성제를 포함한다. 특히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가 바람직하다.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예는 4차 암모늄 화합물, 벤잘코니움 클로라이드(benzalkonium chloride), 세틸트리메틸암모늄

브로마이드(cetyltrimethylammonium bromide), 키토산 및 라우릴디메틸벤질암모늄 클로라이드

(lauryldimethylbenzylammonium chloride)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선택된 계면활성제를 포함한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예는 폴리옥시에틸렌 지방산 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옥시에틸렌

지방산 에스테르, 소르비탄 에스테르, 글리세롤 모노스테아레이트,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세틸 알코올

(cetyl alcohol), 세토스테아릴 알코올(cetostearyl alcohol), 스테아릴 알코올, 아릴 알킬 폴리에테르 알코올, 폴리옥시에

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코폴리머, 폴락스아민(polaxamines), 메틸셀룰로스, 히드록시셀룰로스, 히드록시 폴리셀룰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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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록시 프로필메틸셀룰로스, 비결정성 셀룰로스(noncrystalline cellulose), 다당류, 전분, 전분 유도체, 히드록시에틸

전분(hydroxyethylstarch), 폴리비닐 알코올 및 폴리비닐피롤리돈(polyvinylpyrrolidone)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계면활성제를 포함한다.

생물학적 계면활성제의 예들은 예컨대 알부민 및 카제인을 포함한다.

보존제의 예들은 벤조산, 소르브산, 파라벤스(예컨대 메틸-p-히드록시 벤조산, 에틸-p-히드록시 벤조산, 프로필-p-히드

록시 벤조산, 부틸-p-히드록시 벤조산 및 그 혼합물들), 벤질 알코올,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또는 벤즈알코니움 클

로라이드(benzalkonium chloride)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흥미있는 한가지 구체예로서, 본 발명의 지혈 스펀지가 탑-시트(top-sheet)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기 지혈 스펀지의 표면들 중 적어도 하나에는 탑-시트에 의해 씌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가지 구체예에서 상기

탑-시트는 생분해성(biodegradable)이 아니다. 본 발명의 한가지 구체예에서는, 탑-시트는 제거가능하며 또한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물이 통과할 수 없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또는 다른 물질들과 같은 얇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들어진 것

이다. 당업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바라고 요구되는 물리적 특성들을 가진 다른 적절한 물질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

다. 이해되어 지는 것처럼, 그러한 탑-시트들은 전형적으로 생분해성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위

에서 언급한 그러한 물질들은 전형적으로 투명하다. 이는 특히 만약 수술 위치가 상당한 양의 혈액으로 덮여있거나 채워져

있는 경우라면, 외과수술 중 및/또는 후에 탑-시트를 확인하는데에 있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것은 외과의 또는 그

를 보조하는 스텝들이 탑-시트의 존재를 간과하는 위험을 명백하게 증가시킨다. 이해되어 지듯이 그러한 비생분해성 탑-

시트가 인체 속에 남겨 지는 경우, 이것은 환자에게 불신을 주는 심각한 임상 조건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바

람직한 구체예에서는, 염료가 탑-시트 또는 그 일부분의 속 또는 표면에 결합 되어있다. 그것에 의하여 탑-시트의 가시성

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 다른 그리고 보다 더 바람직한 본 발명의 구체예에서는, 탑-시트는 생물분해성의 물질로 제조되어 지는 것이다. 적절한

생물분해성 물질의 예로서 예를 들어 본 발명에 참조 통합된 WO 2004/028583, page 6, line 3 to page 7, line 32 에서

언급 되어진 중합체성 물질을 포함한다. 이 경우 탑-시트는 외과수술 후에 반드시 제거되어 질 필요가 없으며, 인체 속에

남아 있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스펀지들은 의도된 사용처 또는 사용가능한 처리 장치에 따라 어떠한 원하는 형태 및/또는 치수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본 발명 스펀지의 두께는 1-20 mm 범위, 예컨대 2-10 mm 범위이다. 바람직하게는 1 mm 이상

인 것이 좋다.

바람직하게는 지혈 스펀지를 멸균 처리한다. 멸균의 선호되는 방법은 스펀지를 건조 가열(dry heat), 에틸렌 옥사이드

(EtO) 또는 방사선(radiation)에 노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멸균의 다른 방법들도 예상될 수 있다. 건조 가열을 이용

한 멸균법은 전형적으로 110 내지 200℃의 온도에서 스펀지를 가열시킴으로써 수행된다. 특히 110-160℃의 온도가 될

수 있는데, 예컨대 110-140℃ 또는 120-180℃ 또는 130-170℃ 또는 130-160℃ 또는 120-150℃의 온도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멸균 시간의 길이는 특히 15분 내지 6시간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1-4시간, 예컨대 1.5-3시간, 또는 2-4시간일

수 있다.

EtO를 사용하는 멸균의 방법들은 당업자에게 알려져 있다.

역시 또 다른 하나의 구체예에서, 멸균은 베타- 또는 감마-방사선과 같은 방사선의 응용에 의해 수행되어 질 수 있다. 방사

선량은 전형적으로 10 내지 60 kGy의 범위에 있고, 예컨대 20-60 kGy, 또는 25-50 kGy, 또는 15-25 kGy, 또는 15-20

kGy의 범위이고, 특히 15kGy, 20kGy, 25kGy 근처의 범위가 좋다. 그 처리는 스펀지에서의 바이오버든(bioburden)을 감

소시킬 것이며 또한 생성물에서 분자 사슬의 교차결합을 더해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구체예에서, 본 발명 지혈 스펀지는 스펀지를 안정화하기 위한 화학적 가교제(chemical cross-linking agent)를

가지고 처리한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묘사한 것과 같은 건조 가열 방법으로 처리되어 진 것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구체예

에서는, 본 발명 지혈 스펀지는 화학적 가교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화학적 가교제라는 용어는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의 스펀지를 안정화할 수 있는 모든 화합물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한 화합물들은 때때로 "활성화제(activating agents)"라고 불려진다. 서로 다른 화합물들이 그러한 스펀지들을 화학적

으로 교차결합시키는데 이용되어져 왔으며, 여기에는 알데히드, 특히 글루타르알데히드 및 포름알데히드, 아실 아자이드,

카보이미드(caboiimides),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폴리에테르 옥사이드, 1,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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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디올디글리시딜 에테르(1,4-butanedioldiglycidyl ether), 탄닌산(tannic acid), 알도스당, 예컨대, D-프럭토스, 제니핀

