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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약물전달체용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의 액체 조성물 및이의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물에 불용성이고 분자량 1,000달톤 이하의 저분자량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에 용해되는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 수용성인 생체 적합성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 및 약리학적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체내에 

주사시 생리활성물질 함유 고체 고분자 임플란트를 형성하는 액체 고분자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액체 고분자 조성물은 인체에 주사시 생리활성물질 함유 고체 임플란트를 형성하여 생리활성물질을 서서히 

방출시킨 후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분해되므로 펩타이드 및 단백질 의약품과 같은 생리활성물질의 전달체로 매우 유

용하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액체 고분자 조성물의 시험관내( in vitro) 약물방출 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액체 고분자 조성물의 안정성 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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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약물전달체용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의 액체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저분자량 액체 폴

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에는 용해되고 물에 용해되지 않는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 액체 수용성 고분자 및 생리활성

물질을 포함하고, 생체내에 주사시 생리활성물질 함유 고체 고분자 임플란트가 형성되어 서서히 생리활성물질을 방

출한 후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분해되어 없어지는 약물 전달체용 액체 고분자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생체적합성 생분해성 고분자는 수술용 봉합사, 조직 재생 유도막, 상처 치료용 보호막, 약물전달체 등으로 의료분야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생분해성 고분자 중에서 폴리락타이드(PLA), 폴리글리콜라이드(PGA) 및 락타이드와

글리콜라이드의 공중합체(PLGA)는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고, 체내에서 분해되어 이산화탄소와 물 등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분해되어 소실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수행된 바 있고 이미 상품화되어 있다.

생분해성 고분자 약물 전달체로는 생분해성 고분자 매트릭스내에 약물을 함유시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수

술을 통하여 이식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일반 주사기로 주사를 통하여 주입하는 형태로서 약물 함유 고분자 

마이크로스피어 및 나노스피어가 알려져 있으나 마이크로스피어는 특별한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제조할 수 있는 단점

이 있으며, 생분해성 고분자가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만 용해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유기용매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마이크로스피어 제조 후 잔류 용매를 완전히 날려 보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펩타이드 및 단

백질은 유기용매와의 접촉에 의해 쉽게 생리활성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특허 제 5,384,333 호는 20 내지 37℃ 사이의 온도에서는 고체이며 38 내지 52 ℃의 온도에서는 유동성을 갖는,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으로 이루어진 공중합체 조성물에 약리 활성물질을 함유시켜 주사할 수 있는 조성물을 개

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성물은 사용하기 직전에 비교적 고온인 38 내지 52 ℃로 가열하여야 하며, 고분자 조성물

내에 약물을 균일하게 함유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 으며, 미국특허 제 5,612,052 호에서는 소수성의 폴리에스터(

A)와 친수성의 폴리에틸렌옥사이드(B)가 A-B-A 형태로 결합되어 물과 접촉하였을 때 수화되어 하이드로젤을 형성

하는 특징이 있는 블록 공중합체 조성물을 개시하고 있는데, 이 조성물은 약물이 첨가되면 빠른 속도로 약물이 방출

되어 버리기 때문에 별도의 생분해성 미세입자를 상기 고분자 조성물에 약물과 함께 현탁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특별

한 방법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미국특허 제 5,702,717 호에서는 소수성인 생분해성 폴리에스터(A)와 친수성 고분자인 폴리에틸렌옥사이드(B

)의 A-B-A형 블록 공중합체 중 특정조성을 갖는 고분자가 특정농도의 수용액에서 졸-젤 상전이를 일으키는 성질을 

이용한 단백질 의약품 전달체에 관하여 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블록 공중합체는 20 ℃ 이하에서는 물에 용해되고, 

약 30 ℃ 이상에서는 상전이되어 젤을 형성하는 열적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약물과 고분자를 함께 저온의 수용액에 

녹여 만든 용액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인체에 주사하면 체온에 의해서 고분자가 젤로 상전이되고 여기에 함입된 약물

이 서서히 방출되고 체내에서 분해되어 없어지는 조성물로 유기용매의 사용을 배제하여 특히 단백질 의약품의 활성

소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제조방법이 요구되지 않고, 간단히 막필터를 이용하여 멸균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

다. 그러나 블록 공중합체의 구성 성분이 분해성 고분자와 물이고, 분해성 고분자는 물에 의해 가수분해되기 때문에 

고분자 수용액 상태로 상품화할 수 없고, 사용하기 직전에 물에 녹여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때 소요되는 시간

이 수 십분 이상이므로 직접 상품으로 연결시키기에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주요구성 성분 이 물이므로 고분

자량의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의약품 및 물에 잘 녹지 않는 난용성 약물의 장기간에 걸친 전달체로서는 적합하나, 수

용성 단분자 의약품은 1일 이내의 짧은 시간내에 약물이 빠르게 방출되기 때문에 생분해성 임플란트로서는 적합치 

못하다.

