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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생체적합성 안내 임플란트는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 및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와 결

합된 폴리머를 포함하여, 장기간 동안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눈으로 방출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는 두가지 생분해성 폴리머의 매트릭스와 같은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와 결합

될 수 있다. 임플란트를 눈에 넣어서 안 혈관병증 또는 녹내장 등과 같은 하나이상의 안질환을 처치하거나 정상 눈의 시력

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임플란트를 눈에 배치한 후 적어도 약 1주일인, 임플란트가 배치된 눈에서 안혈관 폐색을 감소시키기에 효과적인 시간동

안, 일정량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임플란트로부터 지속 방출하기에 효과적인 속도로 약물을 방출

하는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와 결합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생분해성 안내

임플란트.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퀴녹살린, (2-이미다졸린-2-일아미노)퀴녹살린, 5-

브로모-6-(2-이미다졸린-2-일아미노)퀴녹살린, 이들의 유도체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된 것임을 특징

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브리모니딘, 이의 염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

에서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

란트.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방부제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방부제가 퓨라이트(purit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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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추가적인 안과적으로 허용가능한 치료학적 제제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 내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릭스가 폴리락트산의 제 1 생분해성 폴리머와 폴리락트산의 상이한 제 2 생분해성 폴리머의

혼합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생분해성 폴리머의 고유점도가 약 0.3dl/g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생분해성 폴리머의 고유점도가 약 1.0dl/g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릭스가 임플란트가 눈의 유리체에 배치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상 동안 일정량의 알파-2 아

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임플란트로부터 지속 방출하기에 효과적인 속도로 약물을 방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릭스가 임플란트가 눈의 유리체에 배치된 시점으로부터 40일 이상 동안 일정량의 알파-2 아

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임플란트로부터 지속 방출하기에 효과적인 속도로 약물을 방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릭스가 임플란트가 눈의 유리체에 배치된 시점으로부터 35일 이하 동안 일정량의 알파-2 아

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임플란트로부터 지속 방출하기에 효과적인 속도로 약물을 방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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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브리모니딘이고, 상기 매트릭스가 약 3개월동안 치료

학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브리모니딘을 지속방출하기에 효과적인 속도로 약물을 방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가 눈의 유리체 내에 배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임플란트의 약 20 중량%의 양으로 제공된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이고, 상기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가 두가지 상이한 폴리락타이드 폴리머의 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릭스가 생분해성 폴리머의 혼합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적어도 하나의 생분해성 폴리머가

분자량이 약 64kD인 폴리락타이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혼합물이 분자량이 약 14kD인 폴리락타이드의 제 2 폴리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임플란트.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압출성형법으로 성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21.

눈에 임플란트를 배치한 후 적어도 1 주일 동안인 임플란트가 배치된 눈에서 안혈관 폐색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시간

동안 임플란트로부터 일정량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지속 방출하기에 효과적인 속도로 약물을 방출

하는 생분해성 재료를 형성하도록,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 및 생분해성 폴리머 구성성분의 혼합물을 압

출성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생분해성 안내 임플란트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퀴녹살린, (2-이미다졸린-2-일아미노)퀴녹살린, 5-

브로모-6-(2-이미다졸린-2-일아미노)퀴녹살린, 이들의 유도체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된 것임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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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브리모니딘, 이의 염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

에서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21 항에 있어서, 압출성형하는 단계 전에 상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와 상기 폴리머 구성성분을 혼

합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 및 상기 폴리머 구성성분이 분말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 구성성분이 적어도 하나의 생분해성 폴리머가 분자량이 약 64kD인 폴리락타이드인 생분

해성 폴리머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 구성성분이 고유점도가 약 0.3dl/g인 생분해성 폴리머 하나와 고유점도가 약 1.0dl/g인

다른 생분해성 폴리머의 두가지 상이한 생분해성 폴리머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상기 청구항 1의 임플란트를 환자의 눈에 배치하여, 치료학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

트를 적어도 일주일동안 환자에 제공하여 환자의 눈에서 안폐색을 감소시키기 위한 임플란트 의약품.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의약품이 망막 동맥 페색 질환, 중심성 망막 정맥 폐색, 파종성 혈관내응고증(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opathy), 망막 분지정맥 폐색, 망막 분지 정맥 폐색(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고혈압성 안저

변화(hypertensive fundus changes), 안허혈 증후군(ocular ischemic syndrome), 망막 동맥 미세혈관류(retinal

arterial microaneurysms), 반측 망막정맥폐색(hemi-retinal vein occlusion), 중심성 망막 동맥 폐색(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 망막 분지 동맥 폐색(branch retinal artery occlusion), 경동맥 질환(CAD), 일스 병(Eales disease)

및 당뇨병과 관련된 혈관병증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된 안질환을 방지하기에 효과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를 후안부에 배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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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를 트로카를 사용하여 눈에 배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32.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를 시린지(syringe)를 사용하여 눈에 배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33.

제 28 항에 있어서, 환자에게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 외의 치료학적 제제를 투여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34.

생분해성 폴리머와 결합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포함하는 생분해성 안내 임플란트를 눈에 배치하여

녹내장을 처치하는 녹내장 처치용 생분해성 임플란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치료학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눈의 유리체내에 배치된 후

약 35일 이하로 방출되도록, 상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와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36.

제 34 항에 있어서, 치료학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눈의 유리체내에 배치된 후

약 40일 이하로 방출되도록, 상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와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37.

제 34 항에 있어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브리모니딘, 이의 염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38.

생분해성 폴리머와 결합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포함하는 생분해성 안내 임플란트를 눈에 배치하여

환자의 시각을 향상 또는 유지하는, 시각 향상 또는 유지용 생분해성 임플란트인 의약품.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브리모니딘, 이의 염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

에서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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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0.

제 38 항에 있어서, 눈에 상기 임플란트를 배치하는 것이 비-삼출성 노인성 황반 변성, 삼출성 노인성 황반변성, 맥락막 혈

관신생(choroidal neovasculariza tion), 당뇨병성 망막증, 급성 황반성 신경망막병증 (acute macular neuroretino

pathy),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낭포성 황반부종, 당뇨병성 황반부종, 급성 다

발성 판상색소 상피증(acute multifocal placoid epitheliopathy), 베체트 병, 버드샷 망막맥락막증(birdshot

retinochoroidopathy), 매독, 라임병, 결핵, 톡소플라스마증, 중간포도막염, 다소성 맥락막염(multifocal choroiditis), 다

발성 소실성 백반증후군(multiple evanescent white dot syndrome), 눈의 사르코이드증(ocular sarcoidosis), 후공막염

(posterior scleritis), 사행성 맥락막염(serpiginous choroiditis), 망막하 섬유화 및 포도막염 증후군(subretinal fibrosis

and uveitis syndrome), 보그트-고야나기-하라다 증후군(Vogt-Koyanagi-and Harada syndrome), 코우츠 병(Coat's

disease), 중심오목부근 모세혈관확장증(parafoveal telangiectasis), 유두정맥염(papillophlebitis), 언가지모양혈관염

(frosted branch angiitis), 겸상세포 망막증(sickle cell retinopathy) 및 다른 혈색소병증(hemoglobinopathie), 혈관무늬

망막증(angioid streaks), 가족성 삼출 유리체망막증(familial exudative vitreoretinopathy), 교감성안염(sympathetic

ophthalmia), 포도막 망막 질환, 망막 박리, 외상, 레이저로 인한 질환, 광역동요법, 광응고술(photocoagulation), 수술 중

저관류(hypoperfusion), 방사선 망막증(radiation retinopathy), 골수 이식 망막증, 증식성 유리체 망막증과 망막전막

(epiretinal membranes),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 안 히스토플라즈마증, 안 톡소카라증, 추정 안 히스토플라즈마증 증후

군(presumed ocular histoplasmosis syndrome), 내안구염(endophthalmitis), 톡소플라즈마증, HIV 감염과 관련된 망막

질환, HIV 감염과 관련된 맥락막 질환, HIV 감염과 관련된 포도막 질환, 바이러스성 망막염, 급성 망막 괴사, 진행성 외부

망막괴사, 진균성 망막 질환, 안 매독, 안 결핵, 광범위 일측 아급성 신경망막염(diffuse unilateral subacute

neuroretinitis), 구더기증(myiasis), 색소성 망막염, 망막 이영양증(retinal dystrophies)과 관련된 전신질환, 선천성 정지

형 야맹증(congenital stationary night blindness), 추체 이영양증(cone dystrophies), 스타르가르트병(Stargardt's

disease) 및 노란점 안저(fundus flavimaculatus), 베체트 병, 망막 색소 상피의 패턴 이영양증(pattern dystrophy of the

retinal pigmented epithelium), X-염색체관련 망막층간분리(X-linked retinoschisis), 소르스비 안저 이영양증

(Sorsby's fundus dystrophy), 양성 동심성 황반병증(benign concentric maculopathy), 비에티 결정 이영양증(Bietti's

crystalline dystrophy), 탄성섬유 가성 황색종(pseudoxanthoma elasticum), 망막 박리, 황반 원공, 거대 망막 열공, 종양

과 관련된 망막 질환, RPE의 선천성 비후(congenital hypertrophy), 후부 포도막 흑색종(posterior uveal melanoma), 맥

락막 혈관종(choroidal hemangioma), 맥락막 골종(choroidal osteoma), 맥락막 전이, 망막 및 망막 색소 상피의 복합 과

오종(combined hamartoma of the retina and retinal pigmented epithelium), 망막아세포종, 안저의 혈관증식성 종양

(vasoproliferative tumors of the ocular fundus), 망막별아교세포종(retinal astrocytoma), 안내 림프성 종양, 점상내층

맥락막병증(punctate inner choroidopathy), 급성 후부 다발성 판상색소 상피증(acute posterior multifocal placoid

pigment epitheliopathy), 근시성 망막 변성, 및 급성 망막 색소 상피염(retinal pigement epithelitis)으로 구성된 그룹에

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질환을 처치하는 데 효과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41.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 및 임플란트를 눈에 배치한 후 적어도 약 1주일 동안 임플란트로부터 알파-2 아

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지속 방출하기에 효과적인 속도로 약물을 방출하는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를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생분해성 안내 임플란트.

청구항 42.

제 42 항에 있어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브리모니딘, 이의 염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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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가 안내에 배치된 동안 임플란트가 배치된 눈의 시각을 향상시키기에 효과적인 양으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

용체 아고니스트를 폴리머로부터 방출할 수 있는,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 및 생분해성 폴리머를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시각 향상용 생분해성 안내 임플란트.

청구항 44.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퀴녹살린, (2-이미다졸린-2-일아미노)퀴녹살린, 5-

브로모-6-(2-이미다졸린-2-일아미노)퀴녹살린, 이들의 유도체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된 것임을 특징

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45.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브리모니딘, 이의 염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

에서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46.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

란트.

청구항 47.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생분해성 폴리머 내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48.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생분해성 폴리머가 폴리락트산의 제 1 생분해성 폴리머와 폴리락트산의 상이한 제 2 생분해성 폴

리머의 혼합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49.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가 임플란트가 눈의 유리체에 배치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상 동안 일정량의 알파-2 아

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임플란트로부터 지속 방출하기에 효과적인 속도로 약물을 방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플란트.

청구항 50.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가 임플란트가 눈의 유리체에 배치된 시점으로부터 40일 이상 동안 일정량의 알파-2 아드

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임플란트로부터 지속 방출하기에 효과적인 속도로 약물을 방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

플란트.

청구항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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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가 임플란트가 눈의 유리체에 배치된 시점으로부터 35일 이하 동안 일정량의 알파-2 아드

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임플란트로부터 지속 방출하기에 효과적인 속도로 약물을 방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

플란트.

청구항 52.

임플란트가 배치된 눈에서 눈의 시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시간 동안 임플란트로부터 일정량의 알파-2 아드레날린

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지속 방출하기에 효과적인 속도로 약물을 방출하는 생분해성 재료를 형성하도록, 알파-2 아드레

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 및 생분해성 폴리머 구성성분의 혼합물을 압출성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생분해성 안내 임플

란트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53.

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퀴녹살린, (2-이미다졸린-2-일아미노)퀴녹살린, 5-

브로모-6-(2-이미다졸린-2-일아미노)퀴녹살린, 이들의 유도체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된 것임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4.

생분해성 폴리머와 결합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포함하는 생분해성 안내 임플란트를 눈의 유리체

내에 배치하여 환자의 시각을 향상 또는 유지하는, 시각 향상 또는 유지용 생분해성 임플란트인 의약품.

청구항 55.

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의약품이 비-삼출성 노인성 황반 변성, 삼출성 노인성 황반변성, 맥락막 혈관신생(choroidal

neovasculariza tion), 당뇨병성 망막증, 급성 황반성 신경망막병증 (acute macular neuroretino pathy),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낭포성 황반부종, 당뇨병성 황반부종, 급성 다발성 판상색소 상피증

(acute multifocal placoid epitheliopathy), 베체트 병, 버드샷 망막맥락막증(birdshot retinochoroidopathy), 매독, 라임

병, 결핵, 톡소플라스마증, 중간포도막염, 다소성 맥락막염(multifocal choroiditis), 다발성 소실성 백반증후군(multiple

evanescent white dot syndrome), 눈의 사르코이드증(ocular sarcoidosis), 후공막염(posterior scleritis), 사행성 맥락

막염(serpiginous choroiditis), 망막하 섬유화 및 포도막염 증후군(subretinal fibrosis and uveitis syndrome), 보그트-

고야나기-하라다 증후군(Vogt-Koyanagi-and Harada syndrome), 코우츠 병(Coat's disease), 중심오목부근 모세혈관

확장증(parafoveal telangiectasis), 유두정맥염(papillophlebitis), 언가지모양혈관염(frosted branch angiitis), 겸상세포

망막증(sickle cell retinopathy) 및 다른 혈색소병증(hemoglobinopathie), 혈관무늬 망막증(angioid streaks), 가족성 삼

출 유리체망막증(familial exudative vitreoretinopathy), 교감성안염(sympathetic ophthalmia), 포도막 망막 질환, 망막

박리, 외상, 레이저로 인한 질환, 광역동요법, 광응고술(photocoagulation), 수술 중 저관류(hypoperfusion), 방사선 망막

증(radiation retinopathy), 골수 이식 망막증, 증식성 유리체 망막증과 망막전막(epiretinal membranes), 증식성 당뇨병

성 망막증, 안 히스토플라즈마증, 안 톡소카라증, 추정 안 히스토플라즈마증 증후군(presumed ocular histoplasmosis

syndrome), 내안구염(endophthalmitis), 톡소플라즈마증, HIV 감염과 관련된 망막 질환, HIV 감염과 관련된 맥락막 질

환, HIV 감염과 관련된 포도막 질환, 바이러스성 망막염, 급성 망막 괴사, 진행성 외부 망막괴사, 진균성 망막 질환, 안 매

독, 안 결핵, 광범위 일측 아급성 신경망막염(diffuse unilateral subacute neuroretinitis), 구더기증(myiasis), 색소성 망

막염, 망막 이영양증(retinal dystrophies)과 관련된 전신질환, 선천성 정지형 야맹증(congenital stationary night

blindness), 추체 이영양증(cone dystrophies), 스타르가르트병(Stargardt's disease) 및 노란점 안저(fundus

flavimaculatus), 베체트 병, 망막 색소 상피의 패턴 이영양증(pattern dystrophy of the retinal pigmented epithelium),

X-염색체관련 망막층간분리(X-linked retinoschisis), 소르스비 안저 이영양증(Sorsby's fundus dystrophy), 양성 동심

성 황반병증(benign concentric maculopathy), 비에티 결정 이영양증(Bietti's crystalline dystrophy), 탄성섬유 가성 황

색종(pseudoxanthoma elasticum), 망막 박리, 황반 원공, 거대 망막 열공, 종양과 관련된 망막 질환, RPE의 선천성 비후

(congenital hypertrophy), 후부 포도막 흑색종(posterior uveal melanoma), 맥락막 혈관종(choroidal hemangi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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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막 골종(choroidal osteoma), 맥락막 전이, 망막 및 망막 색소 상피의 복합 과오종(combined hamartoma of the

retina and retinal pigmented epithelium), 망막아세포종, 안저의 혈관증식성 종양(vasoproliferative tumors of the

ocular fundus), 망막별아교세포종(retinal astrocytoma), 안내 림프성 종양, 점상내층맥락막병증(punctate inner

choroidopathy), 급성 후부 다발성 판상색소 상피증(acute posterior multifocal placoid pigment epitheliopathy), 근시

성 망막 변성, 및 급성 망막 색소 상피염(retinal pigement epithelitis)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된 안질환을 처치하는 데

효과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56.