(genipin) 및 염료-매개 광산화(dye-mediated photo-oxidation)들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별한 화합물들

로 1-(3-디메틸아미노프로필)-3-에틸카르보이미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EDC), 다이티오비스(프로파노익 다이하이드라

자이드)(DTP), 1-에틸-3-(3-디메틸아미노-프로필)-카르보다이이미드(EDAC)를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그래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는 지혈 조성물은 위에 언급된 화학적 가교제 중의 하나로 처리되지 않았다. 다

시 말하면 지혈 조성물은 위에 언급된 화학적 가교제들 또는 그러한 조성물을 안정화시켜온 결과로서의 현재의 잔류물들

무엇도 포함하지 않는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본 발명의 지혈 스펀지는 의약(medication)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특히 본 발명의 지혈 스펀지는

지혈 보조를 위해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의학, 수의학 또는 치과적 수술에 있어서 지혈 보조제의 조제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상의 측면에서, 본 발명은 그러한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지혈작용을 촉진하는 방법과 관련된다.

여기서 방법은 적어도 출혈이 일어나는 지역의 부위 위에 본 발명의 지혈 스펀지를 붙이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그 이상의

측면에서 본 발명은 출혈 위치에 본 발명에 의한 지혈 스펀지를 붙이는 출혈을 억지시키기 위한 방법과 관련이 있다.

상기 부위의 표면에 지혈 스펀지를 붙이기 전에 보통 식염수에 그것을 적신다.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그 사용 전의 적셔진

스펀지가 마른 상태에서 사용되는, 즉, 그 사용 전에 스펀지의 적심이 없는 동일한 스펀지에 비해 지혈에 더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상기 스펀지는 표면에 사용되기 전에 적셔지고 나서 지혈 스펀지

는 연속적으로 표면들에 직접적으로 붙여지게 될 것이고, 그 표면에 부착되어 진 후에, 임의적으로 압력에 의해 그 위치에

고정되는데, 예컨대, 패드, 드레싱, 그물, 필름 등과 또한 의료 행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다른 물질에 의하

여 고정될 수 있다. 표면에의 부착 후 스펀지의 고정을 위해 선호되는 물질은 외과용 거즈 또는 면 거즈이고 이상적으로는

식염수에 적셔진 것이다.

본 발명의 지혈 스펀지는 예컨대, 척추후궁절제술, 전체 둔부 교환술, 둔부 교정술, 무릎수술, 척추 고정술 등과 관련된 정

형외과의 처치 및 예들 들어 CABGs, 판막대치술, 대동맥 수술, 복부 대동맥 동맥류, 목동맥내막절제술, 대퇴-오금 우회

술, 그 밖의 것들과 관련된 심장가슴/심장혈관 처치들에서처럼 출혈의 제어가 요구되는 외과적 처치의 배열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의 지혈 조성물들은 가루 또는 박편의 형태이다. 그러한 조성물들은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의 분말 또는 박편 및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의 분말 또는 박편이 포함되어 진다. 다시 말하면 조성물 중의 개개의

분말 낟알 또는 박편들 각각이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또는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로 구성되어 짐을 말한다. 그

조성물들은 조성물 중의 개개의 분말 낟알 및 박편 모두가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로

구성된 조성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더욱이 의도되어 졌다.

그래서 그 이상의 측면에서 본 발명 지혈 스펀지들의 원래의 형태는 수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스펀지가 당업계

에서 알려진 방법에 의해 분말 또는 박편으로 갈아질 수 있다. 예컨대 회전 베드(rotary bed), 압출(extrusion), 과립화

(granulation), 강한 혼합기(intensive mixer)에서의 처리, 예컨대 헤머밀(hammer mill), 원심분리형 제분기(centrifugal

mill)의 사용에 의한 제분(milling) 또는 건조 분무(spray drying)의 수단들에 의한다. 그러한 분말 또는 박편들은 "그대로

(as is)"사용될 수 있고 또는 사용 전에 식염수와 같은 액체에 의해 미리 적셔진 결과 페이스트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페이스트(paste)"라는 용어는 "젤(gel)","현탁액(suspension)" 등과 같은 단어들과 바꾸어 사용될 수 있다. 본 문맥에서는

"페이스트(paste)"는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이 액체 매질 안에 분산되어 있는 고체 또는 반고체 분산 시스템을 말한

다. 그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은 또한 젤 또는 페이스트형 제제로 불려 질 수 있다. 더욱이 페이스트는 그 동적 점도

가 물의 동적 점도 보다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상기 페이스트는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위에서 설명된 것)의 입자들을 액체 매질 특히 수성(aqueous)의 매질에서

부유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전형적으로 대략 1-20ml 액체 매질이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의 매 그람 당 사용될

수 있다. 액체 매질은 바람직하게는 수성 매질이다. 더 바람직하게는 수성 매질은 그 속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과 같은 염

분을 포함한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수성 용매는 식염수이다.

따라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본 발명은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히알루론산(HA)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하는 분말 조

성물과 관련이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 발명은 물,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히알루론산(HA)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하는 페이스트와

관련이 있다. 주어진 무게 백분율은 페이스트에서 단지 고체 물질에만 기초하여 계산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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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및 페이스트에 관한 상세는 전술한 스펀지의 경우와 동일한데, 이는 적절한 경우, 스펀지 내에 존재하는 HA 또는 그

유도체, 스펀지에 존재하는 부가 성분들의 양에 관한 설명을 본 발명의 분말 및 페이스트에 대해 전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지혈 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이 있다.

특별한 구체예로서 본 발명은 다음의 단계들, 즉:

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 및 용매를 혼한하는 단계

ⅱ) 단계 ⅰ)에서 얻어진 혼합물을 110-200℃ 사이의 온도에서 건조 가열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지혈 조

성물의 제조방법과 관련이 있다.

히알루론산은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불안정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전술한 방법에 따라 조제된 히알루론산

을 포함한 스펀지가 히알루론산이 없는 유사한 스펀지(실시예 6 에서 보여 진 것과 같은) 보다 출혈 정도를 더 많이 감소시

켰다는 본 발명자의 발견은 놀라운 일이었다. 따라서 HA는 건조 가열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활성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

낸다.