또한 미국특허 제 5,599,552 호에서는 수불용성인 생분해성 열가소성 고분자를 물과 혼합되는 유기용매에 녹인 조성

물로서 물 또는 체액과 접촉하여 상분리가 일어나 임플란트시킬 수 있는 조성물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분해성 열가소성 고분자를 용해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단분자 유기용매, 예를 들어 N-메틸-2-피롤리돈, 에틸 락테

이트, 디메틸술폭사이드 등은 세포의 탈수 및 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특히 적용부위에서의 심한 통증이 유

발되는 단점이 있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특허 제 5,607,686 호에서는 단분자 유기용매 대신에 친수성의 액체 고분

자를 수불용성의 소수성 고분자와 혼합하여 제조한 액체 고분자 조성물을 개시하고 있는데, 이 조성물은 물과 접촉하

였을 때 상분리가 일어나서 임플란트를 형성하며, 단분자 유기용매와는 달리 급격한 부피 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수

용성 고분자인 저분자량 폴리에틸렌옥사이드가 세포와의 적합성이 우수하여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이 조성물을 제조함에 있어서 상기 수 불용성 소수성 고분자와 친수성 액체 고분자의 균일한 조성을 위해 80 ℃

의 고온으로 가열하여야 하므로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유착방지 및 상처보호 등의 용도로는 우수하나, 생리

활성물질, 특히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의약품 등의 전달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즉, 펩타이드 및 단백질 의약품은 높

은 온도에서 쉽게 활성을 소실하는 특징이 있으며, 단백질 의약품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조성물내에 균일하게 함유시

키는 것이 어렵다. 이 특허에는 고분자 조성물내에 어떻게 약물 또는 생리활성물질을 균일하게 함유시키는 지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특히 소수성 고분자인 폴리락타이드, 폴리글리콜라이드 및 이들의 공중합체는 수용성 고분자인 폴리

에틸렌글리콜과 혼합시 80 ℃의 고온에서는 균일한 조성을 갖지만, 실온에 오랜 기간 방치하면 상 분리가 일어나 균

일한 조성물을 유지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폴리락타이드, 폴리글리콜라이드 또는 이들의 공중합체가 폴리에

틸렌글리콜과의 친화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제제의 제조를 위해서는 멸균과정이 필수적인데, 기존에 보고된 방법들은 조성물의 특성상 임플란트 제제

에 부적합하거나 비경제적이고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상기 미국 특허 제 5,612,052 호 및 제 5,702,71

7 호에서 사용한 생분해성 고분자는 수 불용성이므로 약물, 생분해성 고분자 및 친수성 고분자를 혼합하여 균일한 용

액을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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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막여과 법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조성물을 멸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방사선 조사법 또는 EO 가스법 등으

로 멸균하여야 하는데, 방사선은 약물을 손상시킬 수 있고, EO 가스법은 임플란트 제형의 멸균법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무균 방부 조건에서 제제를 제조하는 방법이 있으나 비용이 너무 비싸 현실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발명에서는 저분자량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친화성이 우수하여 폴리 에틸렌글리콜에 용해하였을 때 상분리

가 일어나지 않는 블록 공중합체를 사용하여 제조공정이 간단하고 1회 주사로 장기간에 걸쳐서 약물을 방출시키며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분해될 수 있는 임플란트용 조성물을 제조함으로써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1회 주사로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약물을 방출하고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분해되어 없어지는 임

플란트형 약물 전달체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물에 불용성이고 분자량 1,000달톤 이하의 저분자량 액체 폴리에틸렌

글리콜 유도체에 용해되는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 수용성인 생체 적합성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 및 약리학

적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생체내에 주사시 생리활성물질 함유 고체 고분자 임플란트를 형성하는 액체 고분자 조

성물을 제공한다.

상기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는 수용액에 용해되지 않고 저분자량 폴리에틸렌글리콜에 용해되며, 물에 의하여 인체

에 무해한 물질로 가수분해되는 특징을 갖는 고분자로서 인체 투여서 약물 저장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소수

성 폴리에스터(A) 블록과 폴리에틸렌글리콜(B) 블록이 에스테르 결합에 의해 연결된 블 록 공중합체로서 블록의 연결

형태가 A-B-A, B-A-B, A-B 및 (A-B)n 중 어느 것이든지 가능하나 바람직하게는 A-B-A 형태이고, 분자량 범위

는 1,000 내지 50,000 달톤, 바람직하게는 1,000 내지 15,000 달톤, 가장 바람직하게는 1,000 내지 10,000 달톤이

다. 소수성 폴리에스터(A) 블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고분자로는 L-폴리락타이드(L-PLA), D,L-폴리락타이드(D,L

-PLA), L- 또는 D,L-락타이드와 글리콜라이드의 공중합체(PLLGA 또는 PDLLGA), 폴리글리콜라이드(PGA), 폴리

카프로락톤(PCL), 락트산과 카프로락톤의 공중합체(PLCL), 폴리하이드록시부틸산(PHB), 1,4-다이옥산-2-온과 락

타이드의 공중합체(PLDO), 폴리(p-다이옥산온)(PDO) 등이 있으며, 특히 L-폴리락트산(L-PLA), D,L-폴리락트산(

D,L-PLA), L- 또는 D,L-락트산과 글리콜산의 공중합체, 1,4-다이옥산-2-온과 락타이드의 공중합체가 바람직하다.

소수성 폴리에스터(A) 블록의 사용 가능한 분자량 범위는 500 내지 25,000 달톤, 바람직하게는 500 내지 15,000 달

톤, 가장 바람직하게는 1,000 내지 5,000 달톤이다. 그리고 상기 친수성 폴리에틸렌글리콜 블록(B)으로는 폴리에틸

렌글리콜(PEG) 및 에틸렌글리콜과 프로필렌글리콜의 공중합체가 있으며, 특히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가 바람직하

다. 이의 분자량의 범위는 100 내지 10,000 달톤, 바람직하게는 500 내지 5,000 달톤이다.