제 54 항에 있어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브리모니딘, 이의 염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57.

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의약품이 정상 눈의 시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58.

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의약품이 정상 눈의 시각을 약 56%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59.

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의약품이 안질환이 있는 눈의 시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60.

제 59 항에 있어서, 상기 의약품이 안질환이 있는 눈의 시각을 약 23%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61.

제 59 항에 있어서, 상기 안질환이 혈관병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62.

제 59 항에 있어서, 상기 안질환이 증가된 안압에 의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63.

제 59 항에 있어서, 상기 안질환이 망막 허혈성 손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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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임플란트가 임플란트가 안내에 배치된 약 90일의 기간 동안 폴리머로부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방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65.

제 54 항에 있어서, 의약품이 유리체 내에 유지되는 기간 동안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망막에 유지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품.

청구항 66.

생분해성 폴리머와 결합된 브리모니딘을 포함하는 생분해성 안내 임플란트를 눈의 유리체에 배치하여 시각을 향상, 유지,

회복 또는 교정하는, 시각 향상, 유지, 회복 또는 교정용 생분해성 임플란트 의약품.

명세서

기술분야

교차 참조

본 출원은 본 명세서에 전체가 참조로 병합되어 있는 2004년 4월 30일 출원된 미국 특허출원 번호 10/836,911의 일부계

속 출원이다.

배경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눈을 처치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구체적으로는 임플란트가 배치된 눈

에 치료학적 제제를 연장 방출할 수 있는 안내 임플란트에 관한 것이며, 안 혈관병증(ocular vasculopathies)을 처치하거

나 일반적으로 시각을 향상키는 이러한 임플란트를 제조 및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브리모니딘, 5-브로모-6-(2-이미다졸리디닐리덴아미노)퀴녹살린은 안방수 생성을 감소시키고 포도막공막 유출을 향상

시켜서 개방각 녹내장을 처치하는 데 효과적인 알파-2-선택적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이다. 브리모니딘은 두가

지 화학형,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및 브리모니딘 유리 염기로서 이용가능하다.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Alphagan

P®)는 녹내장을 처치용으로서 Allergan으로부터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다. 국소 안과용 브리모니딘 조성물, 0.15%

Alphagan P® (Allergan, 캘리포니아 이르빈)이 개방각 녹내장 처치요응로서 현재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하다. 물에 대한

브리모니딘 유리염기의 용해도는 무시할 정도인 반면에,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34mg/ml이다.

최근 연구들은 브리모니딘이 망막 및/또는 시신경에서 알파-2-아드레날린성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손상된 망막 신경절

신경 세포의 생존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브리모니딘은 허혈 및 녹내장의 몇가지 모델에서 상

해 뉴런을 보호하여 더욱 손상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미국 특허 5,856,329; 6,248,741 및 6,465,464 참조.

녹내장-유발 신경절 세포 변성(degeneration)은 실명을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점은 치료 요법의 평가된 결과로

서 신경보호 및 안압 감소가 나타나는 브리모니딘을 녹내장 관리의 새로운 치료학적 접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그러나, 브리모니딘이 시신경을 보호하려면, 치료학적 레벨로 후안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브리모니딘을 후안부

에 투여하기 위해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이러한 논점을 다루기에 충분치 않다.

눈에 넣기 위한 생적합성 임플란트가, 미국특허 4,521,210; 4,853,224; 4,997,652; 5,164,188; 5,443,505; 5,501 ,856;

5,766,242; 5,824,072; 5,869,079; 6,074,661 ; 6,331 ,313; 6,369,116; 및 6,699,493와 같은 여러 특허에 개시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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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임플란트와 같은, 지속된 또는 제어된 속도로 장기간 동안 음성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거나 전형 없는 양으로 치료학

적 제제를 방출할 수 있는, 눈에 임플란트 가능한 약물 송달 시스템, 및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개요

본 발명은 눈으로의 약물을 연장 또는 지속 방출하여,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원하는 치료학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

운 약물 송달 시스템, 및 이러한 시스템을 제조 및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약물 송달 시스템은 눈에 넣을 수 있는 임플

란트 또는 임플란트 구성요소의 형태일 수 있다. 본 시스템 및 방법은 하나 이상의 치료제를 장기간 방출시키는 것이 유리

하다. 즉, 눈에 임플란트를 넣은 환자는 제제의 추가적인 투여 없이도 치료학적인 양의 제제를 장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동

안 수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환자는 눈의 지속적인 처치를 위해 사용가능한,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레벨의 치료학적으로

활성인 제제를 비교적 장기간, 예를 들어, 적어도 약 일주일 정도, 예를 들어, 임플란트를 이식한 후에 약 2 내지 약 6개월

동안 수용한다. 이렇게 방출 시간이 연장되므로, 성공적인 처치 결과를 얻기가 쉽다.

본 개시에 따른 안내 임플란트는 치료학적 구성성분 및 치료학적 구성성분과 결합된 약물 방출 지속 구성성분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치료학적 구성성분은,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로 구성되거나, 본질적으로 구성된다.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는 예를 들어, 알파-1 아드레날린성 수용체와 같은 다른 타입의 아드레날린성 수

용체보다는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에 결합하여,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아고니스

트 또는 제제일 수 있다. 선택적 활성화는 상이한 조건들 하에서 달성될 수 있으나, 바람직하게, 선택적인 활성화는 사람

또는 동물 환자의 눈과 관련된 조건과 같은 생리학적 조건하에서 결정될 수 있다. 약물 방출 지속 구성성분은 치료학적 구

성성분과 결합하여, 임플란트가 이식된 눈으로 일정량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지속방출한다. 일정

량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임플란트를 눈에 이식한 후 약 일주일 이상의 기간동안 눈으로 방출되며,

혈관폐색과 같은 안 혈관병증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일 실시형태에서, 안내 임플란트는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 및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로 구성된다. 알

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는 안 혈관폐색을 감소 또는 방지하기에 충분한 시간동안 일정량의 아고니스트를

임플란트로부터 지속 방출하기에 효과적인 속도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와 결합된다. 안내 임플란트는 생분

해성 또는 생침식성이며, 일주일 이상, 예를 들어, 약 3개월 이상 및 약 6개월 이상과 같은 연장된 기간동안 눈으로의 알파

-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의 지속 방출을 제공한다. 어떤 임플란트에서는,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

스트가 약 30-35일 이하로 방출된다. 다른 임플란트에서는,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40일 이상 방출된

다.

상기한 임플란트의 생분해성 폴리머 구성성분은 생분해성 폴리머들의 혼합물일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생분해성 폴리머

가 분자량 64 킬로달톤(kD) 이하의 폴리악틱산(polyactic acid) 폴리머이다. 추가적으로 또는 이와 달리, 상기한 임플란트

는 폴리악틱산의 제 1 생분해성 폴리머, 및 폴리악틱산의 상이한 제 2 생분해성 폴리머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임

플란트는 상이한 생분해성 폴리머들의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각의 생분해성 폴리머는 약 0.3 데시리터/그램(dl/g)

내지 약 1.0 dl/g 범위의 고유점도를 가진다.

본 명세서에 개시한 임플란트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는 퀴녹살린 유도체 또는 안질환을 처치하는 데

효과적인 다른 아고니스트 를 포함할 수 있다. 적합한 퀴녹살린 유도체의 일례로는 브리모니딘 또는 브리모니딘 타르트레

이트가 있다. 또한, 본 임플란트의 치료학적 구성성분은 안질환을 처치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또

는 상이한 치료학적 제제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임플란트를 제조하는 방법은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생분해성 폴리머 또는 폴리머들과 조합 또는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나서, 혼합물을 압출성형 또는 압착하여 단일 조성물을 형성한다. 그리고 나서, 단일 조성

물을 환자의 눈에 이식하기에 적합한 개별 임플란트로 성형하는 가공을 할 수 있다.

임플란트를 눈 부위에 이식하여, 전안부 또는 후안부에 영향을 미치는 안 혈관병증과 같은 질환을 포함하는 다양한 안질환

을 처치할 수 있다. 임플란트는 예를 들어, 이에 제한되지는 않지만, 혈관 폐색과 관련된 질환을 포함하는 눈의 여러 질환

을 처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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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과 관련된 키트(kit)는 하나 이상의 본 발명의 임플란트 및 임플란트 사용 설명서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

명서는 환자에 임플란트를 투여하는 방법 및 임플란트로 처치할 수 있는 질환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시각을 향상시키는 생분해성 안내 임플란트를 포함한다. 이 임플란트는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

니스트 및 생분해성 폴리머를 포함한다. 이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를 유리체내에 위치시켜 폴리머로부터 임플란트가 이식된

눈의 시각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양으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방출한다.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는 (2-이미다졸린-2-일아미노)퀴녹살린, 5-브로모-6-(2-이미다졸린-2-일아미노)퀴녹살린과 같은

퀴녹살린, 이의 유도체 및 이들의 혼합물일 수 있다. 즉,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는 브리모니딘 또는 이의

염 또는 이의 혼합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는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이다.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임플란트의 생분해성 폴리머 중에 분산될 수 있다. 생분해성 폴리머는 폴리악

틱산의 제 1 생분해성 폴리머, 및 폴리악틱산의 상이한 제 2 생분해성 폴리머의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폴리머는 눈의

유리체에 임플란트를 이식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상 또는 40일 이상 또는 35일 이하 동안 임플란트로부터 일정량의 알

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지속 방출하기에 효과적인 속도로 약물을 방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는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와 생분해성 폴리머 구성성분을 압출성형하여, 임플란트가

이식된 눈의 시각을 향상시키기에 효과적인 기간동안 임플란트로부터 일정량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

를 지속방출하기에 효과적인 속도로 약물을 방출시키는 생분해성 재료를 형성하는 생분해성 안내 임플란트 제조방법에 관

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형태는 생분해성 폴리머와 결합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포함하여 시각을 향

상 또는 유지시키는 생분해성 안내 임플란트를 눈의 유리체에 이식하여 시각을 향상 또는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이러한 방법은, 황반변성, 황반부종, 망막 동맥 폐색 질환, 중심성 망막 정맥 폐색, 파종성 혈관내응고증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opathy), 망막 분지 정맥 폐색(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고혈압성 안저변화

(hypertensive fundus changes), 안허혈 증후군(ocular ischemic syndrome), 망막 동맥 미세혈관류(retinal arterial

microaneurysms), 반측 망막정맥폐색(hemi-retinal vein occlusion), 중심성 망막 동맥 폐색(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 망막 분지 동맥 폐색(branch retinal artery occlusion), 경동맥 질환(CAD), 일스 병(Eales disease), 당뇨병

과 관련된 혈관병증, 비-삼출성 노인성 황반 변성, 삼출성 노인성 황반변성, 맥락막 혈관신생(choroidal neovasculariza

tion), 당뇨병성 망막증, 급성 황반성 신경망막병증 (acute macular neuroretino pathy),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

(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낭포성 황반부종, 당뇨병성 황반부종, 급성 다발성 판상색소 상피증(acute

multifocal placoid epitheliopathy), 베체트 병, 버드샷 망막맥락막증(birdshot retinochoroidopathy), 매독, 라임병, 결

핵, 톡소플라스마증, 중간포도막염, 다소성 맥락막염(multifocal choroiditis), 다발성 소실성 백반증후군(multiple

evanescent white dot syndrome), 눈의 사르코이드증(ocular sarcoidosis), 후공막염(posterior scleritis), 사행성 맥락

막염(serpiginous choroiditis), 망막하 섬유화 및 포도막염 증후군(subretinal fibrosis and uveitis syndrome), 보그트-

고야나기-하라다 증후군(Vogt-Koyanagi-and Harada syndrome), 코우츠 병(Coat's disease), 중심오목부근 모세혈관

확장증(parafoveal telangiectasis), 유두정맥염(papillophlebitis), 언가지모양혈관염(frosted branch angiitis), 겸상세포

망막증(sickle cell retinopathy) 및 다른 혈색소병증(hemoglobinopathie), 혈관무늬 망막증(angioid streaks), 가족성 삼

출 유리체망막증(familial exudative vitreoretinopathy), 교감성안염(sympathetic ophthalmia), 포도막 망막 질환, 망막

박리, 외상, 레이저로 인한 질환, 광역동요법, 광응고술(photocoagulation), 수술 중 저관류(hypoperfusion), 방사선 망막

증(radiation retinopathy), 골수 이식 망막증, 증식성 유리체 망막증과 망막전막(epiretinal membranes), 증식성 당뇨병

성 망막증, 안 히스토플라즈마증, 안 톡소카라증, 추정 안 히스토플라즈마증 증후군(presumed ocular histoplasmosis

syndrome), 내안구염(endophthalmitis), 톡소플라즈마증, HIV 감염과 관련된 망막 질환, HIV 감염과 관련된 맥락막 질

환, HIV 감염과 관련된 포도막 질환, 바이러스성 망막염, 급성 망막 괴사, 진행성 외부 망막괴사, 진균성 망막 질환, 안 매

독, 안 결핵, 광범위 일측 아급성 신경망막염(diffuse unilateral subacute neuroretinitis), 구더기증(myiasis), 색소성 망

막염, 망막 이영양증(retinal dystrophies)과 관련된 전신질환, 선천성 정지형 야맹증(congenital stationary night

blindness), 추체 이영양증(cone dystrophies), 스타르가르트병(Stargardt's disease) 및 노란점 안저(fundus

flavimaculatus), 베체트 병, 망막 색소 상피의 패턴 이영양증(pattern dystrophy of the retinal pigmented epithelium),

X-염색체관련 망막층간분리(X-linked retinoschisis), 소르스비 안저 이영양증(Sorsby's fundus dystrophy), 양성 동심

성 황반병증(benign concentric maculopathy), 비에티 결정 이영양증(Bietti's crystalline dystrophy), 탄성섬유 가성 황

색종(pseudoxanthoma elasticum), 망막 박리, 황반 원공, 거대 망막 열공, 종양과 관련된 망막 질환, 망막 색소 상피의 선

천성 비후(congenital hypertrophy), 후부 포도막 흑색종(posterior uveal melanoma), 맥락막 혈관종(choroidal

hemangioma), 맥락막 골종(choroidal osteoma), 맥락막 전이, 망막 및 망막 색소 상피의 복합 과오종(combined

hamartoma of the retina and retinal pigmented epithelium), 망막아세포종, 안저의 혈관증식성 종양(vasoprolif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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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ors of the ocular fundus), 망막별아교세포종(retinal astrocytoma), 안내 림프성 종양, 점상내층맥락막병증

(punctate inner choroidopathy), 급성 후부 다발성 판상색소 상피증(acute posterior multifocal placoid pigment

epitheliopathy), 근시성 망막 변성, 및 급성 망막 색소 상피염(retinal pigement epitheliitis)와 같은 안질환을 처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본 방법은 정상 눈의 시각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상 눈은 질환이나 손상이 없는 눈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본 방법은

정상 눈에서 약 56%까지 시각을 향상시킬 수 있다(시력의 향상에 의해서). 본 방법은 또한 안질환이 있는 눈의 시각을 향

상시킨다. 예를 들어, 본 방법은 안질환이 있는 눈에서 약 23%까지 시각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안질환은 혈관병증일

수 있다. 이와 달리, 안질환은 증가된 안압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및/또는 안질환은 망막 허혈성 손상일 수 있다.

임플란트는 유리체내에 이식될 때 약 90일에 동안 폴리머로부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방출할 수 있

다. 특히,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는 유리체 내에 머무는 것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망막에 머무를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는 시각을 향상, 유지, 회복 또는 교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 방법은 눈의 유리체에 생분해성 폴

리머와 결합된 브리모니딘을 포함하는 생분해성 안내 임플란트를 넣어 시각을 향상, 유지, 회복 또는 교정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각각의 모든 특징 및 두가지 이상의 이러한 특징의 각각 또는 모든 조합이, 이러한 조합에 포함된 특징

들이 상호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 발명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한, 어떤 특징 또는 특징들의 조합은 본 발명의 어떤

실시형태로부터 특별히 배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추가적인 실시형태 및 이점을 특히 첨부된 도면과 연합하여 고려하면서, 하기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에서

설명한다.

상세한 설명

본 명세서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안내 임플란트를 사용한 치료학적 제제의 제어된 및 지속된 투여를 통하여 바

람직하지 못한 안질환의 처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임플란트는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폴리머 조성물을 포함하며, 연장

된 기간 동안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와 같은 약제학적으로 활성인 제제를 하나 이상 방출하도록 조성된

다. 임플란트는 치료학적으로 효과적인 투여량의 제제 또는 제제들을 눈 부위에 직접 제공하여 하나 이상의 바람직하지 못

한 안질환을 처치 또는 방지하기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반복 주사하거나 자가-투여 점안액의 경우에 활성 제제

또는 제제들에 단지 제한적으로 한꺼번에 노출되는, 효과가 없는 처치보다는, 단일 투여하여, 치료학적 제제를 필요한 부

위에 사용가능하도록 제조할 것이며, 제제는 연장된 기간동안 유지될 것이다.