본 발명의 문맥에서 "건조 가열(dry heat)"이라는 용어는 포화된 수증기의 존재 없이 그 처리가 수행된다는 사실을 말한

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온도들에서의 처리들은, 예컨대 가압증기멸균(autoclaving)과 같은 포화 수증기가 존재하는 경우

와 포화 수증기가 없는 경우, 즉, 건조 가열과는 구별되어 진다. 그 혼합물을 단계 ⅱ)에서 건조 가열 처리를 하는 시간의

상대적인 길이는 온도에 의존한다. 그러나 전형적으로는 15분 내지 6시간의 범위일 것이다. 특히 30분 내지 4시간이며, 예

컨대 1-4시간 또는 1-3시간 또는 1-2시간이다.

혼합물의 건조 가열 처리의 단계는 다음을 포함하는 많은 기능들을 가진다.

a) 혼합물의 삼차원 구조의 안정화

b) 멸균

c) 내독소의 제거

안정화 기능은 지혈 스펀지를 위해 특히 중요한데, 이는 스펀지가 분해되는 경향을 줄이고 그래서 스펀지를 취급하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멸균 및 내독소의 제거 기능은 물론 모든 형태의 지혈 조성물들에게 중요하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상기 방법은 단계 ⅱ)에 따라 혼합물을 처리하기 전에 단계 ⅰ)에서 얻어진 혼합물의 건조의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 및 용매를 어떻게 섞는지 그리고 지혈 조성물을 어떻게 건조하

는지와 관련한 상세하고 특유한 점들은 본 발명의 다른 방법을 위해 아래에 기술되어 진 것처럼 수행되어 질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혈 조성물과 연관되어 있다. 이전에는 화학 작용제들이 지혈 스펀

지들의 교차결합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위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얻어지는 지혈 조성물의 한가지 이점은 화학적 가교제의

사용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성물 속에 화학적 작용제의 잔류물들이 없게 된다.

위에 언급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혈 조성물의 측면과 연관된 상세하고 특유한 점들은 앞서서 논의된 스펀지, 분말 및

박편에서의 양상에서와 동일할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 그리고 이것은 스펀지에서 존재하던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HA 또는 그 유도체의 양, 그리고 스펀지에서 존재하던 부가적인 구성성분, 조성물의 형태 기타의 관련된 언급들은 적절하

다면 언제나 위에서 언급된 방법에 따라 얻어진 지혈 조성물의 측면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될 것임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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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히알루론산(HA) 또는 그 유도체로 이루어지는 지혈 조성물은 많은 다른 방법들에 의해 조

제될 수 있다. 그것은 지혈 조성물의 형태에 의존할 것이다. 예컨대 그것이 스펀지 또는 분말 또는 박편 중 어떤 형태이냐

에 따른다. 어떤 히알루론산이 스펀지에 적용되어 졌는가, 스펀지에서 어디가 결합 된 부분인가와 같은 다른 측면들 또한

생산 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만약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히알루론산(HA)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하는 지혈 조성물이 스펀지의 형태라

면, 그 스펀지는 아래의 방법들 중 하나에 의해 조제되어 질 수 있다. 물론 다른 방법에 의한 생산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히알루론산(HA)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하는 지혈

스펀지의 제조를 위한 방법과 관련이 있다. 상기 방법은 다음 단계들을 포함한다.

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의 스펀지를 110-200℃ 사이의 온도에서 건조 가열 처리하는 단계,

ⅱ) 단계ⅰ)에서 얻어진 스펀지를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로 적시는 단계.

단계 ⅰ)의 스펀지의 건조 가열 처리는 전술한 것과 같이 수행될 수 있다. 특정 이론에 구애됨이 없이, 본 발명의 발명자들

은, HA 또는 그 유도체의 용액을 스펀지의 하나 이상의 표면에 도포하는 방법과 대조적으로, 스펀지를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의 용액에 침지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상기 HA 또는 그 유도체가 스펀지의 필수적 구성요소(integral component)

가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물론 이는 그 용액 속에 스펀지를 얼마나 오래 담그는가에 의존한다. 그래서 만약 스펀지가 HA

또는 그 유도체 용액 속에 아주 잠시 동안만 적셔진다면 스펀지의 하나 이상의 표면에 그것을 도포하는 것과 유사할 것이

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는 상기 방법은 단계 ⅱ)에서 얻어진 스펀지를 건조시키는 추가적인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건조는 아래에 기술된 것처럼 수행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는 본 발명은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히알루론산(HA)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하는 지혈 스펀지

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HA 또는 그 유도체는 전술한 스펀지에 결합된(incorporated) 것이다.

전술한 방법은 다음 단계들을 포함한다:

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 및 용매를 혼합하는 단계;

ⅱ) 상기 혼합물을 건조하는 단계.

하나의 구체예에서 상기 방법은 단계 ⅱ)에서 얻어진 혼합물을 안정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안정화의

방법들로는 아래에 기술된 방법을 들 수 있다. 예컨대 건조 가열에 의한 안정화 또는 화학적 가교제에 의한 안정화가 있다.

특별한 구체예에서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 및 용매를 혼합하는 상기 방법은 다음의 대안

들 중에서 어떤 것에 의해 수행되어 질 수 있다:

a)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을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와 혼합한 후 용매를 첨가하는 단계

b)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의 용액을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의 용액과 혼합하는 단계

c)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을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의 용액과 혼합하는 단계

d)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의 용액을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와 혼합하는 단계.

더욱이 전술한 혼합 방법은 특히 휘핑(whipping), 교반(stirring), 회전(spinning), 정적인 혼합(static mixing), 움직임 없

는 혼합(motionless mixing), 원심분리(centrifugation)와 같은 기계적인 작용하에서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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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서로 다른 정적인 혼합 시스템이 존재한다. 예컨대 Bollin Dale에서 나온 것은 하나의 생산물의 혼합을 위한 정적인

혼합 시스템의 범위를 디자인하고 생산한다. 정적인 혼합은 때때로 움직임 없는 혼합이라고도 또한 불려진다. 투여 시스템

및 직렬 주입장치의 응용으로, 색, 풍미 또는 산이 생산 플로우에 도입되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HA 또는 그 유도체가 스펀지 내에 결합되어 있는,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히알루론산(HA) 또는 그 유도

체를 포함하는 지혈 스펀지의 제조방법은 특히 다음 단계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ⅰ) 젤라틴, 콜라겐, 키틴, 키토산, 알기네이트, 셀룰로오스, 예컨대 산화 셀룰로오스, 산화 재생 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CMC) 또는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EC), 폴리글리콜산, 폴리아세트산, 그의 유도체 및 혼합물들로 이루어

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의 휘핑 용액 또는 발포 용액을 준비하는 단계;

ⅱ) HA 또는 그 유도체 용액을 준비하는 단계;

ⅲ) 상기 ⅰ)과 ⅱ)에서 준비된 용액들을 혼합하는 단계; 및

ⅳ) 전술한 혼합물을 건조하는 단계.