상기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의 조성중 폴리에틸렌글리콜 블록의 함량은 20 내지 80 중량 %,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70 중량 %이며, 본 발명의 액체 고분자 조성물중 상기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의 함량은 5 내지 80 중량 %, 바람직

하게는 20 내지 60 중량 %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50 중량 %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는 상기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를 용해시키거나 균일하게 혼합

하여 전체 고분자 조성물의 점성도를 낮추어 흐름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고분자 조성물을 18 내지 23게이지의 일반 주

사기로 쉽게 주사가능하도록 하고, 물 또는 체액과 접촉하여 용해됨으로써 상기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가 고체 임플

란트를 형성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구성성분이다. 따라서 상기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는 상기 생분

해성 블록 공중합체의 분해를 야기하거나 물성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하며, 생리활성물질의 활성 소실을 야기시키지 

않는 물질이어야 한다. 또한 인체에 무해하고, 생체 적합성이 좋고, 온도에 상관없이 물에 잘 용해되는 액체가 적합하

다. 이에 적합한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는 폴리에틸렌글리콜, 디알킬 폴리에틸렌글리콜, 디아실 폴리에틸렌글리콜 

등으로 하기 화학식 1과 같은 구조를 갖는 고분자이다.

화학식 1

R 1 -XCH 2 CH 2 (OCH 2 CH 2 ) n -X-R 1

상기식에서,

R 1 은 H, (CH 2 ) m CH 3 또는 CO(CH 2 ) m CH 3 (여기에서 m은 0 내지 17의 정수이다)이고,

X는 O, NH 또는 S이고,

n은 0 내지 100의 정수이다.

또한 액체상태인 폴리에틸렌글리콜은 양 말단기가 히드록시기로 되어 있고, 이는 상기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의 소

수성 부분의 고분자인 폴리락트산 또는 폴리글리콜산 등의 에스테르기를 분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히드록시기를 보

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폴리에틸렌글리콜의 히드록시 보호기로는 알킬기로 에테르화시키는 방법과 아

실기로 에스테르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에스테르화시킴으로서 물에 의해서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가

수분해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상기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와의 친화성을 증가시켜 액체 고분자 조성물내에서 상분

리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분자내에 에스테르기를 도입함으로서 상기 생분해성 블록 공중

합체와 적합성을 향상시킨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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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와 보다 친화성이 높고, 상분리를 일으키지 않으며, 소수성 고분자내 에스테르기의 분해

를 야기시키지 않는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로 사용가능한 고분자로는 폴리에틸렌글리콜의 양 말단 히드록시

기를 에스테르기로 보호함과 동시에 에스테르기의 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하기 화학식 2와 같이 디카르복시산으로 

에스테르화시킨 것들이 있다.

화학식 2

R 2 OOC(CH 2 ) m C(O)(OCH 2 CH 2 ) n -OC(O)(CH 2 ) m COOR 2

상기식에서,

R 2 은 (CH 2 )xCH 3 (여기에서, x는 0 내지 17의 정수이다), H, Na, Ca, Mg 또는 Zn이고,

n은 0 내지 100의 정수이고,

m은 0 내지 6의 정수이다.

상기 화학식 2의 화합물은 폴리에틸렌글리콜을 말론산, 숙신산, 글루타르산 등의 디카르복실산 무수화합물(언하이드

라이드)과 반응시켜 디카르복시 폴리에틸렌글리콜을 얻고, 이를 티오닐클로라이드로 처리하여 카르복시기를 아실클

로라이드로 바꾼 후 알코올 처리하여 에스테르를 제조함으로써 수득할 수 있다.

상기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의 분자량은 100 내지 15,000 달톤, 바람직하게는 200 내지 1,000 달톤이다.

본 발명의 액체 고분자 조성물 중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의 함량은 10 내지 95 중량 %인 것이 바람직하고, 보

다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70 중량 %이다.

상기 조성물에서 "생리활성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1 ㎍/㎖ 이상이고, 동물 또는 사람의 몸에서 생리적인 기능을 

촉진 또는 억제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미생물, 바이러스 등의 생육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물질로서

항균제, 항염증제, 항암제, 성장 호르몬, 항말라리아제, 호르몬제, 면역증강제, 성장인자, 해열제, 항우울제, 면역억제

제, 항구토제, 당뇨병 치료제, 고혈압치료제, 고지질증 치료제, 심혈관 질환 치료제 등의 약물을 말한다.

상기 항균제로는 미노싸이클린, 테트라싸이클린, 오플록사신, 포스포마이신, 머게인, 프로플록사신, 암피실린, 페니실

린, 독시싸이클린, 티에나마이신, 세팔로스포린, 노르카디신, 겐타마이신, 네오마이신, 가나마이신, 파로모마이신, 미

크로노마이신, 아미카신, 토브라마이신, 디베카신, 세포탁신, 세파클러, 에리스로마이신, 싸이프로플록사신, 레보플록

사신, 엔옥사신, 반코마이신, 이미페넴, 후시딕산 등이 사용가능하다.

또한 항암제로는 파클리탁셀, 텍소티어, 아드리아마이신, 엔도스타틴, 앤지오스타틴, 미토마이신, 블레오마이신, 시스

플레틴, 카보플레틴, 독소루비신, 다우노루비신, 이다루비신, 5-플로로우라실, 메토트렉세이트, 엑티노마이신-D등이

적용 가능하고, 항염증제로는 리소자임, 아세토아민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디크로페낙, 인도메타신, 피록시캄, 페

노프로펜, 플루비프로펜, 케토프로펜, 나프록센, 수프로펜, 록소프로펜, 시녹시캄, 테녹시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매일매일 투여하여야 하는 의약품으로 분자량이 비교적 크고, 장관 및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기 