본 명세서의 개시에 따른 안내 임플란트는 치료학적 구성성분 및 상기 치료학적 구성성분과 결합한 약물 방출 지속 구성성

분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치료학적 구성성분은,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로 구성되거나, 본질적

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한다. 약물 방출 지속 구성성분은 치료학적 구성성분과 결합하여 치료학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임플란트가 이식된 눈으로 지속 방출한다. 눈에 임플란트를 이식한 후 약 1 주

일 이상의 기간동안 치료학적인 양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눈으로 방출된다.

정의

본 상세한 설명에서는, 단어의 문맥상 상이한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한, 하기의 용어들을 본 섹션에서 정의한 대로 사용한

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할 때, "안내 임플란트"는 눈에 넣도록 된 구조, 크기이거나 구성인 장치 또는 구성요소를 일컫는다. 안

내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눈의 생리학적 조건에 생체적합성이 있으며, 유해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 안내 임플란트

는 눈의 시각을 해치지 않으면서 눈에 넣을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할 때, "치료학적 구성성분"은 눈의 의학적 질환을 처치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치료학적 제제 또는

물질을 포함하는 안내 임플란트의 일부분을 일컫는다. 치료학적 구성성분은 안내 임플란트의 분리된 개별 영역일 수 있으

며, 또는 임플란트 전체에 균질하게 분포될 수 있다. 치료학적 구성요소의 치료학적 제제는 전형적으로 안과적으로 허용가

능하며, 눈에 임플란트를 넣을 때 유해한 반응을 야기하지 않는 형태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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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방출 지속 구성성분"은 임플란트의 치료학적 제제를 지속 방출하는 데 효과적인 안내 임플란트의 일부분이다. 약물

방출 지속 구성성분은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일 수 있으며, 또는 치료학적 구성성분을 포함하는 임플란트의 코어부를

감싸는 코팅일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할 때, "~와 결합한(associated with)"은 ~와 혼합한, ~ 중에 분산된, ~와 커플링한, 감싸는, 또는 둘러싸

는 것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 사용할 때, "눈 영역(ocular region)" 또는 "눈 부위(ocular site)"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안구의 어떤 영역을

일컬으며, 눈의 전안부(anterior segment) 및 후안부(posterior segment)를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안구에서 발견되는 어

떤 기능적(예를 들어, 시각을 위한) 또는 구조적 조직 또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가 안구의 안쪽 또는 바깥쪽에 있는 조직

또는 세포층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눈 부위에서 안구 영역의 특정 실시예로는 전안방, 후안방, 유리체강, 맥

락막, 맥락막위 공간, 결막, 결막하 공간, 공막바깥공간, 각막내 공간, 각막바깥공간, 공막, 평면부(the pars plana), 수술적

으로-유도된 무혈관 영역(surgically-induced avascular, regions), 황반 및 망막이 포함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될 때, 안질환은 눈 또는 눈의 일부분 또는 한 영역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된 질병, 병 또는 질환이다. 넓은

의미로, 눈은 안구 및 안구를 구성하는 조직과 체액, 눈주위 근육(사근 및 직근과 같은), 및 안구 내의 또는 안구에 인접한

시신경 부분을 포함한다.

전안부 안질환은 수정체 피막(lens capsule)의 후벽 또는 모양체근의 앞쪽에 위치하는 눈주위 근육, 눈꺼풀 또는 안구 조

직 또는 체액과 같은 전안(즉, 눈의 앞쪽) 영역 및 부위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된 질병, 병 또는 질환이다. 즉, 전안부 안질환

은 결막, 각막, 전안방, 홍채, 후안방(망막 뒤쪽이지만 수정체 피막의 후벽 앞쪽), 수정체 또는 수정체 피막 및 전안 영역 또

는 부위를 지나는 혈관 및 신경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관련된다.

전안부 질환은 예를 들어, 무수정체; 가성수정체; 난시; 안검경련; 백내장; 결막 질병; 결막염; 각막 질환; 각막궤양; 안구건

조증; 눈꺼풀 질병; 눈물기관 질병; 누관폐쇄(Lacrimal Duct Obstruction); 근시; 노안; 동공 질병; 굴절 장애 및 사시와 같

은 질병, 병 또는 질환을 포함할 수 있다. 녹내장 처치의 임상 목표는 눈의 전안방에서 안방수(aquous fluid)의 고압을 감소

(즉, 안압의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녹내장을 또한 전안부 질환으로 여길 수 있다.

후안부 질환은 맥락막 또는 공막(수정체 피막의 후벽을 지나는 평면 뒤쪽에 위치), 유리체, 유리체방(vitreous chamber),

망막, 시신경(즉, 시신경 유두), 및 후안 영역 또는 부위를 지나는 혈관 및 신경과 같은 후안 영역 및 부위에 일차적으로 영

향을 주거나 관련된 질병, 병 또는 질환이다.

따라서, 후안부 질환은 예를 들어, 급성 황반성 신경망막병증; 베체트 병; 맥락막 혈관신생; 당뇨병성 포도막염; 히스토플

라즈마증; 진균 또는 바이러스-유발 감염과 같은 감염; 급성 황반변성과 같은 황반 변성; 비삼출성 노인성 황반변성 및 삼

출성 노인성 황반변성; 황반부종, 낭포성 황반부종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과 같은 부종; 다소성 맥락막염; 후안부 또는 위치

에 영향을 주는 눈의 외상; 눈의 종양; 중심성 망막 정맥 폐색, 당뇨병성 망막증(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을 포함), 증식성

유리체 망막증(PVR), 망막 동맥 폐색 질환, 망막 박리, 포도막 망막질병과 같은 망막장애; 교감성 안염; 보그트-고야나기-

하라다(VKH) 증후군; 포도막 확산(uveal diffusion); 안 레이저 처치에 의해 야기되거나 영향을 받은 후안부 질환; 광역동

요법, 광응고술, 방사선 망막증, 망막전막 장애, 망막 분지 정맥 폐색, 전방 국소빈혈성 시신경장애, 비-망막병증 당뇨병성

망막 기능부전, 색소성 망막염, 및 녹내장에 의해 야기되거나 영향을 받은 후안부 질환과 같은 질병, 병 또는 질환을 포함

할 수 있다. 치료 목적이 시각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손상으로 인해 시력의 손실, 또는 망막 세포 또는 시신경 세포의 손실

이 발생하는 것을 감소(즉, 신경보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녹내장을 후안부 질환으로 여길 수 있다.

"생분해성 폴리머"라는 용어는 생체 내에서 분해하는 폴리머 또는 폴리머들을 일컬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폴리머 또는

폴리머들이 침식되고, 이에 수반되어 또는 이어서 치료학적 제제가 방출된다. 특히, 폴리머 팽창을 통해 약물을 방출하도

록 작용하는 메틸셀룰로오스와 같은 하이드로젤은 특히 "생분해성 폴리머"에서 배제된다. "생분해성" 및 "생침식성"은 동

등한 의미로서 본 명세서에서는 상호교환가능하게 사용된다. 생분해성 폴리머는 호모폴리머, 코폴리머, 또는 둘 이상의 상

이한 폴리머 유닛을 포함하는 폴리머일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처치하다(treat)" 또는 "처치하는(treating)" 또는 "처치(treatment)"라는 용어는 안질환, 눈의 외

상 또는 손상의 소산(resolution), 감소 또는 방지 또는 외상 또는 손상된 안조직의 치유를 촉진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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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치료학적으로 효과적인 양"은 눈 또는 눈의 영역에 심각한 부정적인 또는 유해한 부작용을 야기

하지 않고, 안질환을 처치하거나 눈의 외상 또는 손상을 감소 또는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제제의 레벨 또는 양을 일컫는다.

개발된 안내 임플란트는 다양한 기간에 걸쳐 약물 부하를 방출할수 있다. 이러한 임플란트는, 눈의 유리체와 같은 눈에 삽

입시, 연장된 기간(예를 들어, 약 1주일 이상)동안 치료학적 레벨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제공한다.

개시된 임플란트는 후안부 질환과 같은 안질환을 처치하는 데 효과적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서, 안내 임플란트는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를 포함한다.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는 약물 방

출 지속 구성성분의 한 형태이다.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는 생분해성 안내 임플란트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생분해

성 안내 임플란트는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와 결합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포함한다. 매트릭스

는 임플란트를 눈의 유리체와 같은 안 영역 또는 안 부위에 이식한 때로부터 약 일주일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일정량의 알파

-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지속 방출하는 데 효과적인 속도로 분해된다.

임플란트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는 전형적으로 알파-1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보다는 알파-2 아드레날

린성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킨다. 특정 임플란트에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는 알파-2 아드레

날린성 수용체들의 서브타입을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킨다. 예를 들어, 이러한 아고니스트는 생리학적 조건과 같은 특정한

조건하에서 하나 이상의 알파-2a, 알파-2b, 또는 알파-2c 수용체를 하나 이상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다른 조건

하에서, 임플란트의 아고니스트는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서브타입에 대하여 선택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아고

니스트는 수용체에 결합하여, 또는 다른 매카니즘에 의해서 수용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특정한 임플란트에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는 퀴녹살린 유도체이다. 본 발명의 임플란트에 유용한 퀴

녹살린 유도체는 하기의 화학식을 갖는 퀴녹살린 유도체,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산부가염, 및 이의 혼합물이다.

여기서, R1 및 R2는 H, 탄소수 1 내지 4의 알킬 라디칼 및 탄소수 1 내지 4의 알콕시 라디칼로 구성된 그룹에서 독립적으

로 선택된다. 2-이미다졸린-2-일아미노 그룹이 퀴녹살린 모핵의 5-, 6-, 7- 및 8-위치 중에 올 수 있으며, 6-위치가 바

람직하다. R3, R4 및 R5 각각은 퀴녹살린 모핵의 나머지 5-, 6-, 7- 또는 8-위치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하며, Cl, Br, H 및

탄소수 1 내지 3의 알킬 라디칼로 구성된 그룹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된다. R3은 퀴녹살린 모핵의 5-위치가 바람직하며, R4

및 R5는 모두 H가 바람직하다. 특히 유용한 실시형태에서, R3는 Br이다.

적어도 하나의 임플란트에서, R1은 H이고, R2는 탄소수 1 내지 4의 알킬 라디칼로부터 선택된다. R3는 퀴녹살린 모핵의

5-위치가 유리하며, H 및 탄소수 1 내지 3의 알킬 라디칼로부터 선택된다. 하나 이상의 현재 유용한 화합물의 제한에 따르

는 모든 입체이성질체, 호변이성체 및 이들의 혼합물이 본 발명의 범주에 포함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산 부가염은,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하이드로브로마이드, 하이드로요오다이

드, 설페이트, 또는 비설페이트, 포스페이트 또는 산 포스페이트, 아세테이트, 말레이트, 푸마레이트, 옥살레이트, 락테이

트, 타르테이트, 시트레이트, 글루코네이트, 사카레이트 및 p-톨루엔 설포네이트 염과 같은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음

이온을 포함하는 비-독성 부가염을 형성하는 산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더욱 특이적인 임플란트에서, 퀴녹살린 유도체는 하기의 화학식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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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임플란트에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는 하기의 화학식을 가지는 염으로서 제공된다.

상기 염은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AGN 190342-F, 5-브로모-6-(2-이미다졸리디닐딘아미노)퀴녹살린 타르트레이트)

이고, Allergan, Inc.으로부터 Alphagan-P®라는 상표명으로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하다. 브리모니딘, 유기 염기는 브리모

니딘 타르트레이트 염 또는 브리모니딘 유리염기로서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하다. 타르트레이트 염은 유리염기보다 여러 수

성 매질에 더 잘 녹는다. 타르트레이트 염 및 유리염기는 모두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녹는점이 200℃ 이상이기 때문에, 본

발명의 임플란트를 형성하는 데 적합하다.

즉, 임플란트는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와 같은 브리모니딘 염, 브리모니딘 유리염기,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거나,

본질적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치료학적 구성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는 입자 또는 분말의 형태로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에 잡혀 있을 수 있다. 보

통,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 입자는 유효 평균 크기가 약 3000 나노미터 이하이다. 특정한 임플란트에서,

입자들은 3000 나노미터보다 몇 배 더 작은 유효 평균 크기를 가진다. 예를 들어, 입자들은 약 500 나노미터 이하의 유효

평균 입자 크기를 가진다. 또다른 임플란트에서, 입자들은 약 400 나노미터 이하의 유효 평균 입자 크기를 가지며, 또다른

실시형태에서, 크기는 약 200 나노미터보다 작다.

임플란트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는 임플란트의 약 10 중량% 내지 약 90 중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 바람직하게,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는 임플란트의 약 20 중량% 내지 약 80 중량%이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는 임플란트의 약 20 중량%(즉, 15%-25%)이다. 또다른 실시형태

에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는 임플란트의 약 50 중량%이다.

임플란트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폴리머 재료 또는 조성물은 눈의 기능 또는 생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도록 눈에 대한

적합성, 즉, 생적합성이 있는 재료를 포함한다. 이러한 재료는 바람직하게 적어도 부분적으로, 더욱 바람직하게 실질적으

로 완전히 생분해성 또는 생침식성이다.

유용한 폴리머 재료의 예로는, 이에 제한되지는 않지만, 분해시 생리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분해산물을 얻는, 모노머를 포함

하는, 유기 에스테르 및 유기 에테르에서 유래하거나 및/또는 이를 포함하는 재료를 포함한다. 또한, 무수물, 아미드, 오르

소에테르등으로부터 유래하거나 및/또는 이를 포함하는 폴리머 재료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모노머와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폴리머 재료는 부가 또는 축합 폴리머일 수 있으며, 축합 폴리머가 유리하다. 폴리머 재료는 교차-결합 또는 비-교차

-결합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폴리머 재료의 약 5% 이하, 또는 약 1% 이하가 교차-결합되는 것와 같이 가볍게 교차-결

합되는 것 이하일 수 있다. 대부분, 탄소 및 수소 외에, 폴리머는 적어도 하나의 산소 및 질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산소가

유리하다. 산소는 옥시, 예를 들어, 히드록시 또는 에테르, 카르보닐, 예를 들어, 카르복실산 에스테르와 같은 비-옥소-카

르보닐 등일 수 있다. 질소는 아미드, 시아노 및 아미노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제어된 약물 송달을 위한 인캡슐레이션

(encapsulation)을 기재한 Heller, Biodegradable Polymers in Controlled Drug Delivery, In: CRC Critical Reviews in

Therapeutic Drug Carrier Systems, Vol. 1 , CRC Press, Boca Raton, FL 1987, pp 39-90에서 설명된 폴리머들을 본

발명의 임플란트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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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흥미로운 폴리머로는 히드록시지방족 카르복실산, 호모폴리머 또는 코폴리머, 및 폴리사카라이드가 있다. 폴리에스

테르는 D-락트산, L-락트산, 라세미 락트산, 글리콜산, 폴리카프로락톤,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L-락

테이트 또는 D-락테이트를 사용하여, 천천히 침식하는 폴리머 또는 폴리머 재료를 달성하며, 침식은 실질적으로 락테이트

라세메이트를 사용하여 향상된다.

유용한 폴리사카라이드는 이에 제한되지는 않지만 칼슘 알기네이트, 및 기능성 셀룰로오스, 특히 물에 녹지않으며, 분자량

이 예를 들어 약 5kD 내지 500kD인 특징을 가지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에스테르를 포함한다.

흥미로운 다른 폴리머로는, 이에 제한되지는 않지만 폴리비닐 알콜, 폴리세스테르, 폴리에테르 및 이들의 혼합물이 포함되

며 이들은 생체적합성이며 생분해성 및/또는 생침식성이다.

본 발명에 사용하기 위한 폴리머 또는 폴리머 재료의 몇가지 바람직한 특징으로는 생체 적합성, 치료학적 구성성분과의 적

합성, 본 발명의 약물송달시스템을 제조하는 데 폴리머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용이성, 생리학적 환경에서의 반감기가 적어

도 약 6시간, 바람직하게 약 1일일 것, 유리체의 점도를 심하게 증가시키지 않을 것, 및 물에 녹지 않을 것 등이다.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데 포함되는 생분해성 폴리머 재료는 바람직하게 효소 또는 가수분해에 불안정하다. 수용성 폴리머

는 가수분해성 또는 생분해성 불안정 교차-결합으로 교차-결합되어 유용한 비수용성 폴리머를 제공할 수 있다. 안정성 정

도는 모노머의 선택, 호모폴리머 또는 코폴리머를 사용하는지, 폴리머 혼합물을 사용하는 지 및 폴리머가 말단 산 그룹을

포함하는 지에 따라 광범위하게 달라질 수 있다.

