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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동물, 특히 인간과 같은 척추 동물의 연질 및/또는 경질 조직의 치료, 확대 및/또는 복구에 유용한 방법 및 조성물이 개시

된다. 본 발명은 상처 치유, 연골 및 관절 반달 복구, 피부 확대 및 골 융합을 위한 의약 제조에 유용한 하이드로젤 조성물

뿐만 아니라, 추간판 손상을 치료하는 방법도 제공한다. 특정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유체역학적 기능을 복구하여, 추간판

높이를 증가시키고, 손상, 퇴행성 질환, 선천성 기형 및/또는 노화 과정으로 인하여 약해진 추간판 중의 연골 세포 및 기타

세포들의 증식 및 생존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조성물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하이드로젤, 수핵, 추간판

명세서

공개특허 10-2005-0092795

- 1 -



기술분야

  본 출원은 2003년 1월 31일자 미국 가특허출원 제 60/443,978호의 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그 전 내용은 본 명세서에 모

두 포함된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연질 또는 경질 조직의 복구 또는 확대에 유용한 조성물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

로, 본 발명은 인간과 기타 동물에 있어서 상처 치유, 연골 및 반달 상흔 (meniscus) 복구, 피부 확대, 골융합 및 추간판 손

상 치료를 위한 신규한 하이드로젤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한가지 측면에서, 이 조성물은 유체역학적 기능을 복구하고, 추

간판 높이를 증가시키며, 상해, 퇴행성 질환, 선천성 기형 및/또는 노화 과정에 의해 손상된 추간판 중의 연골세포와 기타

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개선시키는데 유용하다.

배경기술

  인간의 척주 (척추)는 연질 조직인 추간판에 의해 분리된 다수의 관절골 요소 (추골)들을 포함한다. 추간판은 추간판의 상

대적인 회전, 굴곡, 신장을 가능케 하는 유연한 관절들로서, 몸통 골격에 있어서 척추의 안정성과 운동성을 부여한다.

  추간판은 그 내부 중심이 수핵 (nucleus pulposus)으로 알려진 연질의 무정형 점액 물질로 되어 있고, 그 주변은 섬유테

(annulus fibrosus)로 알려진 질긴 섬유재층으로 된 환상 고리로 둘러싸여 있다. 수핵과 섬유테는 인접하는 추골의 상하

말단에 위치하는 척추말단판에 의해 그의 상하 말단이 결합되어 있다 (즉, 두개골과 꼬리에). 박층의 유리 연골로 구성된

이들 말단판은 그 말단부가 섬유테 내부의 라멜라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섬유태 외부의 라멜라는 인접한 추골의 바깥쪽

가장자리의 뼈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인접한 추골의 말단판들은 섬유테에 서로 짝지워져 있고, 건강한 추간판 스

페이스에서는 이들 두개가 유체정력학적으로 분리된 구획을 제공하여 그로부터, 수핵 물질은 척추의 기계적 하중에 의해

서도 원심적으로 삐져 나오거나 압출되지 않는다.

  연질의 점액성 수핵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콜라겐 원섬유 (주로 II형 콜라겐이지만, 그 뿐만 아니라 IX형, XI형 및 기

타형의 연골 세포도 포함)를 생산하는 연골 세포와 음전하를 띤 커다란 황산화 프로테오글라이칸 분자를 함유한다. 이들

수핵의 비세포 성분은 세포를 증식시키고 건강한 추간판에 필수적인 매트릭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수핵은 세포 성

분, 콜라겐 성분 및 프로테오글라이칸 성분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매트릭스라는 용어는 구조적 지지체 역할을 하고,

영양소와 수분의 추간판간의 이동과 호흡을 원활히 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성물을 가리킨다. 수핵의 세포외 매트릭스 콜라

겐 성분은 정상 세포 (즉, 연골 세포)의 부착과 세포 증식을 제공하는 스캐폴드를 포함한다. 수핵의 세포외 매트릭스의 음

전하를 띤 프로테오글라이칸 성분은 물을 잡아 끌어 하이드로젤을 형성하며 이 하이드로젤은 콜라겐 원섬유와 연골 세포

를 포입한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수핵에서는, 물이 총 중량의 80-90%를 차지한다.