어려운 약물인 펩타이드 및 단백질 의약품이 바람직하다. 이에는 인간 성장 호르몬(hGH), 돼지 성장 호르몬(pGH), 백

혈구 성장인자(G-CSF), 적혈구 성장인자(EPO), 대식세포 성장인자(M-CSF), 종양 괴사인자(TNF), 상피세포 성장

인자(EGF), 혈소판 유도 성장인자(PDGF), 인터페론-α,β, γ(IFN-α,β, γ), 인터루킨-2(IL-2), 칼시토닌, 신경성

장인자(NGF), 성장 호르몬 방출인자, 엔지오텐신, 황체형성 호르몬 방출 호르몬(LHRH), 황체 형성 호르몬 방출 호르

몬 작동약(LHRH agonist), 인슐린,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TRH), 엔지오스태틴, 엔도스태틴, 소마토스타틴

, 글루카곤, 엔도르핀, 바시트라신, 머게 인, 콜리스틴, 바시트라신, 단일 항체 또는 백신류, 뼈 성장 인자(BMP) 등이 

있다.

본 발명의 액체 고분자 조성물 중 상기 생리활성물질의 함량은 1 내지 40 중량 %, 바람직하게는 1 내지 30 중량 %, 

가장 바람직하게는 2 내지 25 중량 %이다.

본 발명의 액체 고분자 조성물은 고분자 조성물내에서 약물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거나, 조성물의 수소이온농도를 조

절하거나, 약물의 방출 속도 및 고분자의 분해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첨가제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첨가

제로는 계면 활성제, 당류 및 무기물 염이 포함된다. 계면 활성제로는 이온성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특히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바람직하다. 이온성 계면활성제로는 소듐 도데실설페이트를 예로 들 수 있고,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중 폴리소르베이트계 및 폴록사머계의 계면 활성제가 바람직하다. 사용 가능한 당류로는 만니

톨, 솔비톨, 소르보스, 트레할로스 등이 있으며, 무기물 염에는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염화 아연, 염화 마그네슘, 탄

산 칼슘, 탄산 아연, 초산 아연, 젖산 아연 등의 화합물이 있다.

본 발명의 액체 고분자 조성물 중 첨가제의 함량은 0 내지 10 중량 %, 바람직하게는 2 내지 8 중량 %이다.

본 발명의 액체 고분자 조성물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먼저, 상기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 액체 폴리에

틸렌글리콜 유도체, 생리활성물질 및 임의의 첨가제를 모두 물 또는 유기용매에 용해시킨 고분자 용액을 제조한다. 

상기 고분자 용액을 제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유기용매로는 아세토니트릴, 아세톤, 아세트산, 디메틸아세트아미드,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다이옥산 등이 있으며, 이들 은 생리활성물질의 용해도를 고려하여 물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 때 물과 유기용매의 혼합비는 0.2/0.8 - 0.8/0.2가 적당하다.

이어서 상기 고분자 용액을 구멍크기가 0.8 내지 0.22㎛인 막여과기로 여과하여 멸균한 다음 유기용매 및 물을 동결 

또는 감압 증발시켜 제거함으로써 액체 고분자 조성물을 제조할 수 있다. 상기 약물 함유 고분자 용액이 유기용매와 

물의 혼합 용액인 경우에는 동결시킨 후 동결건조한다. 동결건조는 약 0.1 토르(torr) 이하의 감압상태에서 30 ℃ 이

하의 온도에서 과량의 용매를 제거하여 액체 고분자 조성물을 제조하고, 이를 감압하에서 진공 건조하여 수분율이 1 

% 이하, 바람직하게는 0.5 %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다. 특히 진공 건조시에 액체 고분자 조성물 내에 약물이 균일하게

분포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혼합기로 저어주면서 건조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수용액이 아닌 유기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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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 경우에는 동결건조하지 않고, 감압상태에서 서서히 증발시킨다.

또한, 본 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상기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 생리활성물질 및 첨

가제 각각 또는 하나 이상을 유기용매에 용해시켜 각 용액을 제조한 후, 각각 막여과시킨 것을 균일한 용액으로 혼합

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이어서 상기 약물 함유 액체 고분자 조성물을 멸균된 용기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1회 주사에 필요한 양을 분량하여 

가한 후 밀봉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용 약물 함유 액체 고분자 조성물을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액체 고분자 조성물은 기존의 발명의 조성물에서 포함하는 유기용 매를 증발시켜 제거함으로서 조성물을 

조직에 주사하였을 때 나타나는 유기용매에 의한 주사부위의 조직독성, 특히 조직탈수, 괴사 및 통증을 제거하였고, 

조성물 중에 물을 배제함으로서 생분해성 고분자의 가수분해를 방지하였으며,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가 저분자량의

폴리에틸렌글리콜에 용해되기 때문에 막여과에 의해 멸균이 가능하다. 또한, 간단히 주사함으로써 직접 임플란트시킬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약물을 서서히 방출시킬 수 있으며, 약물 방출 후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분해되어 없어지는 

약물 전달체로 적합한 임플란트용 조성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을 하기 제조예 및 실시예에 의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단,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을 예시

하기 위한 것일 뿐, 본 발명의 범위가 이들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조예 1: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의 합성

(1) 폴리락타이드(PLA)와 폴리에틸렌글리콜(PEG)의 블록공중합체(PLA-PEG-PLA) 또는 락타이드와 글리콜라이드

의 공중합체(PLGA)와 폴리에틸렌글리콜(PEG)의 블록 공중합체(PLGA-PEG-PLGA)

락타이드(14.19g), 글리콜라이드(3.81g), 폴리에틸렌글리콜(분자량 1000, 7.5 g) 및 촉매로 틴옥토에이트(0.18 g)를

2구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넣고, 감압후 질소기체로 충진하였다. 120 내지 145 ℃로 가열하면서 저어주며, 12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클로로포름을 가하여 용해시킨 다음 무수 에테르에 가하여 고분자를 침전시켰다. 고분자를 분리하

여 다시 클로로포름에 녹인 후 에테르에 침전시켜서 정제한 후 분리하여 진공 건조하여 하기 표 1에 나타낸 블록 공

중합체(PLGA-PEG-2)를 얻었다.