폴리머의 생분해성을 제어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며, 따라서, 임플란트의 연장된 방출 프로파일은 임플란트에 사용된 폴리

머 조성물의 상대 평균 분자량에 달렸다. 상이한 분자량의 동일한 또는 상이한 폴리머 조성물이 방출 프로파일을 조정하도

록 임플란트에 포함될 수 있다. 특정 임플란트에서, 폴리머의 상대 평균 분자량은 약 9 내지 약 64kD의 범위, 보통 약 10

내지 약 54kD, 더욱 통상적으로 약 12 내지 약 45 kD이다.

몇몇 임플란트에서, 글리콜산 및 락트산 코폴리머를 사용하며, 글리콜산 대 락트산의 비율로 생분해 속도를 조절한다. 가

장 신속하게 분해되는 코폴리머는 글리콜산과 락트산의 양이 거의 동일하다. 호모폴리머, 또는 동일하지 않은 다른 비율의

코폴리머는 분해되기가 더 어렵다. 글리콜산 대 락트산의 비율은 또한 임플란트의 취약성(brittleness)에 영향을 줄 것이

며, 더 큰 형태를 위해서는 더욱 유연한 임플란트가 바람직하다. 폴리락트산 폴리글리콜산(PLGA) 코폴리머에서 폴리락트

산의 %는 0-100%일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 약 15-85%, 더욱 바람직하게 약 35-65%이다. 몇몇 임플란트에서는 50/50

PLGA 코폴리머가 사용된다.

안내 임플란트를 위한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는 둘 이상의 생분해성 폴리머의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

플란트는 제 1 생분해성 폴리머 및 상이한 제 2 생분해성 폴리머를 포함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생분해성 폴리머들이 말단

산 그룹을 가질 수 있다.

침식성 폴리머로부터 약물이 방출되는 것은 몇 가지 메커니즘 또는 메커니즘들이 조합된 결과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일

부로서 임플란트 표면으로부터의 이탈, 용해, 수화된 폴리머의 다공성 채널을 통한 확산 및 침식이 포함된다. 침식은 대규

모로, 또는 표면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두가지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논의할 때, 안내 임플란트의 매트릭

스는 눈에 임플란트 이식 후 1주일 이상동안 일정량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지속 방출하기에 효과

적인 속도로 약물을 방출할 수 있다. 특정 임플란트에서, 치료학적인 양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이

식후 약 30-35일 이상동안 방출된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는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임플란트의

매트릭스는 눈에 이식후 약 1개월동안 치료학적인 양의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를 지속방출하기에 효과적인 속도로 분

해된다. 다른 예로서, 임플란트는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매트릭스는 약 6개월동안과 같이, 40일

이상동안치료학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의 지속 방출에 효과적인 속도로 약물을 방출한다.

생분해성 안내 임플란트의 일례는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와 결합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포함하

며, 상이한 생분해성 폴리머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적어도 하나의 생분해성 폴리머가 분자량 약 63.3 kD의 폴리락타이

드이다. 제 2 생분해성 폴리머는 분자량 약 14 kD의 폴리락타이드이다. 이러한 혼합물은 눈에 임플란트 이식후 약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치료학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지속방출하기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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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의 생분해성 안내 임플란트는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와 결합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포

함하며, 상이한 생분해성 폴리머들의 혼합물을 포함하고, 각각의 생분해성 폴리머는 약 0.16 dl/g 내지 약 1.0 dl/g의 고유

점도를 가진다. 예를 들어, 생분해성 폴리머 중 하나가 약 0.3 dl/g의 고유점도를 가지고, 제 2 생분해성 폴리머는 약 1.0

dl/g의 고유점도를 가질 수 있다. 상기 고유 점도는 25℃에서의 0.1% 클로로포름 중에서 결정할 수 있다.

특정한 한 임플란트는 두가지 상이한 폴리락타이드 폴리머의 조합과 결합된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를 포함한다. 브리모

니딘 타르트레이트는 임플란트 중에 약 20 중량%로 존재한다. 한 폴리락타이드 폴리머는 약 14kD의 분자량 및 약 0.3 dl/

g의 고유 점도를 가지며, 다른 폴리락타이드 폴리머는 약 63.3 kD의 분자량 및 약 1.0 dl/g의 고유 점도를 가진다. 두가지

폴리락타이드 폴리머가 임플란트 중에 1:1의 비율로 존재한다. 이러한 임플란트는 본 명세서에 설명한 바와 같이 생체 외

에서 2개월 이상 동안 브리모니딘의 방출을 제공한다. 임플란트는 압출성형 공정에서 생성되는 로드 모양 또는 필라멘트

모양으로 제공된다.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안내 임플란트로부터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의 방출은 폭발적인

초기 방출과 그 후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의 방출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또는 방출

은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의 초기에 방출이 미뤄지고, 그 후 방출이 증가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임플

란트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분해되면, 분해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의 퍼센트가 약 100%가 된다. 기존

의 임플란트와 비교하여, 본 명세서에 기재한 임플란트는 눈에 이식한 1주일 후까지도완전히 분해되지 않거나, 또는 약

100%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방출하지 않는다.

임플란트의 수명 동안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임플란트로부터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방출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임플란트의 수명 동안 1일당 약 0.01㎍ 내지 약 2

㎍의 양으로 방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의 조성에 따라 방출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

시켜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의 방출 프로파일은 하나 이상의 직선형 부분 및/또

는 하나 이상의 비-직선형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일단 임플란트가 분해 또는 침식되기 시작하면 방출 속도

는 0 이상이다.

임플란트는 모놀리식, 즉, 활성 제제 또는 제제들이 폴리머 매트릭스에 균질하게 분포 또는 캡슐화(encapsulate)된 형태일

일 수 있으며, 활성 제제의 저장소가 폴리머 매트릭스에 캡슐화되어 있을 수 있다. 제조가 쉽기 때문에, 모놀리식 임플란트

는 보통 전체적으로 캡슐화된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치료학적 레벨의 약물이 짧은 기간에 집중되는, 캡슐화된, 저장

소-형태 임플란트에 의해서 더 크게 제어되는 것이 몇몇 상황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포함하는, 치료학적 구성성분이 비-균질 패턴으로 매트릭스 내에 분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는 제

2 임플란트 부분과 비교하여 더 높은 농도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가지는 제 1 부분을 포함할 수 있

다.

본 명세서에 설명한 안내 임플란트는 약 5 ㎛ 내지 약 2 mm 사이의 크기이거나, 또는 니들로 투여하기 위해서 약 10 ㎛ 내

지 약 1mm의 크기이거나, 또는 수술적인 이식으로 투여하기 위해서는, 3 mm 또는 10mm까지에 이르는 것과 같이, 1 mm

이상, 또는 2 mm 이상일 수 있다. 사람의 유리체방은 예를 들어 길이가 1 내지 10 mm인 다양한 형태의 비교적 큰 임플란

트를 수용할 수 있다. 임플란트는 지름이 약 2mm X 0.75 mm인 실린더형 펠릿(예를 들어, 로드)일 수 있다. 또는, 임플란

트는 길이가 약 7 mm 내지 약 10mm이고 지름이 약 0.75 mm 내지 약 1.5 mm인 실린더형 펠릿일 수 있다.

임플란트는 또한 유리체와 같은 눈에 임플란트를 삽입하기 용이하면서 임플란트를 수용하기에 용이하도록 적어도 다소 플

렉서블한 것일 수 있다. 임플란트의 총 중량은 보통 약 250-5000 ㎍,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500-1000 ㎍이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는 약 500㎍, 또는 약 1000㎍일 수 있다. 비-사람 개체에 대해서는, 개체의 종류에 따라 임플란트의 크기 및 총

중량이 더 크거나 더 작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유리체 부피가 약 3.8 ml인데 비하여 말은 약 30 ml이고 코끼리는 약

60-100 ml이다. 예를 들어, 말에 대해는 약 8배 더 크게, 코끼리에 대해서는 약 26배 더 크게, 사람에게 사용하기 위한 크

기의 임플란트를 다른 동물에 맞도록 규모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중심부가 한 재료로 되어 있고, 표면은 동일한 또는 상이한 조성물의 하나 이상의 층으로 되어 층들이 교차-결합

되거나, 또는 상이한 분자량, 상이한 밀도 또는 다공성 등을 가지도록 임플란트를 제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물을 초기

에 덩어리로 재빨리 방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초기 분해 속도를 향상시키시 위해서 중심부는 폴리락테이트-폴리글리

콜레이트 코폴리머로 코팅된 폴리락테이트일 수 있다. 이와 달리, 폴리락테이트 외피가 분해하는 동안 중심부가 용해되어

재빨리 눈에서 씻겨나가도록, 중심부가 폴리락테이트로 코팅된 폴리비닐 알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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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는 섬유, 시트, 필름, 마이크로스피어, 구형, 원형 디스크, 플랙(plaque) 등을 포함하는 어떤 형태일 수 있다. 임플

란트 크기의 상한은 임플란트에 대한 내성, 삽입시 크기 제한, 취급 용이성 등의 인자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트 또는 필

름을 사용하는 경우, 취급이 용이하도록 시트 또는 필름은 약 0.1-1.0 mm 두께로 적어도 약 0.5 mm x 0.5 mm, 보통 약

3-10 mm x 5-10 mm의 범위이다. 섬유를 사용하는 경우, 섬유 지름은 일반적으로 약 0.05 내지 3 mm의 범위이고, 섬유

길이는 일반적으로 약 0.5-10 mm 범위이다. 구형은 지름이 0.5 ㎛ 내지 4 mm의 범위이고, 다른 모양의 입자들과 비슷한

부피이다.

임플란트의 크기 및 모양은 또한 방출 속도, 처치 기간 및 이식부위의 약물 농도를 제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임플란트

가 클수록 비례하여 더 많은 투여량이 송달되지만, 표면 대 질량 비율에 따라, 방출속도는 더 느리다. 이식 부위에 적합하

도록 특정한 크기 및 모양의 임플란트를 선택한다.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 폴리머 및 다른 수정제(modifier)의 비율은 다양한 비율의 몇가지 임플란트를

조성하여 경험적으로 결정한다. 용해 및 방출 테스트 방법이 입증된 미국특허를 사용하여 방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USP 23; NF 18 (1995) pp.1790-1798). 예를 들어, 무한 싱크법(infinite sink method)을 사용하여, 정량된 임플란트 샘

플을 측정된 부피의 물 중에 0.9 % NaCl을 포함하는 용액에 가하고, 용액 부피는 방출 후 약물 농도가 포화상태의 5% 이

하가 되도록 한다. 혼합물을 37℃로 유지하고 천천히 교반하여 임플란트가 현탁액으로 유지되게 한다. 시간의 함수로서 용

해된 약물의 상태를, 분광광도법적으로, HPLC, 질량 분석법 등과 같은 당해 분야에 공지된 다양한 방법으로 흡수가 일정

해질 때까지 또는 90% 이상의 약물이 방출될 때까지 관찰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안내 임플란트에 포함되는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 또는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

체 아고니스트들 외에도, 안내 임플란트는 또한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안과적으로 허용가능한 치료학적 제제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는 하나 이상의 항히스타민제, 하나 이상의 항생제, 하나 이상의 베타 차단제, 하나 이상의 스테

로이드, 하나 이상의 항종양제, 하나 이상의 면역억제제, 하나 이상의 항바이러스제, 하나 이상의 항산화제 및 이들의 혼합

물을 포함할 수 있다.

본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약학 또는 치료학적 제제는 이에 제한되지는 않지만 미국 특허 4,474,451, 컬럼 4-6 및

4,327,725 컬럼 7-8에 기재된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

항히스타민제의 예로는, 이에 제한되지는 않지만, 로라다틴, 히드록시진, 디펜히드라민, 클로로페니라민, 브로모페니라민,

시프로헵타딘, 테르페나딘, 클레마스틴, 트리프롤리딘, 카르비녹사민, 디페닐피랄린, 페닌다민, 아자타딘, 트리펠렌나민,

덱스클로르페니라민, 덱스브롬페니라민, 메스딜라진(methdilazine) 및 트림프라진 독실라민, 페니라민, 피릴아민, 키오르

시클리진(chiorcyclizine), 손질아민(thonzylamine) 및 이들의 유도체가 포함된다.

항생제의 예로는, 이에 제한되지는 않지만, 세파졸린, 세프라딘, 세파클로르, 세파피린, 세프티족심, 세포페라존, 세포테

탄, 세푸톡심(cefutoxime), 세포탁심, 세파드록실, 세프타지딤, 세팔렉신, 세팔로틴, 세파만돌, 세폭시틴, 세포니시드, 세

포라니드, 세프트리악손, 세파드록실, 세프라딘, 세푸록심, 암피실린, 아목시실린, 시클라실린, 암피실린, 페니실린 G, 페

니실린 V 포타슘, 피페라실린, 옥사실린, 바캄피실린, 크록사실린, 티카르실린, 아즐로실린, 카르베니실린, 메티실린, 나프

실린, 에리스로마이신, 테트라시클린, 독시시클린, 미노시클린, 아즈트레오남, 클로람페니콜, 시프로플록사신 하이드로클

로라이드, 클린다마이신, 메트로니다졸, 젠타마이신, 린코마이신, 토브라마이신, 반코마이신, 폴리마이신 B 설페이트, 콜

리스티메테이트, 콜리스틴, 아지스로마이신, 오구멘틴, 술파메톡사졸, 트리메토프림, 및 이들의 유도체가 포함된다.

베타 차단제의 예로는, 이에 제한되지는 않지만, 아세부톨롤, 아테놀롤, 라베탈롤, 메토프로롤, 프로프라놀롤, 티몰롤 및

이의 유도체가 포함된다.

스테로이드의 예로는, 이에 제한되지는 않지만, 코르티손, 프레드니솔론, 플루오로메톨론, 덱사메타손, 메드리손, 로테프

레드놀, 플루아자코르트, 하이드로코르티손, 프레드니손, 베타메타손, 프레드니손, 메틸프레드니솔론, 리암시놀론 헥사카

토나이드(riamcinolone hexacatonide), 파라메타손 아세테이트, 디플로라손, 플루오시노나이드, 플루오시놀론, 트리암시

놀론, 이들의 유도체 및 이의 혼합물이 포함된다.

항종양제의 예로는, 이에 제한되지는 않지만, 아드리아마이신, 시클로포스파미드, 액티노마이신, 블레오마이신, 두아노루

비신, 독소루비신, 에피루비신, 미토마이신, 메토트렉세이트, 플루오로우라실, 카르보플라틴, 카르무스틴(BCNU), 메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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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NU, 시스플라틴, 에토포시드, 인터페론, 캄프토테신 및 이들의 유도체, 페네스테린, 탁솔 및 이들이 유도체, 탁소테레

및 이의 유도체, 빈블라스틴, 빈크리스틴, 타목시펜, 에토포시드, 피포술판,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플루타미드, 및 이들의

유도체가 포함된다.

면역억제제의 예로는, 이에 제한되지는 않지만, 시클로스포린, 아자티오프린, 타크로리무스, 및 이들의 유도체가 포함된

다.

항바이러스제의 예로는, 이에 제한되지는 않지만, 인터페론 감마, 지도부딘, 아만타딘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리바비린, 아

시클로비르, 발시클로비르, 디데옥시시티딘, 포스포노포름산, 간시클로비르 및 이들의 유도체가 포함된다.

항산화제의 예로는, 이에 제한되지는 않지만, 아스코베이트, 알파-토코페롤, 만니톨, 환원 글루타티온, 다양한 카로테노이

드류, 시스테인, 요산, 타우린, 티로신, 수퍼옥사이드 디스뮤타아제, 루테인, 제악산틴, 크리오트프산틴 (cryotpxanthin),

아스타잔틴, 라이코펜, N-아세틸-시스테인, 카르노신, 감마-글루타밀시스테인, 퀘르시틴, 락토페린, 디하이드로리포산,

시트레이트, 은행나무(Ginko Biloba) 추출물, 차 카테킨, 빌베리 추출물, 비타민 E 또는 비타민 E의 에스테르, 레티닐 팔미

테이트, 및 이들의 유도체가 포함된다.

