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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막 면적 1.6 m 2 당 각각 195ml/분 이상의 우레아 제거율, 180ml/분 이상의 인 제거율, 44ml/분 이상의 β 2 -

마이크로글로불린 제거율, 및 0.5% 이하의 알부민 투과율;

(2) 1.5% 이하의 알부민 투과율 및 0.0012 cm/분 이상의 총 질량 이동 계수 Ko; 및

(3) 135ml/분 이상의 비타민 B 12 투석률 및 3% 이하의 알부민 투과율을 갖는 혈액, 특히 인조 신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기에 적합한 각 중공사 막.

상기 막은 폴리술폰, 친수성 중합체, 용매 및 물로 이루어지는 방사 용액(방사 용액은 30 ℃에서 25 내지 130 포이즈 

범위의 점도 x (포이즈)를 가지며, 방사 용액 내에 존재하는 물의 양 y(중량%)는 식 -0.01x + 1.45 ≤ y ≤ -0.01x 

+ 2.25를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 있음)으로부터 중공사를 방사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막은 이에 습윤제를 미리 함침시킨 후, 스페이서에 의해 서로를 격리하고, 이어서 모듈에 삽입하는 방법에 의해 혈액 

투석기 모듈에 함입될 수 있다.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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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중공사 반투막 및 투석기, 특히 반투막을 포함하는 혈액 투석기 및 상기 막 및 투석기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투석기에 사용하기 위한 막의 재료로서는 통상 아세트산 셀룰로오스, 폴리아크릴로니트릴,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

트) 및 폴리아미드와 같은 다수의 중합체성 화합물을 사용하였다. 반대로 폴리술폰 수지는 초기에는 엔지니어링 플라

스틱 재료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열 안정성, 산 및 염기에 대한 내성 및 생체 적합성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반투막 재

료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와 같은 중합체 물질로 이루어지는 막은 그들의 소수성 표면 때문에

혈액에 대한 친화성이 부족하며, 혈액 처리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석기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즉, 막에

친수성 중합체 또는 무기염을 공극 형성 물질로서 합입시키고 용해시켜 제거함으로써 공극을 형성하고, 동시에 중합

체 표면을 친수성으로 변형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혈액 투석, 혈액 여과 투석 및 알부민 투과율을 0.5%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도된 혈액 여과 등의 혈액 정제에 현재 사용되는 시판되는 투석기(그 중 3가지는 이하 "

A사 제품 막 A", "B사 제품 막 B" 및 "C사 제품 막 C"라 함)는 하기에 상술하는 바와 같이 C 우레아 ≥ 195, C 인 ≥ 18

0 및 C β2-MG ≥ 44 ml/분의 효과를 제공하지 못했다.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로 표현되는 셀룰로오스 시스템(

예, A사 제품 막 A)에서 일반적으로 저분자량 우레아의 제거 수준이 높게 나타나지만, 이들은 β 2 -마이크로글로불

린 제거율(이하 β 2 -MG)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A사 제품 막 A는, 막 면적 1.6 m 2 당 시험관내 우레아 제거율 

195ml/분 이상, 인 제거율 180ml/분, 알부민 투과율 0.5% 이하였지만, 막 면적 1.8 m 2 당 β 2 -MG의 1.8 m 2 전

환 제거율은 단지 약 23ml/분에 지나지 않았다. 반대로, 폴리술폰 투석기(B사 제품 막 B 및 C사 제품 막 C)는 β 2 -

MG를 제거능이 크고 막 면적 1.8 m 2 당 시험관내 제거율이 적어도 44ml/분이며 알부민 투과율이 0.5% 이하지만, 

막 면적 1.6 m 2 당 시험관내 제거율은 우레아의 경우 192 ml/분 이하이며 인의 경우 177 ml/분 정도로 낮다. 알부민

투과율은 1.5% 미만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도된 투석기 중, 분자량이 10,000인 덱스트란을 사용한 덱스트란 확산

시험에서 소 혈청을 1시간 동안 관류시킨 후 측정했을 때 Ko(총괄 물질 전달 계수)가 0.0012 cm/분을 초과하는 것이

없다. 상기한 바와 같이,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예, A사 제품 막 A)로 표현되는 셀룰로오스 시스템 투석기는 일

반적으로 높은 우레아(상대적으로 저 분자량) 제거율을 나타내며, 더욱이 막 면적 1.6 m 2 당 시험관내 알부민 투과

율이 0.5% 이하이다. 그러나, Ko치는 상기 덱스트란 확산 시험을 행할 때, 단지 약 0.0002cm/분이다. 폴리술폰 투석

기는 β 2 -MG의 제거에 있어서 높은 효율을 나타내지만, 상기 덱스트란 확산 시험에서는 Ko치가 약 0.0010 cm/분

(B사 제품 막 B) 또는 0.0005 cm/분(C사 제품 막 C)이다. 특허 문헌에 기재된 폴리술폰 막에 대해 더욱 특별히 언급

하면, 개시된 투석기 대부분의 알부민 투과율이 3.0% 미만이다. 그러나, 이들 투석기 중, 모듈 내에서 1.3 m 2 의 면

적 당 135 ml/분 이상의 비타민 B1 투석률(D B1 )을 제공하는 것 또는 191 ml/분 이상의 우레아 투석률(D 우레아 )을

나타내는 것, 또는 혈액 투석법 하에 임상적인 용도에서 β 2 -마이크로글로불린 제거율이 더 큰 것은 공지되어 있지

않다.

혈액 투석기 분야에서, 현저한 요독성 물질 제거능을 갖는 것은 일본 특허 제B-54373/1993호, 일본 특허 제A-2381

3/1994호 및 일본 특허 제A-300636/1992호에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장기 투석 환자가 늘어나고 투석 기술이 다양화됨에 따라 고 성능 혈액 투석기가 요구되어 왔다. 즉, 온

라인 여과 및 투석, 및 푸시-풀(push-pull) 여과 및 투석에서는 매우 높은 수투과성이 요구되며, 통상의 혈액 투석에

서는 β 2 -마이크로글로불린과 같이 분자량이 10,000 이상인 물질에 대한 높은 제거능과 함께 저분자량 물질에 대

한 높은 제거능을 필요로한다. 추가로, 지금까지는 실 질적으로 혈액에서 유용한 단백질인 알부민의 투과율 억제에 

연구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투석 환자내에 축적되는 유해 물질은 알부민에 강하게 결합하여, 어느 정도의 알부민 투

과를 허용하는 막이 적당하였으며, 이와 같은 막을 사용하는 혈액 투석기에 의해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보고가 다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혈액 투석기는 아직 얻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일본 특허 제B-54373

/1993호에 개시된 폴리술폰 막은 혈액 투석기에는 좋지만, 혈액 투석, 혈액 투석여과 및 혈액 여과에 필요한 수투과

성 및 혈액 투석에서 저분자량 물질의 제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일본 특허 제B-300636

/1992호에 개시된 폴리술폰 막은 수투과성은 만족할만하지만 요독소, 특히 β 2 -마이크로글로불린과 같이 고분자

량을 갖는 것의 제거능이 충분히 높지 못하다. 더욱이, 이는 제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혈액 투석기의 제

조 동안 생성된 중공사 막을 혈액 투석기에 혼입시킬 때, 수투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해지는 습윤제(예를 들어, 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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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린)의 존재하에 봉입(potting)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본 특허 제B-300636/1992호에 개시된 막을 사용할 때, 중

공사는 서로 점착하여 폴리우레탄과 같은 봉입 물질이 중공사의 간극 사이를 통과하기 어려워 실링 누출(seal leakag

e)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임상 사용에서 장시간 동안 높은 혈액 여과 속도 및 낮은 알부민 투과율을 유지하며 높은 

요독성 선택 투과성을 갖는 폴리술폰 중공사 반투막이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시판되는 투석기를 구체적으로 참조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저분자량 요독소의 제거율과 β 2 -MG와 같은 중간 분

자량 단백질 제거율 모두가 높은 반투막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며, 우리의 지식으로는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갖춘 투석기는 현재 얻을 수 없다. 본 발명의 적어도 한 목적은 이를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준다.

유사하게, 현재 시판되는 어떠한 막도 저 알부민 투과율, 구체적으로 3% 이하의 투과율과 후술할 고 물질 전달 계수 

Ko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본 발명의 적어도 한 목적은 이를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준다.

또한, 특허 문헌을 구체적으로 참조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알부민 투과율이 3% 미만인 동시에 D B1 이 135 ml/분 

이상이며 D 우레아 가 191 ml/분 이상이고(각각 막면적 1.3 m 2 당) β 2 -MG 감소율이 60% 이상인 것을 달성할 수

있는 혈액 투석기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본 발명의 적어도 한 목적은 이를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해준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이, 첫 번째 목적에 따라 본 발명은

(i) 0.5% 이하의 알부민 투과율;

(ii) 막 면적 1.6 m 2 당 195ml/분 이상의 시험관내 우레아 제거율;

(iii) 막 면적 1.6 m 2 당 180ml/분 이상의 시험관내 인 제거율;

(iv) 막 면적 1.8 m 2 당 44 ml/분 이상의 β 2 -마이크로글로불린 제거율

을 갖는 혈액 투석기, 혈액 투석 여과기 또는 혈액 여과기와 같은 중공사 막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두 번째 목적에 따라, 본 발명은 알부민 투과율이 1.5% 미만이며, 분자량이 10,000인 덱스트란을 사용한 

덱스트란 확산 시험에서 소 혈청을 1시간 동안 관류시킨 후의 총괄 물질 전달 계수 Ko가 0.0012 cm/분 이상인 폴리

술폰 중공사 막을 제공한다.