또한,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기 표 1과 같은 블록 공중합체를 합성하였다.

[표 1]

블록 공중합체 LA/GA 비율 PEG 분자량 (달톤) PEG (%) 분자량 (달톤) A---B---A 수득률 (%)

PLA-PEG-1 100/0 1000 31 1090---1000---1090 95

PLGA-PEG-2 74/26 1000 28.8 1234---1000---1234 95

PLGA-PEG-3 73/27 1000 46.3 580---1000---580 93

PLGA-PEG-4 71/29 1000 50 500---1000---500 94

PLGA-PEG-5 82/18 1000 36 890---1000---890 98

PLA-PEG-6 100/0 3400 40 2500---3400---2500 96

PLGA-PEG-7 70/30 8000 42 5500---8000---5500 94

*LA = 락타이드, GA = 글리콜라이드 A : 소수성 고분자(폴리락타이드 또는 락타이드와 글리콜라이드의 공중합체) 

B : 친수성 고분자(폴리에틸렌글리콜)

(2) 락타이드와 1,4-다이옥산-2-온의 공중합체(PLDO)와 폴리에틸렌글리콜(PEG)의 블록 공중합체(PLDO-PEG-P

LDO)

락타이드(10.54g), 1,4-다이옥산-2-온(7.46g), 폴리에틸렌글리콜(분자량 1000, 7.5 g) 및 촉매로 틴옥토에이트(0.1

8 g)를 2구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넣고, 감압후 질소기체로 충진하였다. 80 내지 120 ℃로 가열하면서 저어주며, 48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클로로포름을 가하여 용해시킨 다음 무수 에테르에 가하여 고분자를 침전시켰다. 고분자를 분

리하여 다시 클로로포름에 녹인 후 에테르에 침전시 켜서 정제한 후 분리하여 진공 건조하여 하기 표 2에 나타낸 블록

공중합체 (PLDO-PEG-1)를 얻었다. 또한,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기 표 2와 같은 블록 공중합체를 합성하였다.

[표 2]

블록 공중합체 LA/DO 비율 PEG 분자량 (달톤) PEG (%) 분자량 (달톤) A---B---A 수득률 (%)

PLDO-PEG-1 75/25 1000 26.9 1360---1000---1360 93

PLDO-PEG-2 50/50 1000 31.8 1070---1000---1070 90

PLDO-PEG-3 20/80 1000 37.6 830---1000---830 89

PLDO-PEG-4 80/20 3400 29.9 3980---3400---3980 95

PLDO-PEG-5 70/30 3400 35.8 3050---3400---305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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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DO-PEG-6 50/50 3400 51.8 1580---3400---1580 96

PLDO-PEG-7 30/70 8000 40.8 5800---8000---5800 98

*LA = 락타이드, DO = 1,4-다이옥산-2-온 A : 소수성 고분자(락타이드와 1,4-다이옥산-2-온의 공중합체) B : 친

수성 고분자(폴리에틸렌글리콜)

제조예 2: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의 합성

(1) 디아세틸 폴리에틸렌글리콜의 합성

폴리에틸렌글리콜(분자량 300, 30g, 0.1 mol)과 초산 무수물(24 g, 0.23 mol)을 무수 염화 아연(0.5 g)과 함께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넣고, 12 시간 동안 환류한 다음 디클로로메탄에 녹이고, 이를 무수 에테르에 가하여 오일상으로 석

출된 화합물을 분리하였다. 오일상의 화합물을 무수 에테르로 정제한 후 진공 건조시켰다(수득률: 100 %, IR 스펙트

럼: 2980(C-H), 1725(C=O), 1150(C-O) cm-1).

(2) 디숙시닐 폴리에틸렌글리콜의 합성

폴리에틸렌글리콜(분자량 300, 30 g, 0.1 mol)과 숙신산 무수물(22 g, 0.22 mol)을 무수 아세톤에 녹인 후 12 시간

동안 환류시켰다. 감압 증류하여 아세톤을 날려 보내고, 남은 물질에 무수 에테르를 가하여 합성된 화합물을 석출시킨

후 석출된 화합물을 아세트산 에틸에 녹인후 증류수로 생성물을 추출한 다음 동결건조하였다(수득률: 99 %, IR 스펙

트럼: 3500(COO-H), 1725(C=O), 1670(C=O), cm-1).

(3) 비스-에틸숙시닐 폴리에틸렌글리콜의 합성

(2)에서 제조된 디숙시닐 폴리에틸렌글리콜(25 g, 약 50 mmol)을 벤젠에 녹인후 티오닐클로라이드(14 g, 117 mmol

)를 가하고 12 시간동안 환류하였다. 이어서 진공증류하여 벤젠을 날려 보내고, 생성된 반응 생성물을 0 ℃로 냉각시

킨 후 과량의 에탄올(10 ml)을 가하였다. 더 이상 반응열이 발생하지 않으면, 냉각기를 연결하고 30분 동안 환류하였

다. 과량의 에탄올을 날려 보내고 생성된 물질에 무수 에테르를 가하여 정제함으로써 하기 표 3에 나타낸 PEG 유도

체(PEG-SE)를 얻었다(수득률: 98 %, IR 스펙트럼: 2990(C-H), 1720(C=O), 1200(C-O), 1120(C-O) cm-1).