다른 치료학적 제제로는 스쿠알라민, 카보닉 안하이드라아제 억제제, 알파 아고니스트, 프로스타마이드, 프로스타글란딘,

구충제, 항진균제 및 이들의 유도체를 포함한다.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활성 제제 또는 제제들의 양은 필요한 유효 투여량 및 바람직한 임플란트

방출속도에 따라 광범위하게 달라질 것이다. 보통, 제제는 임플란트의 적어도 약 1, 더욱 통상적으로는 적어도 약 10 중

량%이고, 보통 임플란트의 약 80, 더욱 통상적으로는 약 40 중량%를 넘지 않는다.

치료학적 구성성분 외에, 본 명세서에 기재된 안내 임플란트는 유효량의 완충제, 방부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적합한 수용

성 완충제로는, 이에 제한되지는 않지만, 소듐 포스페이트, 시트레이트, 보레이트, 아세테이트, 비카르보네이트, 카르보네

이트 등과 같은 알칼리 및 알칼리토 카보네이트, 포스페이트, 비카르보네이트, 시트레이트, 보레이트, 아세테이트, 숙시네

이트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제는 약 2 내지 약 9 사이로 시스템의 pH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양으로 존재하는 것이 유리

하며, 약 4 내지 약 8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러한 완충제는 전체 임플란트의 약 5 중량%만큼일 수 있다. 적합한 수용성 방

부제로는 소듐 비설파이트, 소듐 비설페이트, 소듐 티오설페이트, 아스코르베이트, 벤즈알코늄 클로라이드, 클로로부탄올,

티메로살, 페닐머큐릭 아세테이트, 페닐머큐릭 보레이트, 페닐머큐릭 니트레이트, 파라벤, 메틸파라벤, 폴리비닐 알콜, 벤

질 알콜, 페닐에탄올 등 및 이들의 혼합물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제들은 0.001 내지 약 5 중량%,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약 2 중량%의 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본 임플란트에, 예를 들어,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

가 브리모니딘인 경우, 퓨라이트(purite) 방부제가 임플란트에 제공된다. 따라서, 이러한 임플란트는 치료학적으로 효과적

인 양의 Alphagan-P®를 포함할 수 있다.

몇몇 상황에서, 동일한 또는 상이한 생리학적 제제를 사용할 때 임플란트의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단일

투여를 통해 2상 또는 3상 방출을 제공하는 방출 프로파일의 칵테일이 달성되며, 방출 패턴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특허 5,869,079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출 조절제를 임플란트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용되는 방출 조절제의 양

은 원하는 방출 프로파일, 조절제의 활성에 따라 다르며, 조절제가 없을 때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의

방출 프로파일에 따라 다르다. 소듐 클로라이드 및 포타슘 클로라이드와 같은 전해질이 또한 임플란트에 포함된다. 완충제

또는 강화제가 친수성인 경우, 방출 촉진제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 친수성 첨가제는 약물 입자를 둘러싸는 재료가 더 빨리

용해되도록 하고, 노출되는 약물의 표면적 증가로 약물 생침식 속도가 증가되도록 함으로써 방출 속도를 증가시키는 작용

을 한다. 유사하게, 소수성 완충제 또는 강화제는 더욱 천천히 용해되어, 약물 입자의 노출을 느리게 함으로써 약물 생침식

속도를 늦춘다.

특정한 임플란트에서, 브리모니딘 또는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및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임플란트는 눈

에 이식후 약 3-6 개월동안 약 0.1 mg 내지약 0.5 mg의 양의 브리모니딘을 방출 또는 송달할 수 있다. 임플란트는 로드

모양 또는 웨이퍼 모양일 수 있다. 로드-모양 임플란트는 720㎛ 노즐로부터 압출성형된 필라멘트를 1 mg 크기로 잘라서

얻을 수 있다. 웨이퍼-모양 임플란트는 지름이 약 2.5 mm, 두께가 약 0.127 mm, 무게가 약 1 mg인 원형 디스크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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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3-개월 방출 조성물은 멸균될 수 있으며, 생침식가능하고, PLA 매트릭스 또는 POE 매트릭스 중에 브리모니딘 타

르트레이트를 포함하는 막대, 웨이퍼 또는 마이크로스피어 형태이다. 임플란트는 약물의 클리어런스(clearance)를 지체시

키고 3-개월간 반복 이식의 필요를 감소시켜 합병증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디자인된다.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본 명세서에 설명한 임플란트를 제공할 수 있다. 유용한 기술로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용매

증발법, 상분리법, 계면법, 몰딩법, 주입 몰딩법, 압출성형법, 공압출성형법, 카버 프레스법(carver press method), 다이

커팅법, 열압착법, 이들의 조합 등이 포함된다.

특정한 방법이 미국특허 4,997,652에 논의되었다. 제조시 용매의 필요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압출성형법이 사용될 것이다.

압출성형법을 사용하는 경우, 제조에 필요한 온도, 보통 적어도 약 85℃에서 안정하도록 폴리머 및 약물을 선택한다. 압출

성형법은 약 25℃ 내지 약 150℃의 온도를 사용하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65℃ 내지 약 130℃이다. 임플란트는 약 0 내

지 1시간, 0 내지 30분, 또는 5-15분의 기간동안 약물/폴리머 혼합물에 대하여 온도를 약 60℃ 내지 약 150℃, 예를 들어,

약 130℃가 되게 제공된다. 예를 들어, 시간은 약 10분, 바람직하게는 약 0 내지 5분이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약

60℃ 내지 약 130℃, 예를 들어, 약 75℃의 온도에서 압출성형한다.

또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를 제조하는 동안 코어 영역 위로 코팅이 형성되도록 공압출성형될 수 있다.

압착법을 임플란트 제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전형적으로 압출성형법보다 더 신속한 방출 속도를 가지는 임플란트를 얻을

수 있다. 압착법은 약 50-150 psi,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70-80 psi, 훨씬 더 바람직하게는 76 psi의 압력을 사용할 수 있

으며, 약 0℃ 내지 약 115℃,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25℃의 온도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임플란트는 공막을 2-3 mm 절개한 후 포셉 또는 트로카로 넣는 것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눈, 예를 들어,

눈의 유리체방에 삽입될 수 있다. 눈에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의 일례가 미국특허공개 2004/

0054374에 개시되어 있다. 배치 방법은 치료학적 구성성분 또는 약물 방출 동력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로

카를 사용하여 임플란트를 수송하면 포셉을 사용하는 것보다 임플란트가 유리체에 더 깊게 배치되어, 임플란트가 유리체

의 모서리에 더 가깝게 배치된다. 임플란트의 위치는 치료학적 구성성분 또는 약물을 둘러싸는 구성요소의 농도 그레디언

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방출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예를 들어, 구성요소가 유리체의 모서리에 더 가깝게 배

치될수록 방출 속도가 느리게 된다).

본 임플란트는 일정시간 동안 일정량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눈에 방출하여 망막 혈관 폐색과 같은

혈관 폐색을 최소화하도록 구성된다. 망막 혈관 폐색은 망막 동맥 폐색 질환, 중심성 망막 정맥 폐색, 파종성 혈관내응고증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opathy), 망막 분지 정맥 폐색(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고혈압성 안저변화

(hypertensive fundus changes), 안허혈 증후군(ocular ischemic syndrome), 망막 동맥 미세혈관류(retinal arterial

microaneurysms), 반측 망막정맥폐색(hemi-retinal vein occlusion), 중심성 망막 동맥 폐색(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 망막 분지 동맥 폐색(branch retinal artery occlusion), 경동맥 질환(CAD), 일스 병(Eales disease) 및 당뇨

병과 관련된 혈관병증과 같은 다양한 질환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함유 임플

란트를 눈의 유리체에 이식함으로써, 아고니스트가 눈에 위치한 혈관내의 폐색을 감소시는데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임플란트는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환자의 녹내장을 처치하는 데 효과적인 기간동안 치료학

적으로 효과적인 양으로 방출하도록 구성된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임플란트는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하기와 같은 질병 또는 질환을 처치하는 데 효과적인 추가적인 치

료학적 제제를 방출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황반병증(maculopathy)/망막 변성: 비-삼출성 노인성 황반 변성(ARMD), 삼출성 노인성 황반변성(ARMD), 맥락막 혈관

신생(choroidal neovasculariza tion), 당뇨병성 망막증, 급성 황반성 신경망막병증 (acute Macular Neuroretino pathy),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낭포성 황반부종, 당뇨병성 황반부종.

포도막염/망막염/맥락막염: 급성 다발성 판상색소 상피증(acute multifocal placoid epitheliopathy), 베체트 병, 버드샷

망막맥락막증(birdshot retinochoroidopathy), 전염병 (매독, 라임병, 결핵, 톡소플라스마증), 중간포도막염(평면부염),

다소성 맥락막염(multifocal choroiditis), 다발성 소실성 백반증후군(multiple evanescent white dot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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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WDS), 눈의 사르코이드증(ocular sarcoidosis), 후공막염(posterior scleritis), 사행성 맥락막염(serpiginous

choroiditis), 망막하 섬유화 및 포도막염 증후군(subretinal fibrosis and uveitis syndrome), 보그트-고야나기-하라다

증후군(Vogt-Koyanagi-and Harada syndrome).

혈관 질환/삼출성 질환: 코우츠 병(Coat's disease), 중심오목부근 모세혈관확장증(parafoveal telangiectasis), 유두정맥

염(papillophlebitis), 언가지모양혈관염(frosted branch angiitis), 겸상세포 망막증(sickle cell retinopathy) 및 다른 혈

색소병증(hemoglobinopathie), 혈관무늬 망막증(angioid streaks), 가족성 삼출 유리체망막증(familial exudative

vitreoretinopathy).

외상성/수술성 질환: 교감성안염(sympathetic ophthalmia), 포도막 망막 질환, 망막 박리, 외상, 레이저로 인한 질환,

PDT, 광응고술(photocoagulation), 수술 중 저관류(hypoperfusion), 방사선 망막증(radiation retinopathy), 골수 이식

망막증.

증식성 질환: 증식성 유리체 망막증과 망막전막(epiretinal membranes),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

감염성 질환: 안 히스토플라즈마증, 안 톡소카라증, 추정 안 히스토플라즈마증 증후군(presumed ocular histoplasmosis

syndrome, POHS), 내안구염(endophthalmitis), 톡소플라즈마증, HIV 감염과 관련된 망막 질환, HIV 감염과 관련된 맥락

막 질환, HIV 감염과 관련된 포도막 질환, 바이러스성 망막염, 급성 망막 괴사, 진행성 외부 망막괴사, 진균성 망막 질환,

안 매독, 안 결핵, 광범위 일측 아급성 신경망막염(diffuse unilateral subacute neuroretinitis), 구더기증(myiasis).

유전성 질환: 색소성 망막염, 망막 이영양증(retinal dystrophies)과 관련된 전신질환, 선천성 정지형 야맹증(congenital

stationary night blindness), 추체 이영양증(cone dystrophies), 스타르가르트병(Stargardt's disease) 및 노란점 안저

(fundus flavimaculatus), 베체트 병, 망막 색소 상피의 패턴 이영양증(pattern dystrophy of the retinal pigmented

epithelium), X-염색체관련 망막층간분리(X-linked retinoschisis), 소르스비 안저 이영양증(Sorsby's fundus

dystrophy), 양성 동심성 황반병증(benign concentric maculopathy), 비에티 결정 이영양증(Bietti's crystalline

dystrophy), 탄성섬유 가성 황색종(pseudoxanthoma elasticum).

망막 열공/원공(retinal tears/holes): 망막 박리, 황반 원공, 거대 망막 열공.

종양: 종양과 관련된 망막 질환, 망막 색소 상피의 선천성 비후(congenital hypertrophy), 후부 포도막 흑색종(posterior

uveal melanoma), 맥락막 혈관종(choroidal hemangioma), 맥락막 골종(choroidal osteoma), 맥락막 전이, 망막 및 망막

색소 상피의 복합 과오종(combined hamartoma of the retina and retinal pigmented epithelium), 망막아세포종, 안저의

혈관증식성 종양(vasoproliferative tumors of the ocular fundus), 망막별아교세포종(retinal astrocytoma), 안내 림프

성 종양.

다양한 다른 질환: 점상내층맥락막병증(punctate inner choroidopathy), 급성 후부 다발성 판상색소 상피증(acute

posterior multifocal placoid pigment epitheliopathy), 근시성 망막 변성, 및 급성 망막 색소 상피염(retinal pigement

epithelitis) 등.

일 실시형태에서, 본 명세서에 개시된 임플란트와 같은 임플란트는 사람 또는 동물 환자, 바람직하게, 살아있는 사람 또는

동물의 후안부에 투여된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임플란트는 눈의 망막하 공간에 접근하지 않고 투여된다. 예를

들어, 환자를 처치하는 방법은 임플란트를 직접 후안방에 넣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형태에서, 환자를 처치하는

방법은 적어도 한번의 유리체내 주사, 결막하 주사, 테논낭하(sub-tenon) 주사, 후구(retrobulbar) 주사 및 맥락막상 주사

를 통하여 임플란트를 환자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형태에서, 환자에서 망막 혈관 폐색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하나 이상의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

고니스트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임플란트를 본 명세서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적어도 하나의 유리체내 주사, 결막하 주사,

테논낭하(sub-tenon) 주사, 후구(retrobulbar) 주사 및 맥락막상 주사를 통하여 환자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람 또

는 동물의 후안부에 조성물을 주사하기 위해서 적절한 크기의 니들, 예를 들어, 27 게이지 니들 또는 30 게이지 니들을 포

함하는 시린지 장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임플란트로부터 연장된 기

간동안 방출되기 때문에 보통 반복 주사는 필요하지 않다.

또다른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서는, a) 브리모니딘 유리염기 또는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예를 들어, Alphagan-P)와 같

은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포함하는 치료학적 구성성분 및 약물 방출 지속 구성성분을 포함하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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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 임플란트를 포함하는 컨테이너; 및 b) 사용 설명서를 포함하는 눈의 안질환을 처치하기 위한 키트가 제공된다. 설명

서는 임플란트 취급방법, 임플란트를 눈영역에 이식하는 방법 및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포함할 수 있

다.

실시예

실시예 1

브리모니딘과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임플란트의 제조 및 테스트

스테인리스 스틸 모르타르(mortar)에서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또는 브리모니딘 유리염기를 생분해성 폴리머 조성물과

조합하여 생분해성 임플란트를 제조하였다. 조합물을 96 RPM으로 설정된 터뷸러 쉐이커(Tubula shaker)로 15분간 혼합

하였다. 파우더 블렌드를 모르타르의 벽에서 긁어낸 다음 추가로 15분간 다시 혼합하였다. 혼합된 파우더 블렌드를 특정

온도로 총 30분간 반쯤 녹은 상태로 가열하여 폴리머/약물 용융물을 생성하였다.

9 게이지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배관을 사용하여 폴리머/약물 용융물을 펠렛화하고, 펠렛을 배럴에 채우고

특정 코어 압출성형 온도에서 재료를 필라멘트로 압출성형하여 로드(rod)를 제조하였다. 그리고 나서, 필라멘트를 약 1mg

크기임플란트 또는 약물 송달 시스템으로 절단하였다. 로드는 약 2 mm 길이 x 0.72 mm 지름의 크기를 가졌다. 로드 임플

란트는 약 900 ㎍ 내지 1100 ㎍로 칭량되었다.

특정 온도에서 카버 프레스를 사용하여 폴리머 용융물을 평평하게 하여 웨이퍼를 성형하고 평평하게 된 재료를 각각 약 1

mg으로 칭량되는 웨이퍼로 절단하였다. 웨이퍼는 지름이 약 2.5 mm이고 두께가 약 0.13 mm이었다. 웨이퍼 임플란트는

약 900 ㎍ 내지 1100㎍으로 칭량되었다.

초기에는 6벌, 나중에는 4벌로 각 벌의 임플란트(로드 또는 웨이퍼)에 대하여 생체외 방출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임플란트를 37℃에서 10ml의 포스페이트 완충된 염수용액이 들어있는 24ml 스크류 캡 바이알에 넣고, 1, 4, 7, 14, 28 일

및 그 후에는 2주에 한번씩 1ml 분취량을 버리고 동일한 부피의 신선한 매질로 대체하였다.

Waters 2690 분리 모듈(또는 2696) 및 Waters 2996 광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로 구성된 HPLC로 약물 에세이를 실시하

였다. 울트라스피어, C-18(2), 5㎛; 30℃로 가열된 4.6 x 150 mm 컬럼을 분리에 사용하고, 검출기를 264 nm로 설정하였

다. 이동상은 유속이 1ml/min이고 총 런타임이 샘플당 12min인, (10:90) MeOH-완충된 이동상이었다. 완충된 이동상은

(68:0.75:0.25:31) 13mM 1-헵탄 술폰산, 소듐염-빙초산-트리에틸아민-메탄올로 구성되었다. 시간에 따라 소정 부피의

매질 중에 방출되는 약물의 양을 계산하여 ㎍/일로 방출 속도를 결정하였다.