또 다른 목적은 본 발명이 상기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목적에 따른 막을 혈액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임의의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혈액 처리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 특히 인조 신장 막으로서의 용도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목적

은 이와 같은 막을 시험관내 혈액 처리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를 제공한다.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에 따라 제공되는 막 및 이러한 막으로 이루어지는 중공사 막 인조 신장은, 예를 들어, 하기 방

법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이 방법은 주된 소수성 중합체 및 주된 친수성 중합체를 혼합하고 용매에 용해시킨 용액에

주된 소수성 중합체에 대한 비용매 또는 팽윤제로서 작용하는 첨가물을 가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원액을 사용한다.

본 발명의 방법에 사용되는 원액의 바람직한 구체적인 제조 방법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겠다.

원액은 기본적으로 (1) 폴리술폰 수지, (2) 친수성 중합체, (3) 용매 및 (4) 첨가물의 사성분계로 이루어진다.

본 명세서에 언급된 폴리술폰 수지는 하기 일반식 (1)의 반복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들 또는 기타 잔기에 관능기를 함

유할 수 있다.

더우기, 임의의 또는 모든 페닐렌기는 알킬렌기로 치환될 수 있다.

친수성 중합체 (2)는 폴리술폰 수지와 상용가능하며 또한 친수성을 갖는 중합체이다. 폴리비닐피롤리돈이 가장 바람

직하나, 폴리비닐피롤리돈 공중합체,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 폴리(비닐 아세테이트)와 같이 폴리비닐피롤리돈에 부

가적으로 또는 변형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타 중합체가 포함된다. 이는 주된 폴리술폰 중합체와 상용가능하기에 적합

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용매 (3)은 폴리술폰 (1) 및 친수성 중합체 (2)를 모두 용해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용매로는 디메틸 술폭시드, 디메틸

아세트아미드, 디메틸 포름아미드, N-메틸-2-피롤리돈 및 디옥산을 포함하는 다양한 용매가 사용될 수 있으나, 디메

틸 아세트아미드, 디메틸 술폭시드, 디메틸 포름아미드 및 N-메틸-2-피롤리돈이 특히 바람직하다.

첨가물 (4)로는 용매 (3)과 상용가능하며 친수성 중합체 (2)에 대해 좋은 용매로서 작용하고 폴리술폰 수지 (1)에 대

해 비용매 또는 팽윤제로서 작용하는 한 어떠한 물질이라도 사용가능하며, 이러한 물질은 특히 물, 메탄올, 에탄올, 이

소프 로판올, 헥산올 또는 1,4-부탄디올일 수 있다. 그러나, 제조 경비를 고려할 때, 물이 가장 바람직하다. 첨가물 (4)

는 폴리술폰 수지 (1)과의 응집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들 성분의 결합이 어떤 것과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임의적이라 하더라도 목적하는 응집 특성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

적인 조합을 선택하는 것은 당 분야 숙련가에게는 쉬운 문제일 것이다. 추가로, 용매 (3) 및 첨가물 (4) 중 하나 또는 

이들 모두는 각각 두 화합물 이상의 혼합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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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을 구체화하는 방법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폴리술폰 수지, 친수성 중합체 및 용매를 함유하는 원액의 경우에 

있어서, 첨가물 (4)는 폴리술폰 수지 (1)에 대해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첨가물 (4)는 폴리술폰 수지 

(1)과의 상호 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리하여 폴리술폰 수지 (1)이 당연히 응집하는 농도까지는 첨가물 (4) 때문에 균

질한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하며, 친수성 중합체(2)가 혼합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상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여

기서,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분자 운동이 증가하여 특히 친수성 중합체 (2)와 첨가물 (4) 사이의 결합을 약화시키고, 

이어서 수소 결합이 파괴되어 폴리술폰 수지 (1)에 결합하지 않은 첨가물 (4)의 겉보기 농도가 초기 온도 T에서의 농

도 이상으로 증가하고, 폴리술폰 수지 (1)과 첨가물 (4) 사이에 심각한 응집과 폴리술폰 수지 (1)의 상 분리를 수반하

는 상호 작용을 초래한다. 상기 시스템에서 첨가물 (4)의 양이 증가하면, 온도 T에서의 원액 시스템은 온도 T에서 친

수성 중합체 (2)에 의해 보유되는 양을 초과하는 양으로 첨가된 첨가물 (4)를 가지며, 따라서 막 형성 원액은 상 분리

를 일으킨다. 그러나, 온도가 하강할 때는 친수성 중합체 (2)의 분자 운동이 감소하여 첨가물 (4)의 결합을 증가시키

며, 따라서 첨가물 (4)의 겉보기 농도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시스템은 다시 균질해진다. 온도가 다시 상승하면, 시스템

은 불균질해지지만, 친수성 중합체 (2)를 첨가함으로써 친수성 중합체 (2)에 결합되는 첨가물 (4)의 양이 증가하여 균

질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중공사 막 투석기를 위한 바람직한 특성을 갖는 막의 형성을 가능하게하는 폴리술폰 수지 (1)의 바람직한 

농도 범위는 용액에 대해 13 내지 20 중량%이다. 높은 수투과성 및 큰 분획 분자량을 얻기 위해서는 중합체 농도를 

약간 감소시켜야하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13 내지 18 중량%이다. 13 중량% 미만인 경우, 막 형성 원액의 충분한 점

도를 얻기 어려우며, 이는 막의 형성을 어렵게한다. 20 중량%를 초과하면, 침투 공극이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

친수성 중합체 (2) 또는 더욱 구체적으로, 폴리비닐피롤리돈은 분자량이 360,000, 160,000, 40,000 및 10,000인 것

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합체가 편리하게 사용되지만, 다른 분자량의 중합체도 물론 사용할 수 있다. 중공사 막

투석기에 적당한 친수성 중합체 (2)는 특히 폴리비닐피롤리돈의 경우, 바람직하게는 1 내지 20 중량%, 더욱 바람직

하게는 3 내지 10 중량%의 양으로 가해지나, 첨가량은 폴리비닐피롤리돈 분자량에 의해 좌우된다. 첨가량이 너무 작

은 경우 상 분리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중합체 농도가 높을 경우 및 중합체 분자량이 너무 큰 경우, 막 형성 후의 세

척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만족할만한 막을 얻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분자량이 상이한 중합체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

들이 필요로하는 역할을 갖도록 중합체를 혼합하는 것이다.

용액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중합체 (1) 및 (2)를 혼합할 수 있으며, 이 혼합물을 용매 (3)에 용해시키고, 이어서 첨가물

(4)를 가한다. 특히 물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식 (1)의 폴리술폰 중합체에 대한 응집성이 높아서, 바람직하게는 1.8 중

량%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1.05 내지 1.70 중량%로 엄격히 조절해야한다. 폴리아크릴로니트릴을 사용하는 경우, 

2 내지 6 중량%의 양으로 첨가물을 가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응집성이 덜한 첨가물 (4)를 사용하는 경우, 물론 

첨가량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응집성 첨가물의 첨가량 조절은 소수성 중합체의 평형 수분함량과 관련된다. 첨가물 (

4)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막 형성 원액의 상 분리 농도는 감소한다. 상 분리 온도는 목적하는 막의 공극 반경을 고

려하여 결정하여야한다. 대체로 막은 습식 또는 건식/습식 방사법에 의해 형성되며, 용액이 상대 습도가 예정된 기체(

대체로 공기)를 함유하는 건조 대역을 통과한 후, 응집체를 함유하는 응집 배스(bath)를 통과하는 건식/습식 방사법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방법에서 건조 대역의 바람직한 상대 습도는 60 내지 90%이며, 바람직한 온도는 25 내지 55 

℃, 더욱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50 ℃이며, 바람직한 체류 시간은 0.1 내지 1초인 반면, 응집 배스의 바람직한 온도는

25 내지 55 ℃, 더욱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50 ℃이다. 본 발명의 투석기에 사용되는 중공사 막의 형태는 주입 용액

이 환상 방사 오리피스로부터 방출되어 응집 배스를 향해 건조 대역을 거쳐 인도될 때 원액 내로 흐르게함으로써 제

공될 수 있다. 여기서, 건조 대역의 습도가 매우 중요하다. 막을 습윤 구역으로 통과시키면서 외부 표면에 습기를 공급

하는 것은 외부 표면의 상 분리를 가속화시키며 공극 직경을 확대시킬 수 있어서, 투석 시의 투과 및 확산 저항을 감

소시키는 효과를 제공한다. 상대 습도가 너무 높으면, 외부 표면 상의 원액의 응집이 공극 직경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어 투석 시의 투과 및 확산 저항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상대 습도는 원액의 조성에 의해 크

게 좌우되어 최적 지점을 간단히 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60 내지 90%의 상대 습도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공정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해, 바람직하게 주입 용액은 기본적으로 원액에 사용되는 용매 (3)으로 이루어진다. 주입 용액의 조성

은 활성화된 층의 투과능 및 확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상기 원액 조성의 범위

에서, 주입 용액의 조성은 원액의 조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최적지점을 간단히 정하는 것이 어렵다. 여

기서, 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60 내지 75 중량% 수용액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최적 막 형성 원액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상기 조성의 범위 내에서 4가지 성분의 특성을 조합함으로써 본 

발명의 목적하는 폴리술폰 중공사 반투막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액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특허 제B-54373/1993호, 일본 특허 제A-23813/1994호 및 동 제A-300636/1992호에 기재된 혈

액 투석기 제조 방법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특히 3% 이하의 알부민 투과성을 얻는 어려움, 동시에 막 면적 1.3㎡ 당

135 ㎖/분 이상의 D B1 및 191 ㎖/분 이상의 D 우레아 및 60% 이상의 β 2 -MG 감소%(모든 측정은 하기하 는 조건

하에 이루어짐)를 얻는 어려움에 대한 언급은 이전부터 있어 왔다.