또한 상기 (2) 및 (3)과 같은 방법으로 하기 표 3과 같은 조성을 갖는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표 3]

PEG 유도체 PEG 분자량 히드록시 보호기(X) 에스테르기(Y)

PEG-SM 300 숙신산 메틸

PEG-SE 300 숙신산 에틸

PEG-OE 300 옥살산 에틸

PEG-AE 600 아디프산 에틸

PEG-GE 600 글루타르산 에틸

약물 함유 주사용 액체 고분자 조성물 제조

실시예 1

사람 성장 호르몬 100 mg, 상기에서 합성한 생분해성 블록공중합체(PLA-PEG-1) 400 mg,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분자량 300) 450 mg과 젤라틴 50 mg을 60 % 아세트산 수용액에 용해시켜 고분자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어서 상기 

고분자 용액을 구멍크기가 0.22 ㎛인 막여과기를 이용하여 여과하여 멸균 처리한 다음, 방부 처리된 멸균 조건하에서

동결건조함으로써 고분자 용액중의 유기용매와 수분을 제거하여 약물 함유 액체 고분자 조성물을 수득하였다. 이어

서, 상기 약물 함유 액체 고분자 조성물을 1회 투여량씩 멸균된 1회용 주사기에 충진하고 밀봉하였다.

실시예 2

사람 성장 호르몬 70 mg, 상기에서 합성한 생분해성 블록공중합체(PLDO-PEG-2) 300 mg, 디메톡시 폴리에틸렌글

리콜(분자량 300) 580 mg, 초산아연 20 mg과 폴리소르베이트-20 30 mg을 70 % 아세트산 수용액에 용해시켜 상기

실시예 1의 방법으로 고분자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실시예 3

돼지 성장 호르몬 100 mg, 상기에서 합성한 생분해성 블록공중합체(PLGA-PEG-2) 320 mg, 디아세틸 폴리에틸렌

글리콜(DA-PEG, 분자량 300) 550 mg, 초산아연 20 mg과 폴리소르베이트-20 10 mg을 40 % 아세트산 수용액에 

용해시켜 상기 실시예 1의 방법으로 고분자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실시예 4

오플록사신 50 mg, 상기에서 합성한 생분해성 블록공중합체(PLA-PEG-1) 200 mg, 합성한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

체(PEG-SM, 분자량 300) 700 mg과 슈크로스 50 mg을 70 % 에탄올 수용액에 용해시켜 상기 실시예 1의 방법으로 

고분자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실시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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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싸이클린 염산염 200 mg, 상기에서 합성한 생분해성 블록공중합체(PLGA-PEG-5) 400 mg과 합성한 폴리에틸

렌글리콜 유도체(PEG-SE, 분자량 600) 400 mg을 40 % 아세토니트릴 수용액에 용해시켜 상기 실시예 1의 방법으

로 고분자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실시예 6

시스플래틴 50 mg, 상기에서 합성한 생분해성 블록공중합체(PLGA-PEG-7) 300 mg, 합성한 폴리에틸렌글리콜 유

도체(PEG-GE, 분자량 300) 550 mg, 폴리소르베이트-80 50 mg과 덱스트란 50 mg을 60 % 아세톤 수용액에 용해

시켜 상기 실시예 1의 방법으로 고분자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실시예 7

파클리탁셀 60 mg, 상기에서 합성한 생분해성 블록공중합체(PLA-PEG-1) 300 mg, 폴리에틸렌글리콜(분자량 300)

600 mg, 폴록사머-188 20 mg과 자일리톨 20 mg을 70 % 에탄올 수용액에 용해시켜 상기 실시예 1의 방법으로 고

분자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실시예 8

피록시캄 150 mg, 상기에서 합성한 생분해성 블록공중합체(PLDO-PEG-2) 400 mg, 디아세틸 폴리에틸렌글리콜(D

A-PEG, 분자량 600) 420 mg과 젤라틴 30 mg 을 50 % 아세트산 수용액에 용해시켜 상기 실시예 1의 방법으로 고

분자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실시예 9

디크로페낙 소듐 150 mg, 상기에서 합성한 생분해성 블록공중합체(PLGA-PEG-5) 300 mg, 폴리에틸렌글리콜(분자

량 600) 500 mg과 수산화 알루미늄 50 mg을 50 % 에탄올 수용액에 용해시켜 상기 실시예 1의 방법으로 고분자 조

성물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약물 함유 액체 고분자 조성물들은 하기 표4에 나타내었다.

[표 4]

조성물 생리활성물질
생분해성 블록 공중

합체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유

도체
첨가물

실시예 

1

사람 성장 호르몬(hGH

) 10 %
PLA-PEG-1 40 % PEG (분자량300) 45 % 젤라틴 (5 %)

실시예 

2

사람 성장 호르몬(hGH

) 7 %

PLDO-PEG-2 30 

%

디메톡시 PEG (분자량 300

) 58 %

초산아연 (2 %) 폴리소르베이

트 20 (3 %)

실시예 

3

돼지 성장 호르몬(pGH

) 10 %

PLGA-PEG-2 32 

%

DA-PEG (분자량 200) 55 

%

염화아연 (2 %) 폴리소르베이

트 20 (1 %)

실시예 

4
오플록사신 5 % PLA-PEG-1 20 %

PEG-SM (분자량 300) 70 

%
슈크로스 (5 %)