HA 또는 그 유도체가 스펀지내에 결합되어 있는,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히알루론산(HA)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

하는 지혈 스펀지의 제조를 위한 상기 방법은 특히 그 스펀지를 안정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전술한 용매 및/또는 용액은 수용액이다. 이러한 수용액은 특별히 하나 이상의 염류, 완충

제 또는 전술한 것들 중의 어느 하나와 같은 다른 적절한 화합물들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한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은 젤라틴이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원하는 텍스쳐(texture)를 얻기 위해서는 발포,

휘핑 또는 다른 기계적 힘으로 용액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휘핑 또는 발포 용액의 텍스쳐

는 휘핑 크림(whipped cream)의 텍스쳐와 닮았다.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의 적절한 농도는 선택한 물질에 의존될

것이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이는 5 내지 30%(w/v)의 범위가 될 것이고, 예를 들면 10 내지 20%(w/v)의 범위이다. 그 온도

는 바람직하게는 25℃ 내지 60℃의 범위에서 유지되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35℃ 내지 55℃의 범위이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상기 혼합과정은 구체예 b), 즉,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의 용액을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

의 용액과 함께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전술한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의 용액은 또한 바람직하게는 젤의 형태로 제공되어 질 수 있다. HA 또는 그 유도체의

정확한 농도는 사용된 HA 또는 유도체에 크게 의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 용액은 너무 액체이거나 너무 점성

인 것 둘 다 아니어야 한다. 본 발명자들은 1 내지 5%(w/v) 농도, 특히 2 내지 4%(w/v) 농도의 사용으로 좋은 결과가 얻어

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혼합하기까지 휘핑되고 거품이 생긴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의 용액은 냉각으로 인해 잠재

적으로 불균등한 혼합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HA 용액은 바람직하게는 25℃ 내지 50℃ 범위 같은 약간 올려진 온도, 예컨

대 25℃ 내지 40℃의 범위 또는 25℃ 내지 35℃의 범위의 온도로 유지되어 진다.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용매의 혼합은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이 덩어리져 막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형

적으로 기계적 작용하에서 수행되어 진다. 그러므로 혼합과정 중 및/또는 그 즉시 후에 혼합 결과물은 바람직하게는 높은

속도에서 소용돌이쳐지고(whirled), 휘핑되고, 회전되고, 원심분리되고 또한 당업자에게 알려져 있을 다른 종류의 기계적

작용 의한 처리를 해야한다. 그 다음으로 HA 또는 그 유도체의 용액은 상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또는 그 유도체의

용액과 함께 혼합되어 진다.

혼합과정 후 혼합 결과물을 적절한 트레이에 붓거나 정밀하게 구멍이 나있는, 예컨대 약 0.4-0.6 cm와 같은 0.1-1.5 cm

의 평균 직경의 구멍들을 가진, 테프론 시트 또는 실리콘의 시트 위에 놓을 수 있고 그 후 건조를 수행하는데, 대략 20-

40℃의 온도에서 6 내지 20시간 동안 행해지며, 특히 온도가 25℃ 내지 약 35℃일 수 있고, 예를 들면 약 30℃일 수 있다.

시간의 길이는 특히 약 12시간 내지 약 24시간 동안 일 것이며, 전형적으로는 16시간이다. 만약 원한다면 그 결과물인 스

펀지 물질은 상승된 온도에서 건조 가열 처리함으로써 안정화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약 110℃ 내지 200℃의 범위이다.

안정화하는 시간은 온도에 의존한다. 그러나 전형적으로는 15분 내지 6시간이 될 것이다. 건조 가열을 통한 안정화는 위에

서 설명된 것처럼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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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안적인 구체예에서, 스펀지는 두 개의 용액의 혼합물을 냉동건조(freeze-drying)하는 방법으로 제작된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 발명은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히알루론산(HA)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하는 지혈 스펀지의

제조를 위한 방법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기술한 HA 또는 그 유도체는 스펀지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면들에 도포된 것

이고, 상기 방법은 다음의 단계들을 포함한다:

ⅰ)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을 포함하는 스펀지를 준비하는 단계;

ⅱ) HA 또는 그 유도체 용액을 준비하는 단계;

ⅲ) 상기 HA 또는 그 유도체 용액을 상기 스펀지의 하나 이상의 표면에 도포하는 단계; 및

ⅳ) 그 결과물인 스펀지를 건조하는 단계.

일 구체예에서 상기 방법은 상기 스펀지의 안정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안정화는 특히 다음 단계들, 즉: ⅰ),ⅲ)

및/또는 ⅳ) 중 하나 이상의 단계에 이어 수행할 수 있다. 안정화의 방법은 아래에 기술된 것들 중 어느 것이든 무방하며,

건조 및/또는 화학적 가교제를 이용한 처리방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은 젤라틴, 콜라겐, 키틴, 키토산, 알기네이트, 셀룰로오스, 예컨대 산화 셀룰로오스, 산

화 재생 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MC) 또는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EC), 폴리글리콜산, 폴리아세트산,

그의 유도체 및 혼합물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어 질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하였던 것 같은 유사하게 스펀지는 바람직하게는 시판되는 Surgifoam® 스펀지와 같은 젤라틴 스펀지이다. 건

조 단계뿐만 아니라 HA 용액도 전술한 바에 따르는 것이 좋다. HA 용액은 당업자에게 알려진 모든 전통적인 기술에 의해

스펀지의 하나 이상의 표면에 도포 될 수 있다. HA 또는 그 유도체의 도포는 스펀지에 스프레이하거나(spraying) 칠하는

(painting) 것 같은 방법에 의해 수행되어 질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할 때 지혈 분말 또는 박편은 일 구체예에서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의 스펀지를 제분한 다음 HA 또는 그

유도체의 분말 또는 박편과 함께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는 지혈 분말 또는 박편은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히알루론산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하는 스펀

지를 제분하는 것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다. 상기 스펀지들의 분말 또는 박편으로의 제분은 아마도 그 기술분야에 알려진

방법들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다. 예컨대 로타리 베드, 압출, 과립화 및 강한 혼합기에서의 처리, 제분(예컨대 햄머 제분기