임플란트를 위해 선택된 폴리머는 베링거 잉겔하임에서 입수하였다. 폴리머는: RG502, RG752, R202H, R203 및 R206,

및 Purac PDLG (50/50)이었다. RG502는 (50:50) 폴리(D,L-락타이드-코-글리콜리드)이고, RG752는 (75:25) 폴리

(D,L-락타이드-코-글리콜리드)이고, R202H는 산 종말기 또는 말단 산 그룹을 가지는 100% 폴리(D,L-락타이드)이고,

R203 및 R206는 둘다 100% 폴리(D,L-락타이드)이다. Purac PDLG (50/50)은 (50:50) 폴리(D,L-락타이드-코-글리콜

리드)이다. RG502, RG752, R202H, R203, R206 및 Purac PDLG의 고유점도는 각각 0.2, 0.2, 0.2, 0.3, 1.0 및 0.2 dl/g

이다. RG502, RG752, R202H, R203, R206, 및 Purac PDLG의 평균 분자량은 각각 11700, 11200, 6500, 14000,

63300, 및 9700 달톤이다.

전체 53개의 조성물, 31개 로드 및 22개 웨이퍼를 제조하였다. 로드 조성물 중에서, 4개는 방출기간이 3개월보다 더 길었

고 3개는 방출기간이 6개월보다 더 길었다. 웨이퍼 조성물 중에서, 7개는 방출기간이 3개월보다 더 길었고, 4개는 방출기

간이 4개월보다 더 길었다.

로드 조성물의 리스트를 표 1에 나타내었고, 웨이퍼 조성물의 리스트를 표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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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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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로드 조성물

첫번째 10개의 조성물을 5개의 상이한 폴리머, RG752, RG502, R203, R206, 및 R202H를 사용하여 브리모니딘 타르트레

이트 및 브리모니딘 유리염기 모두에 대해서 각각 50% w/w 약물 부하로 제조하였다. 방출 프로파일을 브리모니딘 타르트

레이트에 대해서 도 1에, 브리모니딘 유리염기에 대하여 도 2에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RG502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폴리머를 사용하여 브리모니딘 유리염기로 제조된 것보다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를 사용하여 제조한 조성물이 더욱 신속한 초기의 폭발적인 방출을 나타내었다. 데이터는 또한 폴리(D,L-락

타이드)매트릭스 (R203, R206, 및 R202H) 중에서 조성되는 경우,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는 첫날(F5 및 F7)에 완전히

방출된 반면에, 브리모니딘 유리염기는 약 30일의 지속 시간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임플란트의 표면 상에서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가 신속히 용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약물 용량이 50% 이하인 R203 및 R206을 사용한 몇가지 조성물을 제조하고, 방출 프로파일을 도 3에 나타내었다. 약물

부하가 50%에서 25%로 낮아진 경우 극적인 효과가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조성물 #9는 R206 중의 25% 브리모니딘 타

르트레이트를 사용하여 제조하였고, 안정상태가 되기 전 105일 후 총 방출 89%를 제공하였다. 이것을 R206 중의 50% 브

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인 조성물 #7과 비교하면, 이것은 하루에 100% 방출되었다. 유사하게, 조성물 #10은 R203 중의

25%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를 사용하여 제조하였고, 안정상태가 되기 전 105일 후 총 방출 90%를 제공하였다. 이것을

조성물 #5와 비교하면, 조성물 #5는 1일에 74%가 방출되었다.

R206 중의 20%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F24)에서는, 방출 시작 전에 14일 지속 시간이 존재하며 134일 후에 결국

89.5% 방출에 도달한다. R206 중의 15%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F16)에서는, 방출 시작 전의 지속시간이 28일로 증가

되고, 175일 후에 결국 97.6% 방출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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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물 #9 및 #10의 방출 프로파일은 정반대지만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한 폴리머가 빠른 방출을 나타내

는 반면에 다른 것은 지체된 방출을 나타내지만, 둘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종말점에 도달한다. 두가지 폴리머가 모두 낮

은 약물 부하로 조합된 경우,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더욱 직선적이고 더욱 긴 방출 프로파일이 얻어진다.

데이터는 20%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1:1) R203/R206, 조성물 #17이 6개월 방출 임플란트를 위한 바람직한 생체외

방출 프로파일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175일 후에 약 90%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를 방출하였다. 또한,

R203과 R206의 비율을 달리하면 동일한 약물 부하(조성물 #17, #18 및 #53)라도, 상이한 방출 프로파일을 얻게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더욱 직선형인 방출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폴리머 블렌드로 브리모니딘 유리염기 조성물을 또한 제

조하였다. 수성 매질에서의 낮은 용해도와 각 폴리머에서의 방출 특성을 알고 있으므로, RG502 - RG752, 및 RG502 -

R203의 상이한 조합을 제조하였고, 방출 프로파일을 도 5에 나타내었다.

3개 조성물 모두에 대하여 방출 지속시간이 약 2 개월이었지만, 3개 모두 1 내지 2 주의 지속 시간을 나타내었다. Purac

폴리머, PDLG(50/50)-Mw 9700와 하나는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하나는 브리모니딘 유리염기를 사용하여2개의 조

성물(F32 및 F33)을 제조하였다. 조성물 둘다 높은 표준편차로 신속한 방출을 나타내었으며; 방출 테스트는 7일 후에 중

단하였다.

웨이퍼 조성물

3개의 기존 로드 조성물로부터 첫번째 세트의 웨이퍼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특히, 조성물 #9, #17 및 #18은 각각 105일

후에 89.4%, 175일 후에 89.2%, 175일 후에 102% 방출에 도달하였다. 첫번째 3개의 웨이퍼 조성물의 방출 프로파일을

도 6에 나타내었다.

유사한 로드 조성물은 3 내지 4개월 지속되는 방출 기간을 가지는 반면에, 이러한 3개의 조성물은 단지 2 내지 3주 지속되

는 방출 기간을 가졌다. 이는 로드에 비하여 웨이퍼에서 표면적이 더 증가되기 때문일 것이다. 웨이퍼 형태에서, 또한 약물

부하가 약물 방출의 지속시간을 결정한다. 따라서, 약물 부하를 20-25%에서 15% 및 10%로 줄였을 때, 방출 프로파일을

도 7 및 8에 나타내었다.

15% 약물 부하에서, 조성물 #7은 35일 후에 누적 방출 51.4%을 가졌고, 반면에 조성물 #47, 49 및 52는 99일 후에 각각

93.2%, 92.8% 및 88.5%의 누적방출을 가졌다. 나중의 조성물 3개는 4-개월 약물 송달 시스템으로서 효과적일 것이다.

10% 약물 부하에서, 조성물 #46, #48, #50 및 #51은 133일 후 각각 83.8%, 98.0%, 92.7% 및 89.2%의 누적 방출을 가졌

다. 이러한 4개의 조성물은 5-개월 약물 송달 시스템으로서 효과적일 것이다. 도 7 및 8은 둘다, 얻어지는 약물 부하를 낮

추면 방출의 지속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모든 조성물에 대해 더욱 직선형인 방출 프로파일을 얻는다는 것을 입증한다.

도면은 또한 R206과 같은 단일 폴리머만을 사용하는 대신에 폴리머 블렌드를 사용하면 더 낮은 표준 편차로 더욱 직선형

인 방출 프로파일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의 개의 로드 조성물 #26, #27 및 #28로부터 3개의 웨이퍼 조성물을 제조하였고, 방출 프로파일을 도 9에 나타내었다.

28일에서 3개의 웨이퍼 조성물은 유사한 로드 조성물보다 다소 더 빠르게 방출하였고, 31일 내지 51일에 방출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결론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로 제조된 15개의 로드 조성물 중에서, 3개의 조성물(F9, F10 및 F53)은 3개월이상 긴 방출기간

을 가졌고, 2개의 조성물(F24 및 F25)은 4개월이상 긴 방출기간을 가졌고, 3개의 조성물(F16, F17 및 F18)은 6개월이상

긴 방출기간을 가졌다. 브리모니딘 유리염기로 제조된 8개의 로드 조성물 중에, 3개(F26, F27 및 F28)는 2개월이상 긴 방

출기간을 가졌다.

22개의 웨이퍼 조성물 중에, 11개는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로 제조하였고, 11개는 브리모니딘 유리염기로 제조하였다.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로 제조된 11개 웨이퍼 조성물중에, 3개(F47, F49 및 F52)는 약 4개월의 방출기간을 가졌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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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F46, F48, F50 및 F51)는 4 내지 5 개월 사이의 방출기간을 가졌다. 브리모니딘 유리염기로 제조된 11개의 웨이퍼 조

성물 중에, 4개(F35, F36, F38 및 F39)는 3 내지 4개월 사이의 방출기간을 가졌고, 5개(F34, F37, F41, F42 및 F43)는 1

내지 2 개월 사이의 방출기간을 가졌다.

일반적으로,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또는 브리모니딘 유리염기로 제조된 웨이퍼 조성물은 유사한 로드 조성물보다 더

빠른 방출을 나타내었다.

실시예 2

브리모니딘 및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안내 임플란트의 생체 내 시험

사이노몰구스(cynomologous) 원숭이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플래시보(n=2) 또는 브리모니딘(n=2) 조성 안내 임플란트를

넣었다. 임플란트하기 3일 전, 및 임플란트하고 10일 후에, 안압(IOP), mfERG, 레이저 도플러 스캐닝 지형도검사/유량측

정(HRT/HRF), 광학적 간섭성 단층촬영(optical coherence tomography), 인도시아닌 그린 혈관조영술(ICG) 및 플루오

레세인 혈관조영술(FA)을 사용하여 기준선 측정을 실시하였다.

각각 200㎍ 브리모니딘 또는 플래시보로 조성된, 3개의 임플란트(실시예 1에 기재된 조성물 #17)를 MVR 블래이드(OS)

로 만든 포트를 통해 눈의 유리체 내로 임플란트하고, 포트를 봉합하여 닫았다. 광각 콘택트 렌즈 안저활영으로 임플란트

의 총수 및 위치를 확인하였다.

532nm, 600mW, 50um 스폿 사이즈, 1.6x 반전 콘택트렌즈의 0.01 sec 펄스 모드의 옴니 간섭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한

열 조사 후에 1ml의 20mg/kg 로즈 벵갈을 정맥 주사하여 망막 분지 정맥 폐색(BRVO)을 달성하였다. 정맥부가 폐쇄될때

까지 레이저 펄스를 전달하였다. 브리모니딘 처치된 원숭이 한마리에 235 펄스를 가하고, 나머지 한마리는 78 펄스를 가

하였다. 플래시보 처치된 원숭이 한마리에 43 펄스를 가하고, 나머지 한마리는 31펄스를 가하였다. 시신경 두부(head)로

부터 약 1 디스크 지름의 상측 아케이드(superior arcade)에 정맥의 혈관폐색이 유도되었다. 레이저 후 안저촬영으로 폐

색을 확인하였다.

BRVO 후 1일에 안저검사 관찰결과, 플래시보 임플란트를 사용한 2마리 원숭이 모두에서 극적인 망막병증 및 혈관병증-

현저한 망막 부종 및 도트 블럿 출혈, 혈관 비틀림, 면화반이 나타났다. 플루오레세인 혈관조영술 결과, 혈관폐색이 확인되

었고, 레이저 조사된 영역으로부터 위쪽으로의 혈액 흐름이 정체되어 있었으며, 망막 모세혈관으로부터 후기 플루오레세

인 누출 및 풀링이 명백하게 나타났다. 브리모니딘 임플란트를 사용한 원숭이들은 5개 이하의 작은 도트 블럿출혈이 있었

고, 약간의 망막 부종이 상측 망막에 국한되어 나타났다. 브리모니딘 원숭이에서의 플루오레세인 혈관조영에서는 최소로

지체된 혈류로 일단 폐색된 정맥이 재관류(reperfusion)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브리모니딘 함유 임플란트는 혈관폐색을 감소시켰다. 폐색된 정맥의 플루오레세인 충전의 지속

을 Metamorph 6.0 소프트웨어로 정량 하였다. 충전의 지속정도 및 플루오레세인 클리어런스의 관찰된 지속정도를 정량

하기 위하여, 플루오레세인 혈관조영술의 조기 및 후기에, 관심있는 미리 결정된 영역에서 세기 측정을 하였다. 폐색된 정

맥에서 기준선 플루오레세인 혈관조영술 충전으로부터 플루오레세인의 조기 충전의 지속정도(초)를 도 10에 나타내었다.

OCT 단일선 스캔(6mm)으로부터 중심와(fovea) 두께를 측정한 결과, 플래시보 그룹에서는 혈관 폐색의 결과로 망막 부종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모니딘 함유 임플란트는 혈관 폐색과 관련된 망막 부종의 크기를 감소시켰다. 일련의 선

스캔(3mm2을 커버함)은 폐색된 정맥을 둘러싸는 상측 영역 망막의 두께 변화를 하측 망막의 두께 변화와 직접 비교한다.

플래시보 원숭이에서의 망막 부종은 꽤 심하여, 망막의 하측 영역에서 체액 축적이 발생하였다. 대조적으로, 도 11에 나타

낸 바와 같이, 브리모니딘 그룹은 기준선과 비교하여 하측 망막 부종에 별로 변화가 없었다.

임플란트한 후 및 모든 추적 전기생리학 및 망막 이미지화 방법 전에 3번 반복하여 각 그룹에서 안압(IOP)을 기록하였다

(OD 및 OS). 도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브리모니딘 임플란트는 BRVO 전 또는 그 동안 눈의 IOP를 별로 감소시키지 않았

다.

VERIS 5.0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초점(multi-focal) ERG를 실시하였다. 상측 망막 및 중심 망막 와(central retina fovea)

의 반응을 기록하기 위하여 241개의 육각형 자극 필드를 위치시켰다. 플래시보 그룹에서는 BRVO 유도 후 3-4주에 걸쳐

중심와 반응이 없던 반면에, 브리모니딘 그룹에서는 BRVO 후 1일에 다소 낮지만 뚜렷한 반응이 있었고, 나머지 연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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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및/또는 높은 중심와 반응이 있었다. 도 13의 그래프는 두 그룹 모두의 상측/하측 반응%를 나타낸다. 플래시보로 처

치된 원숭이의 BRVO는, 브리모니딘 임플란트를 사용시 비교적 일정한 망막 기능과 대비하여, 회복이 늦은 경향의 덜 반응

성인 망막 기능을 가졌다.

레이저 도플러 유량측정(HRF)을 사용하여 중심와, 상측 및 하측 망막 영역의 혈류를 측정하였다. 도 14의 그래프는 중심

와를 중심으로 한 10-20도 존(zone)에서 얻은 혈류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BRVO 후 브리모니딘 그룹에서는 중심와의 혈

류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플래시보 그룹에서는 BRVO 후 1일에 급격히 증가되었다.

세가지 브리모니딘 안내 임플란트의 유리체내 적용은 원숭이의 국지적 혈관 폐색 및 관련 혈관병증과 망막병증의 크기 및

지속시간을 감소시켰다.

또한, 정맥에 가까울 필요가 있는 레이저 화상(burns)의 양은 플래시보 그룹에서보다 브리모니딘 그룹에서 더 높았다(브

리모니딘:157±79, n=2; 플래시보:34±6, n=2). 이와 함께, 이러한 데이터는 브리모니딘이 존재함으로써 망막 혈관을 막

기 어렵게 하고 폐색의 지속시간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시예 3

생분해성 폴리머 매트릭스와 결합된 브리모니딘을 포함하는 안내 임플란트를 사용한 녹내장의 치료

68세의 여성이 주치의에게 점점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 주치의는 이 환자의 안압 레벨이 증가한 것을 측정하고, 녹

내장으로 진단하였다.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200㎍ 및 생분해성 폴리머의 조합(상기 실시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중

량비율 1:1의 리소머 R203 및 R206) 800㎍을 포함하는 임플란트를 트로카를 사용하여 이 환자의 양쪽 눈의 유리체에 넣

었다. 2일 후에, 환자는 아마도 안압의 감소때문에 자신의 눈에 변화가 왔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임플란트 수술 후 약 5개

월 동안 시각의 손실이 방지되었다.