실시예 

5

미노싸이클린 염산염 

20 %

PLGA-PEG-5 40 

%

PEG-SE (분자량 600) 40 

%
-

실시예 

6
시스플래틴 5 %

PLGA-PEG-7 30 

%

PEG-GE (분자량 300) 55 

%

폴리소르베이트 80 (5 %) 덱

스트란 (5 %)

실시예 

7
파클리탁셀 6 % PLA-PEG-1 30 % PEG (분자량 300) 60 %

폴록사머 188 (2 %) 자일리톨

(2 %)

실시예 

8
피록시캄 15 %

PLDO-PEG-2 40 

%

DA-PEG (분자량 600) 42 

%
젤라틴 (3 %)

실시예 

9
디크로페낙 소듐 15 %

PLGA-PEG-5 30 

%
PEG (분자량 600) 50 % 수산화 알루미늄 (5 %)

시험예 1: 시험관내( In vitro ) 약물 방출시험

상기 실시예 1 내지 4에서 제조된 약물 함유 액체 고분자 조성물 각 0.5 ml를 pH 7.4인 인산염 완충용액 10 ml에 주

사하여 약물 함유 고분자 덩어리를 형성시킨 후 37 ℃ 수조에 방치시키고 약 50 rpm 속도로 흔들어 주면서 1, 3, 12 

및 24 시간에 각각 방출된 약물의 농도를 측정하고, 24 시간 후 방출 용매를 완전히 교체한 다음 24 시간 간격으로 방

출된 약물의 양을 측정하였다. 도 1은 본 발명의 액 체 고분자 조성물의 시험관내( in vitro) 약물방출 시험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시험예 2 : 액체 고분자 조성물의 안정성 평가

본 발명의 액체 고분자 조성물이 장기간에 걸쳐 상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안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험을 수행하였다.

(1) 액체 고분자 조성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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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표 5와 같은 조성을 갖는 액체 고분자 조성물을 80 ℃에서 1 시간 동안 가열하여 균일한 용액을 제조하였다.

(2) 비교 액체 고분자 조성물 제조

하기 표 5와 같은 조성을 갖는 액체 고분자 조성물을 미국특허 제 5,607,686 호의 방법에 따라 80 ℃에서 5 일간 가

열하여 균일한 용액을 제조하였다.

[표 5]

조성

실시예 10 PLA-PEG-PLA(1090-1000-1090) 1 g 디메틸 폴리에틸렌글리콜(분자량 350) 5 g

실시예 11
PLGA-PEG-PLGA(1234-1000-1234, LA/GA=74/26) 1 g 디아세틸 폴리에틸렌글리콜(분자량 400) 

5 g

실시예 12 PLA-PEG-PLA(2500-3400-2500) 1 g 비스 에틸 숙시닐 폴리에틸렌글리콜(분자량 600) 5 g

실시예 13 PLDO-PEG-PLDO(1360-1000-1360, LA/DO=75/25) 1 g 폴리에틸렌글리콜(분자량 600) 5 g

비교예 1 PLA(분자량 6,400) 1 g 디메틸 폴리에틸렌글리콜(분자량 350) 5 g

비교예 2 PLGA (LA/GA=70/30, 분자량 3,600) 1 g 디아세틸 폴리에틸렌글리콜(분자량 400) 5 g

비교예 3 PLA(분자량 2,500) 1 g 디메틸 폴리에틸렌글리콜(분자량 350) 5 g

(3) 안정성 평가

상기에서 제조된 액체 고분자 조성물을 각각 직경 1cm, 높이 5cm인 원통형 유리용기에 4cm 높이로 채우고 25 ℃ 및

4 ℃에 방치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상층액과 바닥의 용액을 각각 0.2ml씩 채취하여 증류수 2ml에 용해시켜 석출된 소

수성 고분자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바닥의 용액에서의 고분자 함량과 상층액에서의 고분자 함량의 비율로서 조성물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즉, 바닥층의 고분자 함량/상층액의 고분자 함량의 비율로서 그 분율이 1.0일때는 안정하고 1.0

이하로 감소하면 상분리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그 결과는 도 2에 나타내었다.

도 2에서 보듯이, 본 발명에 의한 조성물은 100일간에 걸쳐서 균일한 조성을 나타내었으나, 비교 조성물에서는 10에

서 30일 사이에 모두 상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액체 고분자 조성물은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가 저분자량의 폴리에틸렌글리콜에 용해되기 때문에 막여과

에 의해 멸균이 가능하고, 간단히 주사함으로써 직접 임플란트시킬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약물을 서서히 방출시킬 

수 있으며, 약물 방출 후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분해되어 없어지므로 펩타이드 및 단백질 의약품과 같은 생리활성물

질의 전달체로 매우 유용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물에 불용성이고 분자량 1,000달톤 이하의 저분자량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에 용해되는 생분해성 블록 공중

합체, 수용성인 생체 적합성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 및 약리학적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체내에서 생리활

성물질 함유 고체 고분자 임플란트를 형성하는 액체 고분자 조성물.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 20 내지 50 중량%,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 30 내지 70 중량% 및 약리학적 생리활성

물질 1 내지 30 중량% 를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가 생분해성 소수성 폴리머(A)와 친수성 폴리머(B)가 A-B-A, A-B, B-A-B 또는 (AB)

n의 형태로 결합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소수성 폴리머가 폴리락타이드 또는 락타이드와 글리콜라이드의 공중합체이고, 친수성 폴리머가 폴리에틸렌글