또는 원심분리의 제분기를 사용한) 또는 분무 건조의 방법에 의한다. 그러한 분말 또는 박편들은 "그대로(as is)"사용될 수

있고 또는 사용 전에 식염수와 같은 액체로 미리 적셔서 페이스트로 만들수도 있다. 그러한 페이스트의 제조는 전술한 것

처럼 수행될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또는 생물학적으로 흡수되는 물질 및 HA 또는 그 유도체를 포함하는 스펀지들은 특히 안정

화된 것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안정화 단계는 기술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지 수행되어 질 수 있다. 스펀지의 안

정화의 바람직한 방법은 스펀지를 110-200℃의 온도에서 가열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그 온도가 110-160℃의 범위 안

일 수 있으며, 예컨대 110-140℃의 범위, 또는 120-180℃의 범위, 또는 130-170℃의 범위, 또는 130-160℃의 범위, 또

는 120-150℃의 범위 일 수 있다. 시간의 길이는 온도에 의존하지만 특히 15분 내지 6시간 이내일 것이며, 예를 들면 1-4

시간, 예컨대 1.5-3시간, 또는 2-4시간 사이 일 것이다.

그러나 상기 스펀지들의 안정화의 다른 수단들은 스펀지들을 때때로 활성화 작용제라고 불리는 화학적 가교제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한 적합한 가교제들의 예들로는 알데히드, 특히 글루타르알데히드 및 포름알데히드, 아실 아자이드,

카보이미드(caboiimides),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폴리에테르 옥사이드, 1,4-부

탄디올디글리시딜 에테르(1,4-butanedioldiglycidyl ether), 탄닌산(tannic acid), 알도스당, 예컨대, D-프럭토스, 제니핀

(genipin) 및 염료-매개 광산화(dye-mediated photo-oxidation)들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별한 화합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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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3-디메틸아미노프로필)-3-에틸카르보이미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EDC), 다이티오비스(프로파노익 다이하이드라

자이드)(DTP), 1-에틸-3-(3-디메틸아미노-프로필)-카르보다이이미드(EDAC)를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위에서 언급된 방법들을 참조할 때 건조의 단계는 특히 약 20-40℃의 온도에서 전형적으로는 6-20시간 사이의 기간 동안

수행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온도는 25℃ 내지 약 35℃ 사이에 있을 수 있으며, 예를 들면 30℃이다. 시간은 특히 약 12시간

내지 약 24시간일 수 있으며, 전형적으로는 약 16시간이다.

건조의 단계는 또 다른 구체예에서 동결건조의 방법으로 수행되어 질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방법은 멸균의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단계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의 단

계 후에 행해진다. 바람직한 멸균의 방법은 지혈 조성물을 건조 가열, 에틸렌 옥사이드(EtO) 또는 방사선에 노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다른 멸균 방법들도 예상할 수 있다. 건조 가열 방법의 멸균은 전형적으로 110-200℃ 사이의 온도에서

스펀지를 가열하는 것에 의해 수행된다. 특히 그 온도는 110-160℃ 범위일 수 있고, 예컨대 110-140℃의 범위, 또는

120-180℃의 범위, 또는 130-170℃의 범위, 또는 130-160℃의 범위, 또는 120-150℃의 범위일 수 있다. 더욱이 걸리

는 기간은 특히 15분 내지 6시간의 기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4 시간, 예컨대 1.5-3 시간 또는 2-4시간 사이일 수 있

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멸균은 스펀지를 EtO로 처리하는 것에 의해 수행되어 질 수 있다. EtO를 이용한 그러한 조성물의 멸균

을 위한 방법은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또 하나의 구체예에서 멸균은 베타- 또는 감마-방사선과 같은 방사선의 이용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조사량은 전형적으

로 10-60 kGy의 범위 안에 있으며, 예를 들어 20-60 kGy 또는 25-50 kGy, 특히 20 kGy 또는 25 kGy이다. 그 처리는 스

펀지에서의 바이오버든(bioburden)을 감소할 수 있고 또한 생산물 내의 분자 사슬에 교차결합을 더해 줄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구체예에서 지혈 조성물은 건조 가열 처리를 함으로써 안정화된다. 이러한 처리는 멸균의 기능을 또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예에서는 멸균의 단계가 안정화의 단계와 동일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놀랍게도 건조 가열 또는 EtO로 멸균된 스펀지가 e-광선(e-beam)에 의해 멸균된 스펀지보다 더

안정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발명을 다음의 실시예를 들어 더욱 상세히 설명하나, 본 발명이 이들 실시예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이하에서, 참조는 시판되는 스펀지이고 서로 동일한 Surgifoam® 및 Spongostan®를 상호교환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다.

USP 24에 따른 수분 흡수도의 측정

흡수되는(absorbable) 젤라틴 스펀지로부터 약 10 mg을 떼어내어, 정확하게 무게를 잰 다음 물이 있는 비커 속에 놓는다.

완전히 젖을 때까지 그리고 모든 공기가 제거될 때까지 조직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반죽한

다. 물에서 스펀지 조각을 꺼내고, 두 장의 흡수성(absorbent) 종이 사이에 끼우고 꽉 눌러서 두 번 수분을 빨아들인다. 이

렇게 짜내진 스펀지를 약 20 ml의 물을 담고 있는 용기무게를 제외한 칭량병(tared weighing bottle) 속에 넣고 2분 동안

방치한다. 적절한 갈고리 모양의 기구를 가지고 물에서 스펀지를 꺼내고 5초간 배수시킨 후 스펀지를 폐기한다. 칭량병과

물의 무게를 다시 잰다. 수분 손실은 스펀지에 의해 흡수된 물의 무게를 나타낸다.

돼지 지라 모델 - 외과적 처치

돼지는 혈액량이 많고 지라의 혈관이 잘 발달하여 각 동물 자체로 지혈 효과를 여러 번 비교할 수 있으므로 돼지를 선택하

였다. 지라 내에 만든 외과적 절개부에 시험 조성물을 차례로 가하였다. 지혈제가 없는 경우에 ＞12분간 출혈이 지속됨을

증명하기 위해 식염수로 적셔진 거즈를 사용하여 각각의 연구의 개시와 끝 무렵에 음성 대조구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의 1차적인 변수는 지혈시간 또는 출혈 정도의 감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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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중간선을 절개하여 지라를 노출시켰다. 길이 10-15 mm 깊이 2 mm의 절개부를 지라 속에 만들었다. 시험 조성물(또

는 대조구)을 2분간 손으로 눌러서 붙였다. 그 조성물을 제거하고, 출혈 정도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어서 출혈 정도를 5-

7분 동안 매 30초 마다 평가하였다.