적어도 본 발명의 세 번째 목적에 따라, 특성의 동시 조합을 제공하는 막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목적에 따라 본 발명은 3% 이하의 알부민 투과율 및 135 ㎖/분 이상, 바람직하게는 140 ㎖/분 이상

의 D B1 (막 면적 1.3㎡ 당) 및 191 ㎖/분 이상, 바람직하게는 193 ㎖/분 이상의 D 우레아 (막 면적 1.3㎡ 당), 및 또한 

60% 이상, 바람직하게는 70% 이상의 β 2 -MG 감소 %를 갖는 폴리술폰 중공사 막을 제공한다.

특히, 특정 건조 대역의 조건(상세한 설명은 후술함) 하에서 특정 방사 용액(이는 이미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과 상관

하여 상기한 바와 같을 수 있음) 및 특정 주입 용액을 방사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중공사 막을 사용함으로써, 혈

액 투석에 특히 바람직한 특성을 갖는 막을 얻을 수 있으며, 더욱이, 막 성능의 악화 없이 목적하는 특성을 유지하는 

이와 같은 막을 포함하는 혈액 투석 모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충분량의 습윤제가 부여된 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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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듈을 제조하고, 습윤제를 제거한 후 중공사를 물로 채워 목적하는 생성물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본 발명의 한 

형태에서는 중공사 다발이 습윤제가 부여된 중공사로 제공된다면, 중공사는 서로 접착하여 봉입 물질에 의해 실링 플

레이트를 형성하기 어려워지며, 따라서 더욱 바람직한 방법에서는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스페이서를 삽입한다.

즉, 본 발명의 한 형태에 의하면, 폴리술폰 중공사형 혈액 투석기는 충분량 의 습윤제가 부여된 중공사를 갖는 중공사

다발을 제조하고, 이들을 적어도 한 실링 플레이트, 바람직하게는 관상 중공사의 축 양말단 영역 각각에 한 쌍의 실링

플레이트로 형성하고, 이어서 물로 습윤제를 린스하고 멸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하고 얻어지며,

이러한 혈액 투석기는 따라서 3.0% 이하의 알부민 투과율 및 막 면적 1.3㎡ 당 135 ㎖/분 이상의 비타민 B 12 투석률

을 나타낼 수 있다.

추가로, 본 제조 방법에 따라,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람직한 조건을 사용함으로써 알부민 투과율이 0.1% 내지 2.4%

이며, 비타민 B 12 투석률이 137 ㎖/분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혈액 투석기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더 바람직한 

조건을 조합함으로써 알부민 투과율이 0.3% 내지 2.0%이며, 비타민 B 12 투석률이 140 ㎖/분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혈액 투석기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더더욱 바람직한 제조 조건을 사용함으로써 191 ㎖/분 이상, 192 ㎖/분 이상 및 

심지어 193 ㎖/분 이상의 우레아 투석률을 나타내는 혈액 투석기를 얻을 수 있다.

추가로,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다시 더더욱 바람직한 조건을 사용함으로써, 500 ㎖/시간·㎜Hg·㎡ 이상, 600㎖/시

간·㎜Hg·㎡ 이상 또는 심지어 700 ㎖/시간·㎜Hg·㎡ 이상의 수투과율을 나타내는 중공사 막을 갖는 혈액 투석기

를 얻을 수 있다. 사실,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얻어지며 가장 우수한 임상 평가를 제공하는 중공사 막은 800 ㎖/시간

·㎜Hg·㎡ 이상의 수투과율을 나타내었다.

임상 평가에서 β 2 -마이크로글로불린 제거율 및 비타민 B 12 의 투석률은 확실하게 상관 관계가 있으며, 비타민 B 

12 의 투석률은 막 성능의 최상의 인덱스로 간주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사용되는 바람직한 조건 및 공정 단계들을 이제 설명하겠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있어서 방사 용액 중의 폴리술폰 수지 농도는 바람직하게는 14 내지 22 중량%이며, 더욱 바람

직하게는 17 내지 19 중량%이다.

친수성 중합체의 농도는 바람직하게는 5 내지 12 중량%이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7 내지 10 중량%이다.

고속(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함) 방사에 의한 혈액투석기에 특히 양호한 특성을 갖는 중공사 막을 얻기 위해, 방사 

용액의 점도는 중요한 요인이다. 점도가 너무 낮으면 말단 파괴 또는 중공사 직경이 변하여 알부민 투과율의 조절이 

어려워져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반대로, 점도가 너무 높으면 중공사 막의 두께 변화가 심하여 요독성 물질의 제거능이

감소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발명의 제조 방법에 따른 방사 용액에서, 특히 용매로서 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사용되는 경우, 30 ℃에서의 점도

는 바람직하게는 25 내지 130 포이즈(20 ℃에서 약 35 내지 170 포이즈) 또는 더욱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110 포이

즈 범위 내에 있다.

점도의 조절은 방사 용액 중 폴리술폰 수지의 농도 및(또는) 분자량, 및(또 는) 친수성 중합체의 농도 및(또는) 분자량

을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친수성 중합체의 분자량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적하는 점도는 중량 평균 분자량이 약 40,000인 폴리비닐피롤리돈(K-30)과 중량 평균 분자량이 약 1,1

00,000인 폴리비닐피롤리돈(K-90)을 혼합하고, 혼합비를 변화시킴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용매로서 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사용되는 바람직한 특정 예에서는 아모코(AMOCO) 코포레이션사의 폴리술폰 P-35

00을 18 중량%의 농도로 사용하고, 폴리비닐피롤리돈을 9 중량%의 농도로 사용하였으며, K-30과 K-90의 혼합비

는 약 9/0 내지 5/4,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8/1 내지 5.5/3.5의 범위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사용되는 방사 용액에 있어서, 중공사 막의 공극 직경을 조절하기 이한 물질로서 물을 소량 첨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방법에 따라, 폴리술폰, 친수성 중합체, 폴리술폰 및 친수성 중합체 각각에 대한 

용매, 및 물로 이루어지는 방사 용액 (방사 용액은 30 ℃에서 25 내지 130 포이즈 범위의 점도 x (포이즈)를 가지며, 

방사 용액 내에 존재하는 물의 양 y(중량%)는 식 -0.01x + 1.45 ≤ y ≤ -0.01x + 2.25를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 있

음)으로부터 중공사를 방사하는 것을 포함하는 폴리술폰 중공사 막의 제조 방법이 제공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더욱 특별히 가장 바람직한 용매, 디메틸아세트아미드를 사용하였을 때 양호한 특성을 갖

는 중공사 막이 얻어질 수 있다. 방사 용액 내에 존재하는 물의 양 y(중량%)가 식 -0.01x + 1.65 ≤ y ≤ -0.01x + 

2.05 를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 있을 때가 더욱 바람직하다. 상기 식에서, x는 30 ℃에서의 방사 용액 점도(포이즈)를 

나타내며, x는 25 내지 130 포이즈,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110 포이즈의 범위 내에 있다.

첨가되는 물의 양이 적을 때는 장기 저장으로 인한 방사 용액의 흐려짐이 억제되지만(여기서, 흐려짐은 폴리술폰 올

리고머가 결정화함에 따라 발생하며 흐려짐이 진행되면 방사에 있어서 말단 파괴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극 직경이 감소하여 β 2 -마이크로글로불린과 같이 분자량이 10,000 이상인 물질을 제거하는 

막 성능이 감소하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로, 첨가되는 물의 양이 많을 때는 방사 용액의 안정성이 소실되는 경

향이 있어 흐려짐을 일으키며, 나아가 알부민 투과율이 너무 높아져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욱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조 방법에서는 방사구의 중심으로부터 주입 용액을 방사하여 응집에 의해 중공사의 내

부 표면을 조절하고, 따라서 혈액 투석기로서 양호한 특성을 갖는 막을 제공한다. 주입 용액은 일반적으로 방사 용액

을 중공사의 내부 표면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응집시켜, 바람직하게는 78 % 이상의 총 공극률 및 바람직하게는 분리막

의 미세 활성 층(바람직하게는 10 ㎚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8㎚ 이하, 특히 7㎚ 이하의 평균 공극 반경을 가짐)을 

갖는 비대칭 구조를 형성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주입 유동액은 응집을 일으키는 능력이 낮은 것이 바람직

하며, 알코올과 같은 유기 용매 단독 또는 물과의 혼합물을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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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라, 방사 용액에 사용되는 용매 혼합물 및 물은 회수가 용이하며 고성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디메틸아세트아미드의 혼합 용매가 가장 바람직한 용매이며, 물이 더 바람직하다.