리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소수성 폴리머가 락타이드와 1,4-다이옥산-2-온의 공중합체이고, 친수성 폴리머가 폴리에틸렌글리콜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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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의 분자량이 1,000 내지 10,000 달톤임을 특징으로하는 조성물.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가 상온에서 액체이며, 하기 화학식 1을 갖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화학식 1

R 1 -XCH 2 CH 2 (OCH 2 CH 2 ) n -X-R 1

상기식에서,

R 1 은 H, (CH 2 ) m CH 3 또는 CO(CH 2 ) m CH 3 (여기에서 m은 0 내지 17의 정수이다)이고,

X는 O, NH 또는 S이고,

n은 0 내지 100의 정수이다.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가 상온에서 액체이며, 하기 화학식 2를 갖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화학식 2

R 2 OOC(CH 2 ) m C(O)(OCH 2 CH 2 ) n -OC(O)(CH 2 ) m COOR 2

상기식에서,

R 2 는 (CH 2 )xCH 3 (여기에서, x는 0 내지 17의 정수이다), H, Na, Ca, Mg 또는 Zn이고,

n은 0 내지 100의 정수이고,

m은 0 내지 6의 정수이다.

청구항 9.
제 1 항, 제 2 항, 제 7 항 또는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의 분자량이 200 내지 1,000 달톤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약리학적 생리활성물질이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의약품, 항균제, 항암제 또는 항염증제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

물.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의약품이 인간성장호르몬(hGH), 돼지성장호르몬(pGH), 백혈구성장인자(G-CSF), 적혈

구성장인자(EPO), 대식세포성장인자(M-CSF), 종양 괴사 인자(TNF), 상피세포 성장인자(EGF), 혈소판유도성장인

자(PDGF), 인터페론-α,β 또는 γ(IFN-α,β 또는 γ), 인터루킨-2(IL-2), 칼시토닌, 신경성장인자(NGF), 성장 호

르몬 방출인자, 엔지오텐신, 황체형성 호르몬 방출 호르몬(LHRH), 황체 형성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동약(LHRH ago

nist), 인슐린,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TRH), 엔지오스태틴, 엔도스태틴, 소마토스타틴, 글루카곤, 엔도르핀,

바시트라신, 머게인, 콜리스틴, 바시트라신, 단일 항체, 백신류 또는 이들의 혼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항균제가 미노싸이클린, 테트라싸이클린, 오플록사신, 포스포마이신, 머게인, 프로플록사신, 암피실린, 페니실린

, 독시싸이클린, 티에나마이신, 세팔로스포린, 노르카디신, 겐타마이신, 네오마이신, 가나마이신, 파로모마이신, 미크

로노마이신, 아미카신, 토브라마이신, 디베카신, 세포탁신, 세파클러, 에리스로마이신, 싸이프로플록사신, 레보플록사

신, 엔옥사신, 반코마이신, 이미페넴, 후시딕산 또는 이들의 혼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항암제가 파클리탁셀, 텍소티어, 아드리아마이신, 엔도스타틴, 앤지오스타틴, 미토마이신, 블레오마이신, 시스플

레틴, 카보플레틴, 독소루비신, 다우노루비신, 이다루비신, 5-플로로우라실, 메토트렉세이트, 엑티노마이신-D 또는 

이들의 혼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항염증제가 아세토아민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디크로페낙, 인도메타신, 피록시캄, 페노프로펜, 플루비프로펜

, 케토프로펜, 나프록센, 수프로펜, 록소프로펜, 시녹시캄, 테녹시캄 또는 이들의 혼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계면 활성제, 무기 화합물의 염, 당류, 천연 고분자 및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된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첨가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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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면 활성제가 폴리소르베이트, 소듐 도데실설페이트, 폴리비닐피롤리돈, 폴록사머, 글리세릴 모노올레에이트,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 폴리옥시에틸렌 알킬에테르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

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 화합물의 염이 염화 아연, 염화 나트륨, 초산 아연, 젖산 아연, 수산화 마그네슘, 염화 알루미늄, 수산화 알

루미늄, 탄산 아연, 산화 아연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당류 또는 천연 고분자가 만니톨, 솔비톨, 글루코스, 자일리톨, 트레할로스, 소르보스, 슈크로스, 갈락토스, 덱스

트란, 덱스트로스, 프락토스, 락토오스, 사이클로덱스트린, 젤라틴, 알부민, 히알루론산, 키토산, 소듐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스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9.
제 1 항의 조성물을 포함하는 임플란트용 제제.

청구항 20.
물에 불용성이고 분자량 1,000달톤 이하의 저분자량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에 용해되는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 수

용성인 생체 적합성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 및 약리학적 생리활성물질을 유기용매 또는 물과 유기용매의 혼

합비가 0.2/0.8 - 0.8/0.2 인 혼합용액에 용해시킨 다음, 막여과기로 여과시켜 멸균시킨 후 동결건조 또는 감압증발

하여 용매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 1 항에 따른 임플란트용 액체 고분자 조성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21.
물에 불용성이고 분자량 1,000달톤 이하의 저분자량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에 용해되는 생분해성 블록 공중합체, 수

용성인 생체 적합성 액체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 및 약리학적 생리활성물질을 각각 유기용매 또는 물과 유기용매

의 혼합용액에 용해시키고, 각 용액을 막여과기로 여과하여 멸균시킨 다음, 혼합하고 동결건조 또는 감압증발하여 용

매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 1 항에 따른 임플란트용 액체 고분자 조성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22.
제 20 항 또는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용매가 아세토니트릴, 아세톤, 아세트산, 디메틸아세트아미드,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다이옥산 또는 이들의

혼합물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20 항 또는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막여과기가 0.8 내지 0.22 ㎛의 구멍크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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