각각의 돼지 지라에 대략 20 개의 절개부를 만들었다.

실시예 1 - 스펀지 #1의 제조

1,500-1,800 kDa의 분자량을 가진 HA 젤(2%(w/v))을 스트렙토코커스 이쿠이 sp(Streptococcus Equi sp)의 히알루론

산 나트륨 염(Biochemika)으로부터 제조하였다. 이 젤을 갓 발포시킨 젤라틴(16.7%(w/v))에 첨가하였다. HA의 첨가 직

후, 젤라틴이 덩어리져 막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혼합물을 높은 속도에서 회전시켰다. 불균등한 혼합물을 피하기 위해

서, 온도는 실온보다 낮지 않도록 하였다. 혼합 후, 상기 혼합물을 트레이 속에 부었고 또는 정교하게 구멍이 뚫린 테프론

시트위에 놓았으며, 이어서 대략 30℃와 10%의 상대습도에서 약 16시간 동안 공기에 의한 건조를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

로 만들어진 스펀지들은 전형적으로 대략 25-50%(w/w)의 HA를 포함하였다.

실시예 2 - 스펀지 #2의 제조

1,500-1,800 kDa의 분자량을 가진 HA 젤(2%(w/v))을 스트렙토코커스 이쿠이 sp(Streptococcus Equi sp)의 히알루론

산 나트륨 염(Biochemika)으로부터 제조하였다. 이 젤을 갓 발포된 젤라틴(16.7%(w/v))에 첨가하였다. HA의 첨가 직후,

젤라틴이 덩어리져서 막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혼합물을 높은 속도에서 회전시켰다. 불균등한 혼합물을 피하기 위해서,

온도는 실온보다 낮지 않도록 하였다. 혼합 후, 상기 혼합물을 트레이 속에 부었고 또는 정교하게 구멍이 뚫린 테프론 시트

위에 놓았으며, 이어서 온화한 동결건조(생성물의 온도 : 7시간 후 30℃)를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스펀지들은

실시예 1에서 만들어진 스펀지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다공성 구조를 가졌다. 더욱이 이러한 방법은 더 큰 두께를 가진 스

펀지의 제조에 적합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실시예 3 - 스펀지 #3의 제조

1,500-1,800 kDa의 분자량을 가진 HA 젤(2%(w/v))을 스트렙토코커스 이쿠이 sp(Streptococcus Equi sp)의 히알루론

산 나트륨 염(Biochemika)으로부터 제조하였다. 그 젤을 젤라틴 스펀지(Surgifoam®)의 위쪽 표면에 발랐고, 이어서 대략

30℃와 10%의 상대습도에서 약 16시간 동안 공기에 의한 건조가 뒤따랐다.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스펀지들은 전형적

으로 최소한 13%(w/w)의 HA를 포함하였다.

실시예 4 - USP 24에 따른 수분 흡수도 측정

스펀지 #1에 대해 위에서 설명했던 수분 흡수 시험(USP 24)이 행해졌다. USP 24 방법은 HA가 없는 흡수되는 젤라틴 스

펀지에 대해서 고안된 것이다. USP 24 방법에서, 스펀지를 반죽하는 것은 젤라틴 스펀지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다. 본 발

명의 스펀지들의 경우에는 보다 약하게 반죽하는 것이 좋다.

흡수 특성들을 시판되는 젤라틴 스펀지인 Surgifoam®과 비교하였다. 아래의 결과가 얻어졌다.

스펀지 #1

상대적 흡수(g/g)

젤라틴 스펀지

상대적 흡수(g/g)

30.4

29.5

27.1

24.1

25.1

 평균:      27.2

표준편차:      2.7

60.0

57.9

50.0

54.9

59.9

56.5

4.0

공개특허 10-2007-0046093

- 22 -



상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스펀지 #1에 의한 수분 흡수와 흡수되는 젤라틴 스펀지(Surgifoam®)에 의한 수분 흡수 사이의

비율은 27.2/56.5 = 0.48이다.

더욱이 젖은 스펀지들의 육안 검사에 의하면 스펀지 #1은 Surgifoam®스펀지보다 훨씬 덜 팽창하였다는 것은 자명하다.

실시예 5 - 돼지 지라 모델에서의 지혈 효율의 평가

이 연구의 목적은 돼지의 지라에 만들어진 자유롭게 출혈이 일어나는 작은 절개들에 사용하였을 때, 시판되는 젤라틴 스펀

지들(Surgifoam®)과 비교한 본 발명의 스펀지들의 효율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다. 스펀지들(6.5 ㎠)을 멸균한 식염수로

미리 적신 후 사용하였다. 이어서 가능한 한 온화하게 반죽을 하였다.

돼지는 혈액량이 많고 지라의 혈관이 잘 발달하여 각 동물 자체로 지혈 효과를 여러 번 비교할 수 있으므로 돼지를 선택하

였다. 스펀지들을 시험기간 동안 지라의 여러 개의 외과적 절개들에 하나씩 사용하였다. 돼지들을 마취에서 회복되지 않도

록 하여 안락사시켰다.

시험의 1차적인 변수는 지혈 시간이었다.

복부 중간선을 절개하여 지라를 노출시켰다. 길이 1.0 cm(깊이 2 mm)의 절개부를 지라 속에 만들었다. 식염수로 적신 거

즈로 일정한 출혈을 증명하기 위하여 2 개의 절개부를 만들었다. 시험 되는 각 스펀지를 위해 3 개의 절개부들을 만들었다.

시험 스펀지(또는 대조구)를 2분간 손으로 눌러서 붙였다. 30초 동안 더 손으로 눌러, 매 30초 마다 지혈을 측정하였다. 지

혈제가 없는 경우에 ＞12분간 출혈이 지속됨을 증명하기 위해 식염수로 적셔진 거즈를 사용하여 각각의 연구의 개시와 끝

무렵에 음성 대조구 시험을 실시하였다.

출혈이 최소 5분 내에 멈추지 않았던 경우 및/또는 스펀지가 사전 조사 중에 출혈을 감소시키지 않고 포화된 경우에는 시

험을 중단하였다.

아래의 결과들을 얻었다:

스펀지
지혈시간

(분)
외과의의 소견

음성 대조구 ＞12  

젤라틴 스펀지

젤라틴 스펀지

젤라틴 스펀지

＞6

＞5

＞5

스펀지가 포화되고 출혈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중단하였다.

이 시도에서 절개의 크기는 1.5cm였다. 이번 단계부터 절개의 크기를 1.0 cm

로 감소시켰다.