디메틸아메트아미드와 물의 혼합 용매가 사용되었을 때, 주입 용액에 함유된 물의 양 z(중량%)은 본 발명의 혈액 투

석기로서 양호한 특성을 갖는 막을 얻기 위해 방사 용액의 점도에 의해 정해지며, 식 0.14x + 25.5 ≤ z ≤ 0.14x + 

37.5를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 있고, 주입 용액에 함유된 물의 양 z(중량%)이 식 0.14x + 28.5 ≤ z ≤ 0.14x + 34.5

를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여기서 x는 30 ℃에서의 방사 용액의 점도 (포이즈)이며 x는 25

내지 130 포이즈, 더욱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110 포이즈 범위 내에 있다.

방사 용액 중의 물의 양 y (중량%) 및 주입 용액 중의 물의 양 z (중량%)이 각각 상기 식을 만족시키는 혈액 투석기용

중공사 막으로서 양호한 특성을 갖는 막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물의 함량이 적으면, 방사 용액 또는 내부 표면으로부터의 응집이 느려서 건조 대역에서의 말단 파괴를 일으키는 경

향이 있으며 알부민을 포함하는 단백질의 투과율이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β 2 -마이크로글로불린과 같이 분자량이 

큰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막 성능이 감소하므로 과량의 물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물의 함량이 더 증가함에 따라

저 분자량 물질의 제거능도 감소한다.

본 발명의 중공사 막은 상기한 바와 같이 제공된 방사 용액 및 주입 용액이 환상 노즐 방사구로부터 응집 배스로 직접

인도되는 습식 방사법, 또는 방사구로부터의 중공사가 기체상에 일단 노출된 후 응집 배스로 인도되는 건식/습식 방

사법에 의해 방사될 수 있다. 여기서, 양호한 성능을 얻기 위해, 기체상(건조 대역)에서의 섬유 흐름이 바람직하게 0.1

내지 1.0초, 또는 더욱 바람직하게 0.2 내지 0.8초인 것이 바람직하다.

건조 대역의 조건으로서는, 40 % 이상의 상대 습도가 바람직하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상대 습도 60 % 이상, 더더욱 

바람직하게는 70 % 이상, 가장 바람직하게는 80 % 이상, 다시 90 % 이상의 습기와 접촉함으로써 양호한 성능이 제

공된다.

다음, 이제 방사구로 방사된 중공사 형태인 방사 용액은 응집 배스로 인도된다. 응집 배스에서 이는 용매와 함께 혼합

되지만, 폴리술폰 수지를 응집시키는 특성을 갖는 비용매인 응집 용액과 접촉함에 따라 외부 표면 측으로부터 지지층

으로서 복잡한 다공성 스폰지 형태의 구조를 갖는 막을 형성한다.

응집 배스에 있어서, 비용매 또는 2가지 이상의 비용매의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용매 회수라는 관점에서는 방사

용액과 물의 혼합 용매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응집 배스를 빠져 나오는 중공사를 물로 린스하여 용매 성분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고, 이를 습윤제의 용액에 침지시

키고, 예정된 길이로 자르고 합하여 예정된 수의 섬유를 제공한다. 이어서, 침지시 중공사 내부의 주입 용액과 치환된 

습윤제 용액을 제거하여 중공사 다발을 형성한다.

습윤제 용액으로는 공기 중에 방치되었을 때 조차 중공사 다발의 건조를 방 지하는 글리세린, 에틸렌 글리콜, 폴리프

로필렌 글리콜 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과 같은 알코올 또는 무기 염의 수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글리세린이 

특히 바람직하다.

건조에 의한 막의 투과성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바람직하게는 50 중량%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60 내지 75 중량%,

더더욱 바람직하게는 65 내지 72 중량%의 글리세린을 함유하는 글리세린 수용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습윤제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혈액 투석기에 가할 때 막 성능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폴리우레탄과 

같은 봉입 물질을 사용하여 실링 플레이트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공사 끼리의 점착이 일어나는 경향이 문제되며, 

이는 중공사의 간극 사이로 봉입 물질이 통과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하여 실링 플레이트에 의한 혈액과 투석물 사이의

분리를 막는 실링 누출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중공사 다발을 혈액 투

석기의 케이스에 삽입시킨 후 장시간 동안 저습도 대기에 중공사 다발을 저장하거나(예를 들어, 상대 습도 40%의 방

에 약 3일 동안 방치) 말단부에 습도가 매우 낮은 기류를 가한후, 실링 플레이트 형성 전에 중공사 다발의 양쪽 말단에

수직 방향으로 강한 기류를 가함으로써 섬유 다발의 말단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도 40 내지 50 ℃ 및

상대 습도 10% 이하의 공기를 케이스의 양 말단부에 약 2시간 동안 가한 후, 말단부에 수직 방향으로 강한 공기를 불

어 넣어 말단부의 중공사를 느슨하게 함). 그러나, 더욱 바람직한 방법은 중공사 끼리의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 

동안 습윤제를 첨가한 후 중공사 다발을 제조하기 전에 스페이서를 도입하는 것이 다.

혈액 투석기로 사용할 때, 스페이서를 도입하는 방법은 투석물이 중공사 다발의 중심부로 흐르게하여 투석능을 촉진

시키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 스페이서의 도입은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셀룰로오즈 아세테

이트, 실크 또는 면의 스페이서 얀을 1본 또는 2본 중공사를 따라 또는 그 주위에 나선형으로 감음으로써 수행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링 누출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공사 외경의 약 1.5배 이상의 직경(약 120 마이크론 이

상)을 갖는 두꺼운 스페이서 얀을 사용하여 혈액 투석기의 케이스 직경을 더 크게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바람직한 방법은 하기하는 바와 같이 스페이서를 2 단계로 도입하는 것이다. 즉, 첫 번째 단계에서는 1본 

또는 2본 중공사를 따라 또는 그 주위에 폴리에스테르 등의 스페이서 얀을 부여하거나 나선형으로 감고, 두 번째 단계

에서 스페이서 얀을 스페이서로서 4본 이상의 상기 단위 중공사 소자의 응집물 주위에 나선형으로 감음으로써 중공사

다발을 제공하고, 5본 이상의 상기 중공사 다발을 특정수의 혈액 투석기 중공사 다발로 조립한다. 이러한 경우, 단위 

중공사 소자는 나선형 감기에 의해 제공된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단계에서 도입된 스페이서 얀으로는 상대적으로 크고 연신가능한 주름진 섬유, 가공사 및 방적사

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또한, 이들의 두께는 폴리술폰 중공사보다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종공사

외경의 1/20이며, 종공사 외경의 1/2 내지 1/10의 두께가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스페이서의 도입은 습윤제가 건조에 의한 막 성능 파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농도(양)로 부여된 조건 하에 

실링 플레이트의 형성을 촉진시키며, 이 방법에 의해 수투과성이 높고 요독성 물질의 제거능이 크며 알부민 투과율이

3% 이하로 조절된 혈액 투석기를 고수율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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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얻어진 중공사 다발을 혈액 투석기로 만드는(변형시키는) 것은 임의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실행될 수 있

다.

즉, 예를 들어, 섬유 다발을 폴리스티렌 수지 케이스에 삽입하고, 폴리우레탄과 같은 봉입 물질을 사용하고, 중공사가 

통과할 수 있는 실링 플레이트를 원심력에 의해 케이스의 각 말단에 형성하고, 이어서 혈액 투석기 내에 다발이 형성

되기 전에 누출 시험을 수행한다.

다음, 중공사 막에 존재할 수 있는 극소량의 용매 및 습윤제를 물로 세척하여 제거한 후, 멸균을 수행하면서 막에 물을

채워 목적하는 혈액 투석기 생성물을 얻는다. 세척은 물을 사용하여 약 실온 내지 90 ℃에서 수행될 수 있으나, 바람

직하게는 40 ℃ 이상의 온도에서 수행된다. 구체적으로는 55 ℃에서 약 2 시간 또는 80 ℃에서 15분의 시간이 걸리

므로, 55 ℃ 이상의 온수로 세척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또한, 예를 들어, 단시간 세척한 후 50 ℃ 이상으로 가열

하고 다시 단시간 세척하는 것과 같은 반복 세척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용성 친수성 중합체를 추가로 함유하는 블렌드 막의 경우, 의학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친수성 중합체가 용해될 위

험이 있다.

여기서, 친수성 중합체를 가교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와 같이 방사선 및 (또는) 열에 의해 불용성으로 만든다. 구

체적으로, 습윤 조건하에 열처리(약 120 ℃)를 하거나 감마선 또는 전자 빔을 조사한다. 노출량은 침적 조건하에 15 

내지 35 KGy가 적당하다. 20 KGy를 초과하는 양으로 조사하면, 멸균 처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감마

선 또는 전자 빔의 조사는 중합체 물질과의 공유 결합을 생성시키며, 친수성 중합체의 용해가 억제된다. 열처리의 경

우, 친수성 중합체 자체가 고분자 불용성 형태로 겔화한다. 멸균을 위해서 임의의 통상적인 방법, 즉 물로 채워진 조건

하에 90 ℃ 이상의 고온수로 세척 멸균하거나 감마선 또는 전자 빔을 사용한 방사에 의한 멸균은 막 중의 친수성 중합

체를 가교결합시켜 불용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이다. 본 발명에 따른 막 중에 존재하는 가장 바람직한 

친수성 중합체인 폴리비닐피롤리돈을 사용하는 경우, 감마선을 약 20 KGy 내지 35 KGy 범위의 양으로 조사함으로

써 폴리비닐피롤리돈의 가교결합을 통해 불용성화를 일으키는 동시에 의학 장치에 필요한 멸균을 할 수 있어서, 이는

가장 실용적인 멸균법이다.