실시예 4

다양한 활성 제제를 사용한 안질환의 치료

상기한 실시예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서, 명세서에 기재된 제제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활성 제제로 임플란트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임플란트는 활성 제제의 방출 기간 동안 또는 모든 활성 제제가 임플란트로부터 방출된 후 및 치료학적인 양

의 활성 제제가 임플란트가 배치된 안 부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동안 안질환에 대한 연장된 치료학적 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즉, 클로니딘, 아프라크로니딘, 또는 브리모니딘(캘리포니아 이르빈 소재 알러간 사에서 상표명 Alphagan-P®의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안과용액으로 입수가능)과 같은,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를 포함하는 임플란트

를 제조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바람직한 연장된 치료 효과를 위하여 브리모니딘 연장 방출 치료학적 처치 임플란

트를 안질환이 있는 환자의 눈 부위(즉, 유리체 내)로 임플란트할 수 있다.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의 크기에 따라 약 50㎍ 내

지 약 500㎍의 Alphagan 또는 Alphagan-P를 포함할 수 있다. 안질환은 포도막염과 같은 염증질환일 수 있으나, 환자는

하기한 하나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을 수 있다: 황반변성(비-삼출성 노인성 황반변성 및 삼출성 노인성 황반변성); 맥락막

혈관신생; 급성 황반성 신경병증; 황반부종(낭포성 황반부종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포함); 베체트 병; 당뇨병성 망막증(증

식성 당뇨병성 망막증 포함); 망막 동맥 폐색 질환; 중심성 망막 정맥 폐색; 포도막 망막 질환; 망막 박리; 망막병증; 망막전

막 질환; 망막 분지정맥 폐색;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비-망막병증성 당뇨병성 망막 기능장애; 색소성 망막염 및 녹내장.

트로카 임플란트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임플란트를 유리체 내에 삽입할 수 있다. 임플란트는 치료학적인 양의 활성 제

제를 방출하여, 연장된 기간 동안 치료학적 효과를 제공 및 유지함으로써 안질환의 증상을 처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

플란트는 시력(visual acuity), 비주얼 컨트랙트 민감성(visual contract sensitivity) 또는 이 두가지를 모두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실시예 5

시력 강화, 회복 및/또는 향상에 사용되는 안내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 임플란트

안내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포유류의 눈에서 실험을 하였다. 즉, 활성 성분으로서 안내 알파-2-아드레날리성 수용체 아고

니스트를 포함하는 분해성 폴리머 임플란트를 정상 래빗 및 손상되거나 질환이 있는 래빗(모델 시스템)의 눈의 유리체에

넣었다. 실험 결과, 안내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 임플란트는: (1) 정상 눈에서 시력을 향상시키고, 및;

(2) 질환이 있거나 손상된 눈에서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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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의 조성물 #17을 이번 실시예 5의 실험에 사용하였다. 즉, 사용된 임플란트는 고체, 생분해가능한 로드(약 1 mg

으로 칭량)로서 조성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를 포함하여 지속 방출 약물 송

달 장치(즉, 임플란트)를 형성하였다. 임플란트는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200㎍ 및 중량비율 1:1의 리소머 R203 및

R206의 폴리-락타이드 코-폴리머 혼합물 800㎍으로 구성되었다. 플래시보 임플란트는 중량비율 1:1의 리소머 R203 및

R206의 폴리-락타이드 코-폴리머로 제조된 혼합물 1mg 로드 임플란트였다.

본 출원인은, 임플란트를 래빗의 유리체 내에 투여하면, 얻어진 시력이 향상되거나 정상화되는 것을 알아내었다. 시력은

소인 시유발 전위 스레스홀드(sweep visual evoked potential threshold)로서 측정하였다. 3가지 상이한 눈의 조건 각각

에서 시력이 향상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1) 정상 래빗 눈;

2) VEGF 손상된 래빗 눈. 이러한 래빗 눈은 유리체내에 500ng의 VEGF로 처치하여 시신경 두부 팽창(optic nerve head

swelling), 망막 혈관 누출, 확장 및 비틀림을 유도함으로써, 황반 부종, 시신경 두부 부종(optic nerve head edema), 당뇨

병성 망막증 및 혈관신생과 같은 안질환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시뮬레이션하였다, 및;

3) 임플란트를 사용하기 8개월 전에 IOP이 증가되는 일과성 허혈증에 의해 유도된 외측 망막 손상이 있는 래빗 눈.

특히: (a) 상기한 눈의 조건 2)에서, 임플란트는 VEGF 처치와 관련된 혈관병증(비틀림, 누출, 확장)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서 시력을 향상시켰고; (b) 상기한 눈의 조건 3)에서, 임플란트는 이러한 허혈성 손상 눈에서 망막의 임상적 외형을 변화시

키지 않으면서 시력을 향상시켰다. 이는 임플란트에 의해서 방출된 알파-2 아고니스트 활성 성분이, 눈의 조건 2) 및 3)에

서 유도된 손상 또는 질환 상태 후에 남아있는 기능성 망막 뉴런 세포의 강장 활성(tonic activity)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시

사한다. 남아있는 정상 세포가 더욱 잘 기능하여, 질환 상태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각을 보완 및 향상시켰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망막 허혈 손상을 유도하는 방법

래빗을 이소플루오레인으로 마취시키고, 45분간 120 mmHg로 OD 눈에서 IOP를 높여서 일측성 급성 망막 허혈을 준비시

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PBS 저장기를 눈에서 65인치 위에 매달고, 각막을 통해 전안방으로 삽입되는 30 게이지 니들

을 연결하였다. 니들을 삽입하기 전에 국소 마취제(프로파라카인)을 각막에 넣었다. 그리고, 니들을 뺀 직후에 항염제

(Pred-G)를 각막에 넣었다.

시력 측정 방법

소인 시유발 전위(sweep visual evoked potential; swVEP)를 사용하여 의식이 있는 래빗에서 시력을 측정하였다.

swVEP는 전형적으로 스넬렌 시력표를 읽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시력을 평가용 전기생리학 기술이다. 증가

하는 공간 주파수의 패턴 반전 이미지가 황반부에 투사하면서, 동시에 두피로부터 전기활성(VEP)을 기록한다. 낮은 공간

주파수를 가지는 이미지는, 신호 = 잡음이 될때까지, 공간 주파수가 증가함에따라 점점 작아지는 큰 신호를 생성한다; 이

스레스홀드가 시력이다. 래빗에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신호 강도를 향상시키고 추적 방문(follow-up visits)시 동일한 위치

에서 기록이 가능하도록 영구 전극을 두피에 임플란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되도록 한지 2주 후에 , 시력을 측정을 할

수 있다.

임플란트법을 위해서 래빗을 케타민 및 자일라진으로 마취하였다. 두피를 무균 처리하고 4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스크류(#

0-80 x3/8)를 임플란트하였다. 두개의 활성 전극을 정중선으로부터 각 측으로 6mm, 브레그마(bregma) 6mm 위에 배치

하고; 1개의 접지 전극을 정중선, 활성 전극 6mm 위에 배치하고, 1개의 기준 전극을 정중선, 접지 전극 6mm 위에 배치하

였다.

시력 측정을 위하여, 1% 트로피카미드 및 10% 페닐에프린을 사용하여 눈을 완전히 뜨게 하였다. 래빗을 스테인리스 스틸

구속기(restrainer)에 넣어서, 패턴 반전 이미지를 시각 스트리크(visual streak)에 투사할 수 있게 한다. 래빗은 완전히 의

식이 있었다. PowerDiva 소프트웨어 버전 1.8.5.의 제어 하에, 특별히 고안된 기저부 카메라 자극기(fundus camera

stimulator)를 통해 이미지를 투사하였다. 래빗의 눈이 카메라 50mm 앞에 위치하도록 각각의 래빗을 배치하였고, 이는 21

인치 CRT 모니터로부터 50cm 떨어진 것과 동일하다. 기록하는 전극을 하기 사양의 Grass Neurodata Acquisition

System(Model 12CA)에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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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 눈을 위한 채널 1 및 OS 눈을 위한 채널 2.

3 내지 100 Hz의 필터 범위.

증폭 : 50 K

선 주파수 필터 = OFF

시간 주파수 7.5 Hz, 공간 주파수 0.1 내지 5 주기/도(cycle per degree) 범위에서 수직 안정-상태 패턴-반전 소인 자극

(vertical steady-state pattern-reversal sweep stimulus)을 평균 휘도 600 cd/m2 및 80%의 콘트라스트로 눈에 적용

하였다. 각 눈에 대해 각각 10초씩 5회 내지 40회 시도한 기록을 수집하였다. 시도 횟수는 신호-대-잡음 비에 기초하였다.

시도들을 평균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신호-대-잡음 비를 2.5 이상으로 피팅하여 스레스홀드(시력)를 결정

하였다. 그리고 나서, 반대쪽 눈에 대한 퍼센트로서 표현하여 스레스홀드 값을 정상화하였다.

하기에 설명한 3가지 눈 상태의 6개의 상이한 래빗 눈 그룹에서 브리모니딘 임플란트 대 플래시보의 시력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였다. 3 그룹의 래빗 각각에서, 임플란트를 유리체에 이식하였다. 임플란트는 2004.12.23 출원된 미국 특허출원

11/021,947에 설명된 어플리케이터(22 게이지 니들을 가진)를 사용하여 유리체 내에 삽입하였다.

(A) 첫번째 연구에서는, 정상(처치되지 않은) 눈의 래빗 두 그룹을 사용하였다. 그룹 1(N=7)의 각 래빗의 각 왼쪽 눈에 하

나의 브리모니딘 임플란트를 유리체 내로 임플란트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룹 2(N=7)의 각각의 래빗의 각 왼쪽눈에는

플래시보 임플란트를 유리체내로 임플란트하였다. 그룹 1과 그룹 2 모두에서 각 래빗의 오른쪽 눈은 처치하지 않고 얻어

진 데이터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조구로 제공하였다. 두 그룹에 대해 래빗의 양쪽 눈에서 시력을 측정하여, 도 15에 반대쪽

(오른쪽) 정상 눈의 시력에 대한 퍼센트로서 나타내었다.

도 15는 래빗의 정상 눈의 시력에 대한 브리모니딘 임플란트 및 플래시보 임플란트의 효과를 나타낸다. 도 15의 결과는 브

리모니딘 임플란트 또는 플래시보 임플란트를 임플란트 한지 2주 후에 기록하였으며, 플래시보 임플란트는 시력의 변화를

별로 가져오지 않았다. 즉, 플래시보 임플란트는 단지 1.5%±6%의 시력 변화만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브리모니딘 임플란

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상 래빗 눈의 시력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즉, 브리모니딘 임플란트는 44%±12%의 시력 향상을 야

기하였다(정상눈에서 56%까지 시각 향상). 독립 학생 T-검정(unpaired Student's 'T' test)을 사용하여 플래시보 임플란

트에 대한 반응과 브리모니딘 임플란트에 대한 반응을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 차이가 P 값 0.003으로 나타났다.

(B) 두번째 연구에서, 두 그룹의 래빗 눈을 사용하였다. 그룹 1(N=7)의 각 래빗의 각 왼쪽 눈에 하나의 브리모니딘 임플란

트를 유리체 내로 임플란트하였다. 동일한 평면부(pars plana) 삽입 방법으로, 그룹 2(N=7)의 각각의 래빗의 각 왼쪽눈에

는 플래시보 임플란트를 유리체내로 임플란트하였다. 그룹 1과 그룹 2 모두에서 각 래빗의 오른쪽 눈은 처치하지 않고 얻

어진 데이터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조구로 제공하였다. 임플란트한 지 2주 후에, 각각의 임플란트된 눈에 유리체내로

500ng의 혈관 내피 인자(VEGF)(R & D systems로부터 상품명 293-VE-50으로 입수가능)를 50㎕ 볼루스로서 투여하였

다. 두 그룹에 대해 래빗의 양쪽 눈에서 시력을 측정하여, 도 16에 반대쪽(오른쪽) 눈의 시력에 대한 퍼센트로서 나타내었

다.

도 16은 VEGF 처치된 래빗 눈에서 시력에 대한 브리모니딘 임플란트 및 플래시보 임플란트의 효과를 나타낸다. 도 16의

결과는 브리모니딘 임플란트 또는 플래시보 임플란트를 임플란트 한지 3주 후, VEGF를 투여한지 1주 후에 기록하였다.

도 16의 결과에서 플래시보 임플란트, VEGF 처치된 눈의 시력 손실이 약 25%±4%로 나타났다. 또한, 도 16의 결과에서

브리모니딘 임플란트, VEGF 처치된 눈의 시력 향상은 약 14%±8%로 나타났다(혈관병증이 있는 눈에서 22%까지 시각 향

상). 즉, VEGF로 처치한 눈에서 혈관병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리모니딘 임플란트가 시력을 정상화시켰다. 브리모니딘

임플란트는 VEGF로 야기된 혈관병증을 감소시키지는 않았지만, VEGF 처치로 유도된 감각신경 망막 결손

(neurosensory retina deficit)을 감소시켰다. 독립 학생 T-검정을 사용하여 플래시보 임플란트에 대한 반응과 브리모니

딘 임플란트에 대한 반응을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 차이가 P 값 0.0007로 나타났다.

(C) 세번째 연구에서, 두 그룹의 래빗 눈을 사용하였다. 그룹 1(N=5)의 각 래빗의 각 왼쪽 눈에 하나의 브리모니딘 임플란

트를 유리체 내로 임플란트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룹 2(N=5)의 각각의 래빗의 각 왼쪽눈에는 플래시보 임플란트를

유리체내로 임플란트하였다. 그룹 1과 그룹 2 모두에서 각 래빗의 오른쪽 눈은 처치하지 않고 얻어진 데이터를 정상화하

기 위한 대조구로 제공하였다. 0일에 두 그룹의 각각의 래빗의 왼쪽 눈에 허혈성 손상을 유도하였다. 32주 후에, 그룹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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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래빗의 각 허혈성 손상 왼쪽 눈에 플래시보 임플란트를 임플란트하고, 그룹 2의 각 래빗의 각 허혈성 손상 왼쪽 눈에 브

리모니딘 임플란트를 임플란트하였다. 44주에, 두 그룹에 대해 래빗의 양쪽 눈에서 시력을 측정하여, 도 17에 정상 또는

처치하지 않은 반대쪽(오른쪽) 눈의 시력에 대한 퍼센트로서 나타내었다.

도 17은 허혈성 이벤트로 손상을 입은 래빗의 눈에서 시력에 대한 브리모니딘 임플란트 및 플래시보 임플란트의 효과를 나

타낸다. 조직학상, 이러한 방법은 광수용체, RPE 및관련 조직에 외측 망막 손상을 가져온다. 일시적인 허혈성 방법으로 왼

쪽에 시력 손실을 준 래빗을 두 그룹으로 무작위화하였다. 데이터는 반대쪽 정상 눈에 대한 퍼센트로서 나타내었다. 도 17

의 결과는 브리모니딘 임플란트 또는 플래시보 임플란트를 임플란트한 지 12주 후, 각각의 임플란트된 눈에 허혈성 이벤트

를 유도한 지는 11개월 후에 기록하였다. 도 17의 결과는 플래시보 임플란트, 허혈성 손상 눈에서 37%±8%의 시력 감소

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도 17의 결과는 또한 브리모니딘 임플란트, 허혈성 손상 눈에서는 14%±9% 시력 향상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즉, 브리모니딘 임플란트는 외측 망막 손상이 있는(허혈성 손상이 유도된) 래빗눈에서 시력을 회복 또는 향상시

켰다. 독립 학생 T-검정을 사용하여 플래시보 임플란트에 대한 반응과 브리모니딘 임플란트에 대한 반응을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 차이가 P 값 0.001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들은 국부적으로(즉, 유리체내로) 투여된 알파-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정상눈에서 시각을 향상

(시력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실험들은 또한 국부적으로(즉, 유리체내로) 투여된 알파-

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아고니스트가 염증, 혈관신생, 종양, 혈관폐색, 및/또는 녹내장을 포함하는 시신경 질환 또는 상태

와 같은 안질환이 있는 눈에서 시각을 향상, 회복 또는 교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약동학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별도 그룹의 래빗을 연구하였다. 이들 래빗에서는, 하기와 같이 실시하는 수술적 유리체내

임플란트법을 사용하여 임플란트를 삽입하였다: 결막을 절제하고, 20-게이지 MVR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공막절개를 하였

다. 공막절개는 오른쪽 눈에서는 10시 및 12시 방향 사이, 왼쪽 눈에서는 12시 및 2시 방향 사이의 배측 직근(dorsal

rectus muscle)의 가장자리 및 옆으로부터 3mm에서 하였다. 멸균된 포셉을 사용하여, 공막 절제부를 통해 시험물을 삽입

하였다. 9-0 프롤린 봉합재를 사용하여 공막 절제부를 닫았다. 임플란트법 실시 후에 멸균된 안윤활제를 눈에 넣었다. 8,

31, 58, 91, 136 또는 184일에, 안락사/부검 전에 래빗으로부터 혈액을 수집하였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질

량 분석법(LC-MS/MS)을 사용하여 래빗에서 얻은 안방수, 유리액, 수정체, 망막 및 혈장 샘플을 분석하였다.