거의 출혈이 없음. 스펀지의 포화와 출혈 감소가 관찰되지 않아 시험을 중단

하였다.

스펀지의 포화와 출혈 감소가 관찰되지 않아 시험을 중단하였다.

스펀지 #1

스펀지 #1

스펀지 #1

5

3

2

Surgifoam®과 비교하여 미리 적심(pre-wetting)이 느리다.

표면에 잘 붙는다.

단지 스펀지의 표면에만 흡수된다.

Surgifoam®과 비교하여 미리 적심(pre-wetting)이 느리다.

미리 적시는 것에 의해 덜 흐늘거린다.

단지 스펀지의 표면에만 흡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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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펀지 #3*

스펀지 #3*

스펀지 #3*

>5.5

>5

>5

출혈이 보통 정도로 감소 되었다.

스펀지의 포화와 출혈 감소가 관찰되지 않아 시험을 중단하였다.

스펀지의 포화와 출혈 감소가 관찰되지 않아 시험을 중단하였다.

미리 적심(pre-wetting)이 쉽다.

거의 출혈이 없음.

제품은 5분 후에 포화되었다.

스펀지 #3**

스펀지 #3**

스펀지 #3**

5

5

3

단지 스펀지의 표면에만 흡수된다.

스펀지 내로 약간의 흡수.

단지 스펀지의 표면에만 흡수된다.

음성적 대조구 >12  

*: HA 층을 출혈부 반대쪽으로 향하게 함

**: HA 층을 출혈부 쪽으로 향하게 함

Surgifoam®이 이전의 돼지 지라 모델들에서 보인 것보다 지혈에 더 긴 시간을 보여주는 것의 이유는 그 스펀지의 상대적

으로 작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6.5 ㎠)

얻어진 결과로부터 볼 수 있듯이, 본 발명의 지혈 스펀지(스펀지 #1 및 #3)의 지혈 특성들은 Surgifoam®에 비교하여 명백

하게 우수하였다. 특히, 스펀지 #1은 매우 효율적인바, Surgifoam®에 비교할 때 적어도 2분의 지혈 시간의 차이를 가진

다.

실시예 6 - 돼지 지라 모델에서 출혈 정도의 감소의 평가

아래의 서로 다른 조성물들을 시험하였다.

· HA를 포함한 그리고 포함하지 않은 젤라틴 스펀지(S4 vs. S1)

· HA를 포함한 그리고 포함하지 않은 산화 셀룰로스 스펀지(S9 vs. S8)

· HA를 포함한 그리고 포함하지 않은 젤라틴 분말(S3 vs. S2)

· 트롬빈을 가진 젤라틴 스펀지(S7)

S1 스펀지는 시판되는 젤라틴 스펀지 Spongostan®이었다.

S4 스펀지는 실시예 1에서 설명된 것처럼 제조한 것이고 이어서 이를 종이가방(paper-bag)에 넣어 150℃의 오븐에서 90

분 동안 두어서 건조 가열 처리하였다.

S7 스펀지는 Spongostan® 스펀지인데, 1000 U/mL 트롬빈-용액 속에서 더 적셨다.

S8 스펀지는 시판되는 산화 셀룰로스 스펀지로 Surgicel®이다.

S9 스펀지는 시판되는 스펀지인 Surgicel®을 스펀지 내의 HA의 농도가 10% w/w일 때까지 HA의 젤 속에서 적셔서 만든

것이다. 이어서 HA를 포함한 그 스펀지를 동결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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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포함하지 않은 분말(S2)은 Spongostan®스펀지를 제분하여 페이스트를 얻기 위해 그 사용 직전에 분말과 식염수를 섞

어서 만들었다.

HA를 포함한 분말(S3)은 유사하게 Spongostan®스펀지를 제분하고 이어서 HA 분말과 함께 그 제분을 하여 얻어진 분말

을 혼합하고 다음으로 그 사용 직전에 페이스트를 얻기 위해 이 혼합물에 식염수를 첨가하여 만들었다.

요컨대, 시료들의 지혈 효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지라에 절개부를 만들고 그에 따른 출혈 정도를 0-5의 점수로 평가하였다. 이어서, 해당 시료를 절개부에 도포하고, 소정

간격으로 시료를 절개부로부터 제거하고, 시료를 재도포하기 전에 출혈 정도를 평가하였다. 분말시료와 산화 셀룰로오스

시료들은 절개부로부터 제거하지 않았는데, 이는 HA가 없는 조성물의 경우에서도 출혈 정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인다. 이들 경우에 있어서 시료들을 통하여 새어나오는 혈액의 양에 의하여 출혈 정도를 측정한다. 만일 7분 후에

도 지혈(점수 0)되지 않으면 그 시점에서 실험을 중단하였다. 각 유형의 시료를 위해 7번의 반복실험(총 네 마리 돼지들에

분배하여)이 수행하였다. 예외적으로 참조 시료들을 위해서는 각각의 돼지마다 3번의 반복실험, 즉, 총 12번을 수행하였

다.

각 실험에서 출혈 정도의 감소를 실험의 시작과 말기에서 측정된 출혈 정도 간의 차로서 계산하였다.

이들 숫자들의 결과적인 평균값을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

결과:

시료
평균적 출혈 정도의

감소

출혈 정도의 측정을

위한 절개부로부터

조성물의 제거

S1 : 150℃에서 180분 동안 가열된, 젤라틴 스펀지

(Spongostan®)
0,82 예

S4 : 30% w/w HA(Biochemika)를 함유하는 젤라틴 스펀지,

150℃에서 90분 동안 가열함
4,29 예

S7 : 트롬빈을 포함한 젤라틴 스펀지(Spongostan®) 3,00 예

S2 : 15 kGy의 방사선(e-beam)이 조사된 젤라틴 분말 2,86 아니오

S3 : 10% w/w HA (HTL)를 함유하고 15 kGy 방사선(e-

beam)이 조사된 젤라틴 분말
3,67 아니오

S8 : 산화 셀룰로스 스펀지(Surgicel®) 2,71 아니오

S9 : 10% w/w HA(HTL)을 함유하는 산화 셀룰로스 스펀지

(Surgicel®)
3,29 아니오

상기 결과는 HA를 포함한 젤라틴 스펀지, 젤라틴 분말 및 산화 셀룰로오스 스펀지의 존재가 HA를 포함하지 않은 동일한

스펀지 또는 분말보다 더 출혈 정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S4 vs. S1, S3 vs. S2 및 S9 vs. S8)

더욱이 결과는 HA를 포함한 젤라틴 스펀지가 트롬빈을 포함한 젤라틴 스펀지보다 출혈 정도에 있어서 더 큰 감소를 가져

온다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S4 vs. S7)

유사한 연구에서, HA를 포함하지 않은 또는 10% w/w HA를 포함한 Lyostypt 콜라겐 압박 붕대(Lyostypt collagen

compress)(시판중)의 출혈 정도의 감소가 측정되었다. HA를 포함하지 않은 Lyostypt 콜라겐 압박 붕대에서 출혈 정도의

평균 감소는 1.00임을 발견하였고 반면 10% w/w HA를 포함한 Lyostypt 콜라겐 압박 붕대의 경우에는 1.43이 됨을 발견

했다. 그러므로 또한 지혈 조성물의 이러한 유형에 있어서도 HA의 존재는 출혈 정도의 감소를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 나타

난다.