방사 멸균은 동시에 가교결합에 의해 폴리비닐피롤리돈의 불용성화를 일으켜 중합체의 용해를 억제해주고 생성물의 

안정성을 증대시켜준다. 또한, 이 방법에 의해서는 생성물 중공사 내에 더 많은 양의 폴리비닐피롤리돈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여 물과의 친화성이 양호한 막을 제공하며, 따라서 본 발명을 구체화한 막은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 

폴리비닐피롤리돈의 가교결합을 통한 불용성화에 있어서, 멸균 전에 별도로 방사선을 가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나, 고

성능 막을 얻기 위해서는 방사선에 의해 가교결합과 멸균을 동시에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을 하기 실시예를 참조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하겠다. 여기서 다른 지시가 없는 한, 부는 중량

부를 의미한다.

본 발명에 따른 막의 성능 평가는 하기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1) 수투과성

완성된 혈액 투석기 생산물 케이스를 절단하여 얻어지는, 즉 감마선의 조사에 후속적으로 얻어지는 약 15 cm 길이의

30본 중공사를 사용하여 섬유의 각각의 반대쪽 말단을 재봉입함으로써 작은 유리 튜브 모듈을 제조하고, 약 100 mm

Hg의 압력에서 물을 투과시킴으로써 막 내부 및 외부 사이의 압력차, 즉 막간 압력차를 측정하였으며, ml/hr·m 2

·mmHg로 나타내었다. 수투과 성능은 하기 식으로 계산하였다.

UFR(ml/hr/m 2 /mmHg) = Qw / (P x T x A)

상기 식 중, Qw는 영액의 양(ml)이고, T는 유출 시간(hr)이고, P는 압력 (mmHg)이고, A는 막의 면적(m 2 )(중공사

의 내부 표면의 면적)이다.

(2) 덱스트란에 의한 확산능 측정

기본적으로, 이 측정법은 투석능 측정과 유사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하기와 같다. 우선, 중공사 막 투석기는 37 ℃에

서 200 ml/분으로 50분 동안 투석물의 흐름 없이 따뜻한 소 혈청 500 ml이 관류된 혈액쪽을 가지며, 이어서 투석물

을 제거하고 관류액의 유속을 조절함으로써 20 ml/분의 속도에서 10분 동안 여과하였다(상기 과정을 소 혈청의 1시

간 관류로 간주함). 냉장고에서 12시간 동안 방치한 후, 시험에 사용하기 전에 21 생리 염 용액으로 프라이밍(priming

)함으로써 투석기를 세척하였다. 각각 상이한 분자량 (400, 1000, 2000, 20000, 50000 및 200000의 중량 평균 분

자량을 갖는 FULKA사 제품)의 덱스트란을 물에 용해시켜 각각의 농도가 0.5 mg/ml가 되도록 한외여과시켜 물에 분

자량에 따라 분포된 덱스트란 3 mg/ml을 함유하는 용액을 제조하였다. 용액을 37 ℃로 가열하고, 혈액 펌프에 의해 2

00 ml/분의 유속으로 혈액쪽(중공사 내부)으로 공급하면서, 투석물쪽은 37 ℃로 유지된 한외여과시킨 물을 500 ml/

분의 유속으로 투석물쪽으로부터 공급하는 혈액쪽으로의 흐름에 대한 역류를 형성시켰다. 여기서 여과 압력을 0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즉, 막의 확산능은 어떠한 한외여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 용액을 20분 동안 연

속적으로 공급하여 평형상태를 유지시킨 다음 혈액쪽 및 투석물쪽 유입구 및 유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 용

액을 칼럼 온도 40 ℃,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용 등급의 정제수 1 ml/분을 이동상으로 사용하고, 시료 하중 50 ㎕의 GP

C 칼럼 (TOSO GPXL3000)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혈액쪽 유입구 및 유출구에서의 농도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총괄

물질 전달 계수를 얻었다. 후속적으로, 덱스트란 분자량 10,000에 상응하는 지점에서의 Ko치를 얻었다. 여기서, 시료

를 GPC 칼럼에 가하기 전에 정확한 분자량 분포를 갖는 덱스트란으로 보정을 해야만한다. 하기 식을 사용하여 총괄 

물질 전달 계수를 계산하였다.

제거율, Ct (ml/분)=[(CBi-CBo)/CBi]Q B

상기 식 중, CBi는 모듈 유입구의 농도이고, CBo는 모듈 유출구의 농도이고,

Q B 는 모듈로 공급되는 액체(관류액)량(ml/분)이다.

총괄 물질 전달 계수, Ko (cm/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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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B / [A x 10 4 x (1-Q B /Q D ) x ln(1-C L /Q D )/(1-C L /Q B )]

상기 식 중, A는 면적(m 2 )이며, Q D 는 투석물 유속(ml/분)이다.

(3) 알부민 투과율의 측정

헤마토크릿트값 30% 및 총 단백질 함량 6.5 g/dl 인 소 혈액(헤파린 처리됨)을 200 ml/분으로 중공사 내부로 공급하

였다. 유출구의 압력을 조절하여, 10 ml/분으로 여과 속도를 조절하고, 여액을 혈액조로 되돌려보냈다. 환류를 시작한

지 1 시간 후에, 중공사 쪽의 유입구 및 유출구에서 혈액 및 여액을 채취하였다. 혈액쪽으로부터의 시료를 BCG 방법

으로, 및 여액쪽으로부터의 시료를 CBB 방법 키트로 분석하여 이들 농도로부터 알부민 투과율(%)을 계산하였다.

상기 식 중, C f 는 여액 중의 알부민 함량, CBi는 모듈 유입구에서의 알부민 함량 및 CBo는 모듈 유출구에서의 알부

민 함량이다.

(4) 시험관내 β 2 -MG 제거능의 측정

기본적으로, 이 측정법은 투석능 측정과 유사하다. 막 면적이 25 cm 2 인 미 니모듈에서, 인간 β 2 -MG를 5 mg/ml

의 농도로 미리 여과한 소 혈청 30 ml에 용해시키고, 용액을 닫힌 계에서 중공사 내부로 1 ml/분의 속도로 관류하면

서, 중공사 외부로는 37 ℃로 유지시킨 인산 완충 식염수(PBS)를 20 ml/분의 속도로 관류하였다. 4시간 동안 관류한 

후, 중공사 내외부에 관류된 용액을 수거하였다. 이어서, 제거율을 계산하고 막 면적 1.8 m 2 당 그 값을 얻었다.

(5) 우레아 및 인 제거율의 측정

각각 우레아 1000ppm 및 인산 50ppm을 함유하는 혈액(즉, 관류액) 용액인 생리염 용액 50 리터 및 투석 용액인 생

리염 용액 100 리터를 제조하였으며, 투석기의 혈액쪽 유입구 및 유출구에서의 농도를 혈액 유속 200 ml/분, 투석물 

유속 500ml/분에서 측정하고, 혈액 및 투석물쪽에 대한 표준 제거율을 계산하고 이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6) 공극률의 측정

주사 현미경으로 시료를 관찰하여 내층부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거대 공극(거대 공극이 불연속적으로 열린 구조에 해

당)을 확인하고, 건조 조건하의 섬유 중량 G, 중공사 막 크기 (내경 ID 및 막후 WT), 중합체 비중 d 및 중공사 길이 1

로부터 하기 식과 같이 공극률을 계산하였다.

(7) 막 구조의 관찰

중공사 막을 동결 건조하여 그의 단면 및 내부 표면 구조를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동결 건조 시료(길이 3

.5 cm, 0.2 g)를 N2 흡착법(BET법)으로 측정함으로써 활성층의 평균 공극 반경을 계산하였다.

(8) β 2 -마이크로글로불린 제거 (%)

체중이 50 kg 내지 60 kg이며, β 2 -마이크로글로불린 농도가 25 내지 35 mg/1인 6명의 환자에 대해 투석 도중 혈

액에 항응집제인 헤파린을 첨가하고 혈류 200 ml/분, 투석물 유속 500 ml/분으로 4시간 동안 2.5 내지 3.5 1의 물을 

제거하면서 혈액 투석을 수행하였으며, 투석 전후의 β 2 -마이크로글로불린 농도를 측정하고 단백질 농도를 보정하

면서 라텍스 면역-응집법(latex immuno-agglutination method)에 의해 계산하고,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글로블린 

제거 %를 하기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식 중, C tpl 는 투석 전 총 단백질 농도이며; C tp2 는 투석 후 총 단백질 농도이며; C β2-MG1 는 투석 전 총 β 2 -M

G 농도이며, C β2-MG2 는 투석 후 총 β 2 -MG 농도이다.

(9) 방사 용액의 점도

B 타입 점도계 (도끼메꾸 코포레이션사 제품, DV-B11 디지털 점도계)를 사 용하여 측정하고 300 ml 이상의 양으로 

용기의 내부 직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사 용액을 조심스럽게 채취하였다.