표 3은 이러한 약동학 연구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나타낸다. 알비노 래빗 눈에 200㎍ 브리모니딘 임플란트(조성물 #17)의

유리체내(유리체중간으로) 임플란트 후 다양한 시점(표 3의 왼쪽 칼럼의 "일")에서 안방수, 홍체-모양체, 수정체, 망막, 유

리액 및 혈장에서의 안내 브리모니딘 농도를 측정하였다.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성물 #17 브리모니딘 임플란트를 유

리체내 임플란트한 후:

1. 브리모니딘 임플란트가 임플란트된 래빗 눈의 안방수에서는 어떤 시점에서도 브리모니딘이 검출되지 않았다.

2. 높은 망막 농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브리모니딘은 유리체내 임플란트에서 방출된 후, 전방 클리어런스와 대립되는

후방 클리어런스를 가졌다.

3. 적어도 90일의 기간동안 검출가능한 레벨의 브리모니딘이 임플란트로부터 유리체로 방출되었다.

4. 브리모니딘이 임플란트로부터 방출되는 것보다 약 2배 더 길게 치료학적 레벨의 브리모니딘이 망막에 존재하였다: 임

플란트로부터 브리모니딘이 약 91일 내지 약 120일간 방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리모니딘은 적어도 184일간 망막에 존

재하였다.

5. 임플란트는 브리모니딘의 망막-내 저장소가 형성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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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NC, 평균에 기여하는 >50%의 농도가 BLQ(정량한도 아래)이기 때문에 계산불가

데이터는 평균±SEM(샘플링 시간마다 N=4개 눈 및 N=2개 혈장)로 나타내었다.

BLQ = 정량한도 아래(안방수 및 유리액:<10 ng/mL; 수정체, 망막 및 홍체-유리체:<0.5ng; 혈장:<0.05ng/mL).

a N=4. 1개의 샘플이 BLQ(평균 계산시 0으로 포함)

b N=4. 2개의 샘플이 BLQ(평균 계산시 0으로 포함)

c N=3. 1개의 샘플이 결정되지 않음(평균 계산에 포함안함)

d N=2. 2개의 샘플이 ALQ(정량한도 위)(괄호안에 추정평균치)

결론적으로, 이 결과는 알파-2 아고니스트(비-선택적 또는 수용체 서브타입 선택적) 유리체내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포유

류 눈의 시력을 강화, 교정, 회복 또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본 실험은 정상 눈과 질환이 있는 눈 모두에서 유리체내 브리모니딘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VEGF 처치된 눈에 대해 본 명세서에서 제공된 결과는 시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약으로서 임플란

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손상된/질환이 있는(즉, 허혈성) 눈에 대해 본 명세서에서 제공된 결과는 임플란트

를 사용하여 눈의 손상/질환의 경감 또는 소멸이 없이도 눈의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임플란트는

남아있는 정상 망막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망막에서 눈의 손상/질환의 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도, 시각을 보완 및 향상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본 발명의 범주에 속하는 임플란트를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망막 장애와 관련된 성향 또는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에서의 망막 장애를 포함하는 다양한 안질환에서, 임박한 망막 감

각신경 기능장애를 완화시키기 위한 예방법으로서 사용.

2. 황반 변성(노인성 황반 변성과 같은), 황반 부종과 같은 안 부종, 혈관 폐색 질환, 시신경변증 또는 망막 신경병증, 및/또

는 망막 종양과 같은 망막 변성과 관련된 망막 질환과 같은 후안부 질환을 처치하기 위한 치료제(단독으로 또는 하나 이상

의 추가적인 활성 제제와 조합하여)로서 사용. 예를 들어, IOP를 낮추거나 및/또는 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알파 2 아고니

스트 및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스테로이드(덱사메타손 또는 트리암시놀론과 같은)를 포함하도록 임플란트를 제조할 수

있다.

3. 망막 박리가 나타나는 망막 질환 및 장애에 유용한 치료제(단독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활성 제제와 조합하여)

로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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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리체절제 및 망막에 안좋은 충격을 줄 수 있는 조작이 요구되는 망막 수술법에 유용한 치료제(단독으로 또는 하나 이

상의 추가적인 활성 제제와 조합하여)로서 사용.

5. 비타민 A 결핍과 같은 영양 결핍이 있는 망막 질환을 처치하기 위한 치료제(단독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활성

제제와 조합하여)로서 사용.

6. 수술용 현미경 광 또는 산업용 레이저와 같은 우발적인 광 노출로 인한 망막 손상을 처치하기 위한 치료제(단독으로 또

는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활성 제제와 조합하여)로서 사용.

7. 안 염증 또는 황반 또는 시신경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망막 질환을 처치하기 위한 스

테로이드에 부가하여 사용.

8. 망막 및 관련 조직 혈관의 누출과 관련된 망막 질환을 처치하기 위하여 PDT를 사용하는 경우, 광역동요법(PDT)에 부

가하여 사용

9. 황반 부종 또는 혈관신생을 처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레이저 광응고술과같은 다른 타입의 전자기 방사선 및 맥락막 혈

관신생(CNV)을 처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공경유온열요법(TTT)에 부가하여 사용.

10. 황반병증 및 유두병증을 야기하는 방사선요법 또는 화학요법이 황반 망막아세포종 및 맥락막 골종과 같은 안종양을 처

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이에 부가하여 사용.

11. 눈의 부종 및 혈관신생성 이상을 처치하기 위한 전자기 방사선 및 스테로이드에 부가하여 사용.

실시예 6

두가지 상이한 안내 브리모니딘 임플란트를 사용한 급성 열공성 황반 박리성 망막 박리의 처치

급성 열공성 황반 박리성 망막 박리(acute rhegmatogenous Macular-Off Retinal Detachment)를 처치하기 위하여 환자

에 각각 50㎍ 및 200㎍의 브리모니딘 후안부(즉, 유리체내) 임플란트를 임플란트하였다. 환자는 조기 치료 당뇨병성 망막

병증 연구(ETDRS))에 사용되는 연구대상 눈에서 기준선으로부터 적어도 15-레터 증가를 경험하였다. 최대교정시력

(BCVA)(조기 치료 당뇨병성 망막병증 연구(ETDRS)를 사용한 연구대상 눈에서기준선으로부터 적어도 15-레터 증가를

경험한 환자의 비율로 측정)의 향상을 얻는 데는 50㎍ 브리모니딘 후안부 임플란트보다 200㎍ 브리모니딘 후안부 임플란

트가 더욱 효과적이었다. 50㎍ 및 200㎍ 브리모니딘 후안부 임플란트는 허용가능한 안정성 프로파일을 가졌다.

환자는 기준선 및 무작위화 방문을 위한 0일, 및 1, 3, 6, 9, 12개월(마스크된 상태) 및 15, 18 및 24 개월(연장 상태)에 관

찰되었다. 모든 재-처치에 따른 1일 및 7일의 추가 방문은 안정 방문(safty visit)으로서 지정되었다. 55명의 환자가 참여

하였다. 각 환자의 적어도 한쪽 눈은 공막 버클(scleral buckle) 및 레이저 광응고술로 치료하기에 적합한 급성 열공성 황

반 박리성 망막 박리를 가졌다.

환자의 참여 기준 다음을 포함한다: 연령 18세 이상; 최대교정 E-ETDRS 시력 점수가 >=20 레터(즉, 약 20/400 또는 그

보다 좋음) 및 <=65 레터(즉, 약 20/50 또는 그보다 나쁨); 한쪽 눈이 급성 열공성 황반 박리성 망막 박리로 진단.

프리젠테이션의 12시간 동안 박리가 일어났고, 조사자의 의견으로는, 유리체 절제술이나 기체망막유착술을 실시할 필요

없이 공막 버클 배치 및 망막 열공(retinal break)의 외부 레이저 광응고술로 치료가 가능하였다. 수술적 치료는 48시간 이

내의 박리: 미디어 투명도(media clarity); 동공확대, 및; 알맞은 안저촬영에 대한 환자의 충분한 협조로 계획되었다.

연구 조성물은:(1) 실시예 1의 조성물 #17(고체, 생분해가능한 로드(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200㎍ 및 1:1 중량비 레소

머 R203 및 R206의 폴리-락타이드 코-폴리머 혼합물 800㎍으로 구성되는, 약 1mg으로 칭량되는 임플란트), 및; (2) 고

체, 생분해가능한 로드(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50㎍ 및 1:1 중량비 레소머 R203 및 R206의 폴리-락타이드 코-폴리머

혼합물 9500㎍으로 구성되는, 약 1mg으로 칭량되는 임플란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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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눈에서 6개월에 ETDRS법을 사용해 측정한 결과, 상당수의 환자에서 기준선으로부터 15 레터 이상의 BCVA 증

가가 나타났다. 따라서, 급성 열공성 황반 박리성 망막 박리를 처치하는 데 유리체내 브리모니딘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

다.

실시예 7

두가지 상이한 유리체내 브리모니딘 임플란트를 사용한 만성 망막 손상의 처치

만성 망막 손상을 처치하기 위하여 환자에 각각 50㎍ 및 200㎍의 브리모니딘 후안부(즉, 유리체내) 임플란트를 임플란트

하였다. 환자는 조기 치료 당뇨병성 망막병증 연구(ETDRS))에 사용되는 연구대상 눈에서 기준선으로부터 적어도 15-레

터 증가를 경험하였다. 최대교정시력(BCVA)(조기 치료 당뇨병성 망막병증 연구(ETDRS)를 사용한 연구대상 눈에서 기준

선으로부터 적어도 15-레터 증가를 경험한 환자의 비율로 측정)의 향상을 얻는 데는 50㎍ 브리모니딘 후안부 임플란트보

다 200㎍ 브리모니딘 후안부 임플란트가 더욱 효과적이었다. 50㎍ 및 200㎍ 브리모니딘 후안부 임플란트는 허용가능한

안정성 프로파일을 가졌다.

환자는 기준선 및 무작위화 방문을 위한 0일, 및 1, 3, 6, 9, 12개월(마스크된 상태) 및 15, 18 및 24 개월(오픈 라벨)에 관

찰되었다. 모든 재-처치에 따른 1일 및 7일의 추가 방문이 안정 방문(safty visit)으로서 지정되었다. 각 환자의 적어도 한

쪽 눈은 기준선에서 하나이상의 하기 형태의 망막 손상을 가졌다: 벽판망막 변성, 당뇨병성 황반병증으로 인한 황반 허혈,

또는 이전의 급성 열공성 황반 박리성 망막 박리.

환자의 참여 기준 다음을 포함한다: 연령 18세 이상; 적어도 한쪽 눈(연구대상 눈)이 벽판망막 변성, 당뇨병성 황반병증으

로 인한 황반 허혈, 또는 급성 열공성 황반 박리성 망막 박리 만성 망막 손상으로 진단; 벽판망막 변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

서는 진단이 임상적 시야 및 망막전기측정 조사 모두에 기초하고, 시야 손실이 중앙의 10도 이내이다; 당뇨병성 황반병증

으로 인한 황반 허혈 환자에 대해서는 최대교정 E-ETDRS 시력 점수가 >=35 레터(즉, 약 20/200 또는 그보다 좋음) 및

<=65 레터(즉, 약 20/50 또는 그보다 나쁨)이고, 감소된 시력은 허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황반 부종 또는 이전의 레이

저 광응고술로 인한 것이 아니다; 황반 박리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황반 박리가 치료전에 48시간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

며, 박리의 치료가 기준선 방문의 적어도 6개월 전에 발생하였으며, 최대교정 E-ETDRS 시력 점수가 >=35 레터(즉, 약

20/200 또는 그보다 좋음) 및 <=65 레터(즉, 약 20/50 또는 그보다 나쁨)이고, 적어도 3개월간 시력이 안정적이며(스넬른

시력의 한 선 내에 있음), 박리의 치료가 해부학적 성공으로 간주된다; 미디어 투명도(media clarity); 동공확대, 및; 알맞

은 안저촬영에 대한 환자의 충분한 협조.

본 연구 조성물은:(1) 실시예 1의 조성물 #17(고체, 생분해가능한 로드(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200㎍ 및 1:1 중량비 레

소머 R203 및 R206의 폴리-락타이드 코-폴리머 혼합물 800㎍으로 구성되는, 약 1mg으로 칭량되는 임플란트), 및; (2)

고체, 생분해가능한 로드(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50㎍ 및 1:1 중량비 레소머 R203 및 R206의 폴리-락타이드 코-폴리

머 혼합물 9500㎍으로 구성되는, 약 1mg으로 칭량되는 임플란트)였다.

연구대상 눈에서 12개월에 ETDRS법을 사용해 측정한 결과, 상당수의 환자에서 기준선으로부터 15 레터 이상의 BCVA

증가가 나타났다. 따라서, 만성 망막 손상을 처치하는 데 유리체내 브리모니딘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한 모든 참조문헌, 기사, 공보, 특허 및 특허출원은 본 명세서에 전체가 참조로 병합되어 있다.

본 발명을 다양한 특정 실시예 및 실시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이 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하기의 청구범위의

범주 내에서 다양하게 실시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37℃의 0.9% 포스페이트 완충된 염수에서 결정된, 생분해성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포함 임플란트의 누적 방출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는 상이한 조합의 생분해성 폴리머를 포함하는 생분해성 브리모니딘 유리염기의 누적 방출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도

1과 유사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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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상이한 농도의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를 가지는 생분해성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포함 임플란트의 누적 방출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도 1과 유사한 그래프이다.

도 4는 상이한 농도의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및 폴리머 혼합물을 가지는 생분해성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포함 임플

란트의 누적 방출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도 1과 유사한 그래프이다.

도 5는 상이한 농도의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및 폴리머 혼합물을 가지는 생분해성 브리모니딘 유리염기 포함 임플란트

의 누적 방출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도 4와 유사한 그래프이다.

도 6은 상이한 농도의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및 폴리머 조합을 가지는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포함 임플란트(웨이

퍼)의 누적 방출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7은 상이한 농도의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및 폴리머 혼합물을 가지는 생분해성 브리모니딘 유리염기 포함 임플란트

의 누적 방출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도 6과 유사한 그래프이다.

도 8은 상이한 농도의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및 폴리머 혼합물을 가지는 생분해성 브리모니딘 유리염기 포함 임플란트

의 누적 방출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도 4와 유사한 그래프이다.

도 9는 생분해성 브리모니딘 유리염기 포함 웨이퍼 임플란트의 누적 방출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도 5와 유사한 그래프이

다.

도 10은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포함 생분해성 임플란트 또는 플래시보 임플란트를 수용한 원숭이에서, 시간에 따른 망

막 분지 정맥 폐색(BRVO) 후 혈관조영술 동안 소듐 플루오레세인의 충전 지속시간을 나타낸다.

도 11은 BRVO를 경험한,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포함 생분해성 임플란트 또는 플래시보 임플란트를 수용한 원숭이에

서, 시간의 함수로서 중심와 두께(foveal thickness)의 그래프이다.

도 12는 BRVO를 경험한,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포함 생분해성 임플란트 또는 플래시보 임플란트를 수용한 원숭이에

서, 시간의 함수로서 안압의 그래프이다.

도 13은 BRVO를 경험한,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포함 생분해성 임플란트 또는 플래시보 임플란트를 수용한 원숭이에

서,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의 다국소 망막전위도검사(multifocal ERG)에 대한 상측/하측 반응 퍼센트의 그래프이다.

도 14는 BRVO를 경험한, 브리모니딘 타르트레이트 포함 생분해성 임플란트 또는 플래시보 임플란트를 수용한 원숭이에

서,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의 혈류의 그래프이다.

도 15는 브리모니딘 임플란트 또는 플래시보 임플란트의 유리체내 투여 2주후 정상 래빗 우측 눈(X-축)에서 시력(처치하

지 않은 [대조구] 좌측 눈 시력의 퍼센트로서)(Y-축)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이다.

도 16은 우측 눈에 브리모니딘 임플란트 또는 플래시보 임플란트의 유리체내 투여 3주후 및 동일한 우측 눈의 VEGF 유도

손상 일주일 후(X-축), 시력(처치하지 않은 [대조구] 좌측 눈 시력의 퍼센트로서)(Y-축)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막대 그

래프이다.

도 17은 우측 눈에 브리모니딘 임플란트 또는 플래시보 임플란트의 유리체내 투여 12주후 및 동일한 우측 눈의 유도된 허

혈성 손상 11개월 후(X-축), 시력(처치하지 않은 [대조구] 좌측 눈 시력의 퍼센트로서)(Y-축)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막

대 그래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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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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