Lyostypt 콜라겐 압박 붕대의 경우 출혈 정도의 평가를 위해 절개부에서 제거하지 않았다.

실시예 7 - 돼지 지라 모델에서 지혈 시간의 측정; 사용 방법에 따른 그리고 스펀지 내의 트롬빈의 존재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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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 에서 설명하였던 것처럼 스펀지를 제조하였다. 이어서 각각의 스펀지들을 아래의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시험 시료 B를 충분한 멸균 식염수를 가지고 30초 동안 단지 안에서 적시고 반죽하였으며 그 사용 전에 압착하였다. 시험

시료 B를 사용 전에 미리 적신 거즈 위에 놓았다.

시험 시료 D 및 E를 2mL 의 멸균 식염수와 함께 단지 속에 두었다. 스펀지를 매우 온화하게 반죽하였고, 모든 식염수가 스

펀지 전체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위아래를 바꾸었다. 최대 1분 후에 스펀지의 바닥면을 Parafilm의 윗면에 위치시키고 사

용을 준비하였다.

시험 시료 F 및 G를 2 mL 트롬빈 용액(1000 U/mL)을 넣은 단지 안에 넣었고, 스펀지들을 아주 온화하게 반죽하였고 모든

트롬빈 용액이 전체 스펀지 내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위아래를 바꾸었다. 최대 1분 후에 스펀지의 바닥면을 Parafilm의

윗면에 위치시키고 사용을 준비하였다.

시험 시료 J 및 K는 건조하게 사용하였다.

시험 시료 L은 시험 시료 D 및 E에서 기술한 것처럼 식염수에 적셨다.

결과:

스펀지 지혈 시간

B : 식염수에 적신 젤라틴 스펀지(Surgifoam®) 3-5 분

D : 분자량이 2,18×105 Da인 HA를 30% w/w 함유하는 식염수에

적신 젤라틴 스펀지
2,5-3,5 분(평균 3분)

E : 분자량이 1,06×106 Da인 HA를 30% w/w 함유하는 식염수에

적신 젤라틴 스펀지
2,0-2,5 분(평균 2,25분)

F : 분자량이 2,18×105 Da인 HA를 30% w/w 함유하는 1000

units/ml 트롬빈에 적신 젤라틴 스펀지
2,0-3,0 분(평균 2,25분)

G : 분자량이 1,06×106 Da인 HA를 30% w/w 함유하는 1000

units/ml 트롬빈에 적신 젤라틴 스펀지
2,0 분(평균 2,0분)

J : 분자량이 2,18×105 Da인 HA를 30% w/w 함유하는 건조 사용

된 젤라틴 스펀지
4,0-7,0 분(평균 5,75분)

K : 분자량이 1,06×106 Da인 HA를 30% w/w 함유하는 건조 사용

된 젤라틴 스펀지
5분 에서 7분

L : 분자량이 1,5-1,8×106 Da인 발효 과정으로 만든 HA를 30%

w/w 함유하는 식염수에 적신 젤라틴 스펀지
2,0-2,5 분(평균 2,25분)

상기 결과들은 스펀지를 적셔서 사용할 경우, 건조한 상태로 사용할 때보다 지혈시간이 더 짧아진 것을 보여준다(D vs. J

및 E vs. K).

더욱이 트롬빈으로 적신 스펀지는 식염수로 적신 스펀지보다 지혈 시간을 아주 더 많이 줄인다는 것이 나타난다(F vs. D

및 G vs. E).

더 높은 분자량의 HA는 더 낮은 분자량의 HA 보다 지혈 시간을 더 많이 줄인다는 것이 또한 나타난다(E vs. D 및 G vs.

F).

실시예 8 : 물질의 전달을 위한 전달 수단으로서의 본 발명의 스펀지의 사용

토브라마이신 설페이트(tobramycin sulphate)의 방출의 관점에서 본 발명 스펀지를 시판되는 Surgifoam®과 비교하였다.

양쪽 조제품을 모두 14 mm의 직경을 가진 더 작은 스펀지들로 절단하여, 토브라마이신 설페이트 용액 속에 담구었다. 전

달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조제품으로부터의 토브라마이신 설페이트의 방출은 USP HPLC 방법을 사용하여 토브라마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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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페이트을 정량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실제 방출은 Franz 확산 세포(Franz diffusion cell)들에서 일어났으며, 시료들

은 0, 10, 30, 60, 120, 1440, 2880 및 3975 분 후에 채취하였다. 토브라마이신 설페이트의 양은 표준용액에 기초해서 계

산하였다.

그 결과, 3975분 동안 수행된 연구에서, 젤라틴과 HA를 포함한 스펀지들은 시판되는 젤라틴 스펀지보다 토브라마이신 설

페이트를 더 많이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 HA w/w를 포함한 콜라겐 스펀지를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 결과들은 토브라마이신

설페이트의 방출은 젤라틴 스펀지(Surgifoam®) 보다 HA를 포함한 콜라겐 스펀지로부터 더 많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더욱이 본 조사로부터 10% HA w/w 함유 콜라겐 스펀지 그리고 시판되는 Surgifoam®에서 카보플라틴(carboplatin)의

방출이 유사한 연구에서 조사되었다. 카보플라틴의 방출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HA를 포함한 조제물이 젤라틴 스펀지보다

시험 물질의 더 많은 방출이 있다는 토브라마이신에서 보았던 경향을 확인하였다.

결과들은 HA를 포함한 본 발명품 및 콜라겐 스펀지는 다른 물질의 수송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의 방출은 젤

라틴 스펀지로부터의 방출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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