(10) 우레아 및 비타민 B 12 의 투석률

투석용 관류액은 우레아 60 g 및 비타민 B 12 1.2g을 각각 물 60 리터에 용해시킴으로써 얻어지며, 관류액 유속 200

ml/분, 투석물 유속 500 ml/분 및 여과 속도 10 ml/분에서 관류액 유입구 및 유출구에서의 관류액 농도 및 투석기 유

입구 및 유출구에서의 투석물 농도를 측정한 후, 관류액 기재 및 투석물 기재 투석률을 계산하고, ml/분으로 표현되는

그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실시예 1

폴리술폰(아모코 Udel-P3500) 18부 및 폴리비닐피롤리돈(바스프 K30) 9부를 디메틸아세트아미드 71.95부 및 물 1

.05부에 가하고, 이 혼합물을 90 ℃에서 12시간 동안 가열하여 성분을 방사 용액 중에 용해시켰다. 이 용액을 외경이 

0.3 mm이며 내경이 0.2 mm인 환상 방사구로부터 방사 용액의 쉬스 내에 디메틸아세트아미드 65부 및 물 35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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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코어 용액과 함께 압출시켰다. 코어/쉬스는 유입구를 통과하여 길이가 300 mm이며 상대 습도 88% 및 온도

30 ℃의 공기를 함유하는 건조 대역으로 40 m/분의 속도로 들어갔다. 이어서 코어/쉬스는 중공사 막이 형성되는 온

도인 40 ℃에서 20% 디메틸아세트아미드 수용액의 응집 배스로 들어갔다. 이 중공사 막을 케이스에 삽입하여 봉입에

의해 막 면적이 1.6 m 2 인 모듈을 형성하 였다. 습윤 조건에 있는 막에서 모듈을 감마선으로 조사한 후, 우레아 및 

인 제거율 및 알부민 투과율을 측정하였다. 시험관내 우레아 제거율은 196 ml/분, 인제거율은 181 ml/분이었으며, 알

부민 투과율은 0.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β 2 -MG의 1.8m 2 전환 제거율, 즉 면적 1.8m 2 당 제거율은 44 m

l/분이었다.

실시예 2

폴리술폰(아모코 Udel-P3500) 18부 및 폴리비닐피롤리돈(바스프 K30) 9부를 디메틸아세트아미드 71.70부 및 물 1

.30부에 가하고, 이 혼합물을 90 ℃에서 12시간 동안 가열하여 성분을 막 원액 중에 용해시켰다. 이 용액을, 건조 대

역에 있는 공기의 상대 습도가 73%이며 건조 대역의 길이가 350 mm인 것을 제외하면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조건

하에 외경이 0.3 mm이며 내경이 0.2 mm인 환상 방사구로부터 디메틸아세트아미드 65 부 및 물 35부로 이루어지는 

코어 용액과 함께 압출시켜 중공사 막을 형성하였다. 이 중공사 막을 케이스에 삽입하여 봉입을 통해 막 면적이 1.6m 
2 인 모듈을 형성하였다. 습윤 상태에 있는 막을 감마선으로 조사한 후, 우레아 및 인 제거율 및 알부민 투과율을 측정

하였다. 시험관내 우레아 제거율은 196 ml/분, 인 제거율은 188 ml/분이었으며, 알부민 투과율은 0.17%인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β 2 -MG의 1.8m 2 전환 제거율은 53 ml/분이었다.

실시예 3

폴리술폰(아모코 Udel-P3500) 18부 및 폴리비닐피롤리돈(바스프 K30) 12부를 디메틸아세트아미드 68.55부 및 물 

1.45부에 가하고, 이 혼합물을 90 ℃에서 12시간 동안 가열하여 성분을 막 원액 중에 용해시켰다. 이 용액을, 건조 대

역에 있는 공기의 상대 습도가 85%이며 건조 대역의 길이가 350 mm인 것을 제외하면 실시에 1에서와 동일한 조건 

하에 외경이 0.3 mm이며 내경이 0.2 mm인 환상 방사구로부터 디메틸아세트아미드 65부 및 물 35부로 이루어지는 

코어 용액과 함께 압출시켜 중공사 막을 형성하였다. 이 중공사 막을 케이스에 삽입하여 봉입을 통해 막 면적이 1.6 m
2 인 모듈을 형성하였다. 습윤 상태에 있는 막에서 모듈을 감마선으로 조사한 후, 우레아 및 인 제거율 및 알부민 투

과율을 측정하였다. 시험관내 우레아 제거율은 197 ml/분, 인 제거율은 185 ml/분이었으며, 알부민 투과율은 0.32%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β 2 -MG의 1.8m 2 전환 제거율은 59 ml/분이 었다.

비교 실시예 1

폴리술폰(아모코 Udel-P3500) 18부 및 폴리비닐피롤리돈(바스프 K30) 9부를 디메틸아세트아미드 72.00부 및 물 1

.0부에 가하고, 이 혼합물을 90 ℃에서 12시간 동안 가열하여 성분을 용해시켜 막 원액을 얻었다. 이 용액을, 건조 대

역에 있는 공기의 상대 습도가 85%이며 건조 대역의 길이가 350mm인 것을 제외하면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조건 

하에 외경이 0.3 mm이며 내경이 0.2mm인 환상 방사구로부터 디 메틸아세트아미드 65부 및 물 35부로 이루어지는 

코어 용액과 함께 압출시켜 중공사 막을 형성하였다. 이 중공사 막을 케이스에 삽입하여 봉입을 통해 막 면적이 1.6㎡

인 모듈을 형성하였다. 습윤 상태에 있는 모듈을 감마선으로 조사한 후, 우레아 및 인 제거율 및 알부민 투과율을 측정

하였다. 우레아 제거율은 195ml/분, 인 제거율은 181ml/분 이었으며, 알부민 투과율은 0.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B 2 -MG의 1.8㎡ 전환 제거율은 42ml/분이었다.

실시예 4

폴리술폰(아모코 Udel-P3500) 18부 및 폴리비닐 피롤리돈(바스프 K30) 9부를 디메틸아세트아미드 71.7부 및 물 1.

3부에 가하고, 이 혼합물은 90℃에서 12시간 동안 가열하여 성분을 막 원액 중에 용해시켰다. 이 용액을, 건조 대역에

있는 공기의 상대 습도가 85%이며 건조 대역의 길이가 250mm이고 응집 온도가 50℃인 것을 제외하면 실시예 1에

서와 동일한 조건 하에 외경이 0.3mm이며 내경이 0.2mm인 환상 방사구로부터 방사 용액의 디메틸아세트아미드 70

부 및 물 30부로 이루어지는 코어 용액과 함께 압출시켜 중공사 막을 형성하였다. 이 중공사 막을 케이스에 삽입하여 

봉입을 통해 막 면적이 1.6㎡ 인 모듈을 형성하였다. 이어서, 습윤 상태에서 감마선으로 조사한 후, 알부민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 이는 0.75%였으며, 덱스트란을 사용한 확산 시험에서 소 혈청을 1시간 관류시킨 후의 총괄 물질 전달 계

수 Ko는 덱스트란 분자량 10,000에서 0.0018cm/분이었다.

상기 중공사 막은 내층부가 스폰지 구조를 가지며, 폴리비닐피롤리돈에 의해 제공되는 친수 특성, 79.5%의 공극률을 

갖고 활성충의 평균 공극 반경이 6.7nm인 비대칭 구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엇다.

실시예 5

폴리술폰(아모코 Udel-P3500) 19부 및 폴리비닐피롤리돈(바스프 K30) 9부를 디메틸아세트아미드 70.7부 및 물 1.

3부에 가하고, 이 혼합물을 90℃에서 12시간 동안 가열하여 성분을 용해시키고 막 원액을 형성하였다. 이 용액을, 건

조 대역에 있는 공기의 상대 습도가 85%이며 건조 대역의 길이가 250mm이고 응집 온도가 50℃인 것을 제외하면 실

시예 1에서와 동일한 조건 하에 외경이 0.3mm이며 내경이 0.2mm인 환상 방사구(실시예 4에 사용된 것과 같음)으로

부터 디메틸아세트아미드 70부 및 물 30부로 이루어지는 코어 용액과 함께 압출시켜 중공사 막을 형성하였다. 이 중

공사 막을 케이스에 삽입하여 봉입을 통해 막 면적이 1.6㎡인 모듈을 형성하였다. 이어서, 습윤 상태에 있는 막에 감

마선으로 조사한 후, 알부민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 이는 0.58%였으며, 덱스트란 확산 시험에서 소 혈청을 1시간 관류

시킨 후의 총괄 물질 전달 계수 Ko는 덱스트란 분자량 10,000에서 0.0015cm/분었다.

상기 중공사 막은 내층부가 스폰지 구조를 가지며, 폴리비닐피롤리돈에 의해 제공되는 친수 특성, 78.2%의 공극률을 

갖고 활성층의 평균 공극 반경이 6.2nm인 비대칭 구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시예 6

폴리술폰(아모코 Udel-P3500) 19부 및 폴리비닐피롤리돈(바스프 K60) 9부를 디메틸아세트아미드 70.0부 및 물 2.

0부에 가하고, 이 혼합물을 90℃에서 12시간 동안 가열하여 성분을 막 원액 내에 용해시켰다. 이 용액을, 건조 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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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350mm이고 응집 온도가 50℃인 것을 제외하면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조건 하에 외경이 0.3mm이며 내경이

0.2mm인 환상 방사구(실시예 4에 사용된 것과 같음)로부터 디메틸아세트아미드 63부 및 물 37부로 이루어지는 코어

용액과 함께 압출시켜 중공사 막을 형성하였다. 이 중공사 막을 케이스에 삽입하여 봉입을 통해 막 면적이 1.6㎡인 모

듈을 형성하였다. 이어서, 습윤상태에 있는 막에 감마선으로 조사한 후, 알부민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 이는 1.38%였

으며, 덱스트란 확산 시험에서 소 혈청을 1시간 관류시킨 후의 총괄 물질 전달 계수 Ko는 덱스트란 분자량 10,000에

서 0.0022cm/분이었다.

상기 중공사 막은 내층부가 스폰지 구조를 가지며, 폴리비닐피롤리돈에 의해 제공되는 친수 특성, 81.2%의 공극률을 

갖고 활성층의 평균 공극 반경이 6.8nm인 비대칭 구조를 갖는 것으로 학인되었다.

비교 실시예 2

폴리술폰(아모코 Udel-P3500) 18부 및 폴리비닐피롤리돈(바스프 K30) 9부를 디메틸아세트아미드 71.95부 및 물 1

.05부에 가하고, 이 혼합물을 90℃에서 12시간 동안 가열하여 성분을 막 원액 내에 용해시켰다. 이 용액을, 실시예 1

에서와 동일한 조건 하에 외경이 0.3mm이며 내경이 0.2mm인 환상 방사구(실시예 4에 사용된 것과 같음)로부터 디

메틸아세트아미드 65부 및 물 35부로 이루어지는 코어 용액과 함께 압출시켜 중공사 막을 형성하였다. 이 중공사 막

을 케이스에 삽입하여 봉입을 통해 막 면적이 1.6㎡인 모듈을 형성하였다. 이어서, 습윤 상태에 있는 막에 감마선으로

조사한 후, 알부민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 이는 0.12%였으며, 덱스트란 확산 시험에서 소 혈청을 1시간 관류시킨 후의

총괄 물질 전달 계수 Ko는 0.0009cm/분이었다.

상기 중공사 막은 내층부가 스폰지 구조를 가지며, 폴리비닐피롤리돈에 의해 제공되는 친수 특성, 78.2%의 공극률을 

갖고 활성층의 평균 공극 반경이 5.3nm인 비대칭 구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시예 7

폴리술폰(아모코 "P-3500") 18부, 폴리비닐피롤리돈(바스프 "K30"; 분자량 약 40,000) 6부 및 폴리비닐피롤리돈 (바

스프 "K90"; 분자량 약 1,100,000) 3부를 디메틸아세트아미드 71.95부 및 물 1.05부의 혼합 용액에 가하고, 이 혼합

물을 80℃에서 교반하면서 12시간 동안 가열하여 성분을 용해시켜, 방사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방사 용액은 균질하

였으며, 약간 불투명한 것을 제외하면, 30℃에서 점도가 76.9 포이즈인 맑은 용액이었다.

상기 방사 용액을 30℃에서 환상 노즐 방사구로부터 압출시키면서, 디메틸아 세트아미드 60부 및 물 40부를 혼합하

여 제조한 주입 용액을 방사구 노즐의 중심부로부터 도입하였다. 건조 대역의 길이를 250nm로 설정하고 상대 습도 8

8%의 습윤공기를 구획으로 흐르게 하며, 40m/분의 속도로 방사를 수행하였다. 이어서 중공사를 40℃에서 응집 배스

(디메틸아세트아미드/물 (중량비) =20/80)로 인도하고, 응집 배스로부터 나오는 중공사를 세척한 후, 68 중량% 글리

세린 수용액에 침지시켰다. 표면에 점착된 과량의 글리세린을 제거한 후, 50 데니어 5본 필라멘트(약 88 마이크론)의

유사 트위스트 폴리에스테르 가공사를 2 중공사 주변에 Z방향으로 중공사 섬유 10mm 당 0.5권선(winding)으로 나

선형으로 감음으로써 단위 중공사 소자를 제공하였다. 이어서, 이와 같은 단위 중공사 소자 24 단위를 조립하고, 동일

한 폴리에스테르 가공사를 조립체 주위에 동일한 피치로 S방향으로 감았다. 이와 같이 2 층의 스페이서를 제공함으로

써, 단위 중공사 소자 조립체를 제조하였다. 조립에 이어서 단위 중공사 소자 221개의 조립체인 중공사 다발을 제조

하였다. 이 중공사 다발을 원심 분리기에서 회전시켜 주입 용액을 대신하는 글리세린 수용액을 제거하고 중공사로 실

링함으로써 혈액 투석기 케이스에 삽입될 중공사 다발을 얻었다. 이 중공사는 내경이 200 마이크론이며 외경이 280 

마이크론이고, 중공사 다발에는 10,608본의 중공사가 조립되었다.

상기 중공사 다발은 내경 40mm의 혈액 투석기 케이스에 삽입하였다. 이어서, 케이스의 각 말단에 임시로 고정된 캡

과 함께, 투석 용액 유입구로부터 폴리우레탄을 도입하고, 이어서 응고시켰다. 임시 캡을 제거하고 폴리우레탄 및 케

이스의 말단으로부터 나오는 중공사 다발의 말단부를 절단하고, 헤더 캡을 고정하고, 0.8kg/㎠ 압력의 공기를 사용하

여 누출 시험을 수행하였다.

1000개의 시료를 사용한 누출 시험 결과, 12개의 시료에서 실패가 발견되었다. 원인을 살펴보면, 이것은 작업상의 단

순한 실수 또는 중공사 다발이 케이스에 삽입될 때 케이스의 말단부 또는 내벽과 접촉하는데서 기인하는 말단 파괴 

및 얀 절단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면, 폴리우레탄 실링 플레이트에서는 실링누출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누출 시험에 허용가능한 것으로 발견된 모듈을 역삼투막을 통해 흐르는 정제수로 80℃에서 30분 동안 세척하

고 포장하였다. 이어서, 이를 32KGy 강도의 감마선에 의해 조사 및 멸균하여, 195mm의 유효 길이 및 1.3㎡의 유효 

면적을 갖는 혈액 투석기가 제공되었다. 상기 투석기는 혈액 투석기로서 승인된 표준의 모든 아이템에 허용가능한 것

으로 발견되었다. 이 모듈로부터 절단되어 나온 중공사의 수투과율은 815ml/시간·mmHg·㎡였다. 모듈의 알부민 

투과율은 1.2%, 우레아 투석률은 195ml/분 및 비타민 B 12  투석률은 143 ml/분이었다.

또한, 상기 모듈이 임상 평가에 사용되었을 때, 이는 73%의 매우 높은 β 2 -마이크로글로불린 제거율을 나타내었으

며, 잔류하는 혈액과 같은 어떠한 문제도 없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실시예 8

폴리술폰(아모코 "P-3500") 18부 및 폴리비닐피롤리돈(바스프 "K-30") 9부를 디메틸아세트아미드 71.6부 및 물 1.4

0부의 혼합 용액에 가하고, 이 혼합물을 90℃에서 교반하면서 12시간 동안 가열하여 성분을 용해시키고 방사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방사 용액은 30℃에서 28.4 포이즈의 점도를 가졌다. (20℃에서는 38.8포이즈).

상기 방사 용액을 30℃에서 환상 노즐 방사구로부터 압출시키면서, 디메틸아세트아미드 65부 및 35부를 혼합하여 

제조한 주입 용액을 방사구 중심부로부터 주입하였다. 방사구로부터 방출된 용액은 길이가 350mm로 설정된 건조 대

역으로 더들어가 그 곳에서 상대 습도 84%의 습윤 공기에 노출되었다. 방사는, 40m/분의 속도로 수행되었고, 실시예

7에서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 혈액 투석기를 제조하였다. 그러나 제조 과정 동안 1000개의 시료를 사용하여 누출 시

험을 수행하였다. 17개의 시료에서 실패가 발생하였으나, 그 원인은 실시예 7에서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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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얻어진 유효 면적 1.3㎡의 투석기는 혈액 투석기로서 승인된 표준의 모든 아이템에 허용가능한 것으로 발

견되었다. 투석기로부터 절단되어 나온 중공사의 수투과율은 10ml/시간·mmHg·㎡였으며, 모듈의 알부민 투과율

은 0.4%, 우레아 및 비타민 B 12 투석률은 각각 194ml/분 및 139ml/분이었다. 상기 모듈의 임상 평가에 있어서, 이

는 67%의 β 2 -마이크로글로불린 제거율을 나타내었으며, 잔류하는 혈액과 같은 어떠한 문제도 없어 사용가능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실시예 9

폴리술폰(아모코 "P-3500") 18부 및 폴리비닐피롤리돈(바스프 "K-30") 9부를 디메틸아세트아미드 71.8부 및 물 1.2

부의 혼합 용액에 가하고, 이 혼합물을 80℃에서 교반하면서 12시간 동안 가열하여 성분을 용해시키고 방사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방사 용액은 30℃에서 26.8포이즈의 점도를 가졌다. 이어서 디메틸아세트아미드 60부 및 물 40부의 

조성을 갖는 주입 용액을 사용하여 실시예 7에서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 혈액 투석기를 제조하였다.

투석기로부터 절단되어 나온 중공사의 수투과율은 740ml/시간·mmHg·㎡였으며, 모듈의 알부민 투과율은 0.1%, 

우레아 및 비타민 B 12 투석률은 각각 192ml/분 및 136ml/분이었다. 상기 모듈을 임상 평가에 사용하였을 때, 62%

의 β 2 -마이크로글로불린 제거율을 나타내었으며, 잔류하는 혈액과 같은 어떠한 문제도 없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실시예 10

실시예 7의 방법에 따른 중공사 170 및 360 다발을 조립하여 중공사 다발을 제조하였으며, 이를 내경 35.5mm 및 46

.5mm의 혈액 투석기 케이스에 각각 삽입하여 실시예 7에서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혈액 투석기를 제조하였다.

유효 면적은 각각 1.0㎡ 및 1.8㎡였으며, 비타민 B 12 투석률을 측정하였을 때, 이는 127ml/분 및 165ml/분이었다.

실시예 11

실시예 9의 방법에 따른 중공사 다발을 사용하였지만, 조립된 섬유 수를 변화시켜 중공사 다발을 제조하였다. 이어서,

내경 35.5mm, 44.0mm 및 46.5mm의 혈액 투석기 케이스에 삽입하였으며, 실시예 9에서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유효

면적이 1.0㎡, 1.6㎡ 및 1.8㎡인 혈액 투석기를 제조하였다.

우레아 및 비타민 B 12 투석률 및 알부민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 우레아 투석률은 각각 187ml/분, 195ml/분 및 197

ml/분; 비타민 B 12 투석률은 각각 122ml/분, 147ml/분 및 156ml/분; 및 알부민 투과율은 각각 0.2%, 0.1% 및 0.2%

였다.

비교 실시예 3

폴리술폰(아모코 "P-3500") 18부 및 폴리비닐피롤리돈 (바스프 "K-30") 9부를 디메틸아세트아미드 44부, 디메틸술

폭시드 28부 및 물 1.0부의 혼합 용액에 가하고, 이 혼합물을 80℃에서 교반하면서 15시간 동안 가열하여 성분을 용

해시키고 방사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방사 용액은 30℃에서 32.9 포이즈의 점도를 가졌다. 상기 방사 용액을 30℃에

서 환상 노즐 방사구로부터 압출시키면서, 디메틸아세트아미드 60부 및 물 40부를 혼합하여 제조한 주입 용액을 방

사구 중심부로부터 주입하였다. 이어서, 혈액 투석기를 실시예 7에서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제조하였다.

투석기로부터 절단되어 나온 중공사의 수투과율은 830ml/시간·mmHg·㎡였으며, 모듈의 알부민 투과율은 0.2%, 

비타민 B 12 투석률은 132ml/분이었다. 상기 모듈 을 사용한 임상 시험에서, β 2 -마이크로글로불린 제거율은 49%

로 낮았다.

비교 실시예 4

응집되고 탈용매화된 실시예 7의 중공사를 세척한 후, 이를 45 중량% 글리세린 수용액에 침지시켰다. 표면에 점착된

과량의 글리세린을 제거한 후, 이를 각면의 길이가 60 cm인 육각 타래에 감고, 실온의 공기 중에서 건조시켰다. 이어

서, 타래로부터 절단함으로써, 중공사 다발을 제조하였다. 이 중공사 다발은 10,608본 중공사의 조립체이었다. 내경

이 40 mm인 혈액 투석기 케이스에 중공사 다발을 삽입하고, 중공사 다발의 양 말단면에 수직으로 건조 공기를 불어 

넣어 말단부를 느슨하게 하였다. 이어서, 실시예 7에서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실링 플레이트를 제조하였다. 투석물쪽

으로부터 가압 공기를 도입하고 혈액 쪽에 물을 채워 다발 지점법 (bundle point method)에 의해 누출 시험을 수행하

였다. 이어서, 실시예 7에서와 동일한 방법에 의한 감마선 멸균을 통해 혈액 투석기를 제조하였다.

상기 모듈로부터 절단되어 나온 중공사의 수투과율은 410 ml/시간·mmHg·m²였으며, 알부민 투과율은 0.3%, 우

레아 투석률 190 ml/분, 비타민 B12 투석률은 125ml/분이었다. 수투과율 및 우레아 및 비타민 B12 투석률은 상대적

으로 낮았다. 즉, 첨가된 글리세린 농도가 낮을 때, 튜브 플레이트는 스페이서 없이 즉시 형성되지만, 건조에 의한 중

공사 투과율의 파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것과 같은 고성능 혈액 투석기를 제조하기 어려웠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저분자량 요독소의 제거율과 β 2 -MG와 같은 중간 분자량 단백질 제거율 모두가 높은 반투막을 제공한

다.

본 발명은 저 알부민 투과율, 구체적으로 3% 이하의 투과율과 고 물질 전달 계수 Ko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반투막

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알부민 투과율이 3% 미만인 동시에 D B1 이 135 ml/분 이상이며 D 우레아 가 191 ml/분 이상이고(각각 막

면적 1.3 m 2 당) β 2 -MG 감소율이 60% 이상인 것을 달성할 수 있는 혈액 투석기를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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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0.5% 이하의 알부민 투과율;

(ⅱ) 막 면적 1.6 m²당 195 ml/분 이상의 시험관내 우레아 제거율(clearance);

(ⅲ) 막 면적 1.6 m²당 180 ml/분 이상의 시헌관내 인 제거율; 및

(ⅳ) 막 면적 1.8 m²당 44 ml/분 이상의 β 2 -마이크로글로불린 제거율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공사 막.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폴리술폰 수지를 포함하는 중공사 막.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폴리술폰 및 친수성 중합체를 포함하는 중공사 막.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친수성 중합체가 폴리비닐피롤리돈을 포함하는 것인 중공사 막.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친수성 중합체가 가교결합된 것인 중공사 막.

청구항 6.
적어도 하우징 내로 투석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투석물 유입구를 포함 하는 하우징, 및 상기 하우징내에 설치되

고, 혈류관을 한정하는 내주연부 및 상기 하우징내에서 투석물과의 접촉을 위한 외주연부를 갖는 중공사 막을 포함하

고,

상기 중공사 막은 상기 내주연부로부터 상기 외주연부로 상기 막을 통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물질을 선택적으로 통과

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혈액이 상기 혈류관을 통과하는 동안 혈액 중의 상기 바람직하지 못한 물질을 상기 막을 통하

여 투석물로 통과시키고, 또한

(i) 0.5% 이하의 알부민 투과율;

(ii) 막 면적 1.6m²당 195 ml/분 이상의 시헌관내 우레아 제거율;

(iii) 막 면적 1.6m 2 당 180 ml/분 이상의 시험관내 인 제거율;

(iv) 막 면적 1.8m²당 44 ml/분 이상의 β 2 -마이크로글로불린 제거율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 혈액으로부터 상기 바람직하지 못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혈액 처리용 모듈.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중공사 막의 다발이 하우징 내에 설치됨으로써, 하우징이 투석물로 채워졌을 때, 상기 투석물이

각각의 상기 중공사 막의 다발 사이에 분포되어, 상기 각각의 외주연부를 둘러싸는 것인 모듈.

청구항 8.
선택적 통과가 가능한 중공사 막에 의해 혈액을 투석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중공사 막은

(ⅰ) 0.5% 이하의 알부민 투과율;

(ⅱ) 막 면적 1.6 m²당 195 ml/분 이상의 시험관내 우레아 제거율;

(ⅲ) 막 면적 1.6 m²당 180 ml/분 이상의 시헌관내 인 제거율;

(ⅳ) 막 면적 1.8 m²당 44 ml/분 이상의 β 2 -마이크로글로불린 제거율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 혈액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혈액 처리 방법.

청구항 9.
알부민 투과율이 1.5% 미만이며, 분자량이 10,000인 덱스트란을 사용한 텍스트란 확산 시험에서 소 혈청을 1시간 동

안 관류시킨 후의 총괄 물질 전달 계수 ko가 0.0012 cm/분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술폰 중공사 반투막.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중공사 막이 친수성 중합체에 의해 제공되는 친수 특성, 78% 이상의 공극률 및 활성층을 포함하는 

비대칭 구조를 갖고, 상기 활성층은 평균 공극 반경이 10 nm 미만인 것인 폴리술폰 중공사 막.

청구항 11.
적어도 하우징 내로 투석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투석물 유입구를 포함하는 하우징, 및 상기 하우징내에 설치되

고, 혈류관을 한정하는 내주연부 및 상기 하우징내에서 투석물과의 접촉을 위한 외주연부를 갖는 중공사 막을 포함하

고,

상기 중공사 막은 상기 내주연부로부터 상기 외주연부로 상기 막을 통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물질을 선택적으로 통과

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혈액이 상기 혈류관을 통과하는 동안 혈액 중의 상기 바람직하지 못한 물질을 상기 막을 통하

여 투석물로 통과시키고, 또한 알부민 투과율이 1.5% 미만이며, 분자량이 10,000인 텍스트란을 사용한 텍스트란 확

산 시험에서 소 혈청을 1시간 동안 관류시킨 후의 총괄 물질 전달 계수 ko가 0.0012 cm/분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것인, 혈액으로부터 상기 바람직하지 못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혈액 처리용 모듈.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중공사 막의 다발이 하우징 내에 설치됨으로써, 하우징이 투석물로 채워졌을 때, 상기 투석물

이 각각의 상기 중공사 막의 다발 사이에 분포되어, 상기 각각의 외주연부를 둘러싸는 것인 모듈.

청구항 13.
선택적 통과가 가능한 중공사 막에 의해 혈액을 투석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중공사 막은 알부민 투과율이 1.5% 미만이고, 분자량이 10,000인 덱스트란을 사용한 덱스트란 확산 시험에서 

소 혈청을 1시간 동안 관류시킨 후의 총괄 물질 전달 계수 ko가 0.0012 cm/분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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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혈액 처리 방법.


	문서
	서지사항
	요약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