  따라서 수핵은 정상적인 추간판의 유체역학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고분

자량의 프로테오글라이칸은 추골 말단판에 있는 체와 같은 구멍을 통해 물을 핵 내로 잡아 끈다. 각 추간판 내의 결과적인

삼투압은 축방향 (즉, 수직 방향)으로 추간판을 팽창시켜, 인접한 추골들 간의 사이가 더 벌어진다. 한편, 추골들을 축방향

으로 압축, 굴곡, 및 회전시키는 기계적 움직임은 추간판에 작용하여, 물을 수핵의 외부로 빼낸다. 삽투압 구배와 기계력의

복합적 영향 하에서, 추간판의 내부 또는 외부로의 수분의 이동은 추간판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유체역학 기능이 정상일 경우 추간판과 추골 간의 수분 통과시의 용질의 이동은 세포의 호흡과 영양을 보조함으로써 추

간판들 간의 연골 세포 증식을 원활하게 해 준다. 이 기능은 연골 세포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데, 이는, 추간판의 수핵 조직

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이다 (인체 내 최대의 무혈관 조직임). 수핵 중에 수분 함량을 충분하게 유지시키는 것은 또한 커다

란 기계적 (충격) 하중을 흡수하고, 그러한 하중 하에서의 수핵 누출을 방지하며, 척추 안정에 필요한 유연성과 강도를 유

지하도록 섬유테를 수화시키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퇴행성 추간판 질환 (DDD)에서는 정상적인 유체역학적 기능이 위축된다. DDD는 하나 이상의 추간판의 구조와 기능의

악화와 관련된 질환으로 흔히 노화 및 척추 외상과 관계가 있다. 비록 DDD의 병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퇴행성 질

환에서 관찰되는 지속적인 변화는 수핵과 섬유테 사이의 프로테오글라이칸 함량이 전체적으로 저하된다는 것이다. 프로테

오글라이칸의 친수성 특성으로 인해, DDD와 관련한 프로테오글라이칸 함량의 감소는 추간판 수분 함량의 손실을 수반한

다. 추간판 구조의 수화율 저하는 섬유테를 약화시켜, 추간판 탈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추간판 탈출증은 흔히 수핵

물질을 압출시킴으로써 척수 또는 신경에 영향을 미쳐 통증, 약화, 및 몇몇 경우 영구적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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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간판의 적절한 수화는 척추의 안정성과 정상적인 운동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DDD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면 추간판의 자

연적인 자기 유지 (self-sustaining) 유체역학 기능이 이상적으로 복구되게 된다. 이러한 추간판 재활 요법은 수핵 내의 수

화된 세포외 매트릭스를 유지하기 위해 추간판 내의 세포성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의 실질적 복구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활된 추간판 내에서의 개선된 유체역학적 기능은 추간판 높이를 복구시키고 재설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섬유테의 수화를 개선시켜 추간판 탈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추간판 문제와 관련한 종래 기술로는 정상적인 자기 유지 유체역학 기능을 복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사적인 척추 안정

성 및/또는 고하중 하에서의 운동성을 복구하지 못할 수 있다. 추간판 세포와 생체활성적, 생물분해성 기질을 복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추간판 추간판를 재생시키려는 한가지 시도가 Gan 등의 미국특허 제5,964,807호에 설명되어 있으며 그 내

용은 본 발명에 통합되었다. 생체활성 유리, 폴리머 발포체 및 졸-젤 생체활성 재료로 피복된 폴리머 발포체를 비롯하여,

Gan 등에 개시된 생체분해성 기질은 세포 기능, 세포 성장 및 세포 분화를 촉진하도록 의도된다. Gan 등은 이러한 방법을

성숙한 뉴질랜트 토끼의 추간판 재형성에 적용하는 것을 설명하고, 세포가 내증식하고 이와 동시적으로 이식된 재료가 염

증이 전혀 또는 거의 없이, 분해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PLAs, PGAs 및 PLGAs 산성 분해물과 같은, 이식 소재의 일

부 분해는 세포 성장, 세포 기능 및/또는 세포 분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식용 조직에 관한 다소 유사한 기재는 세포에 접종될 수 있는 성장 인자들을 포함하는 매트릭스 입자들을 설명하고 있

다: Bell의 미국특허 제5,800,537호 (본 명세서에 통합됨). 생분해성 폴리머, 미립자 및 자외선에 노출시켜 가교된 콜라겐

을 포함하는 스캐폴드에 매트릭스와 세포를 적용 및 성형시켜 발포체, 실, 직물 또는 필름을 만든다. Bell은 특히 고염분 시

약이나, 세제 또는 부탄올/에테르와 같은 델리시데이션(delysidation) 시약 처럼, 소스 조직으로부터 복구 및 리모델링 과

정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인자들을 제거시킨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특징을 갖는 물질의 사용은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인

자들을 조직 내에 유지하기보다, 다른 소스로부터 얻는 대체적 접근법은 제안되지 않았다.

  연골 재생과 관련된 또 다른 문헌으로 Mueller의 미국특허 제5,827,325호를 들 수 있는데 이 문헌 역시 본 발명에 통합

된다. Mueller 등은 자가 그물막 또는 캐리어 용도의 지방산의 소립자를 절단하여 형질전환 성장인자 베타 (TGF-베타) 및

골 형태형성 단백질 (BMP)와 같은 캐리어 성장 인자에 부가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Mueller 등은 가교 매트릭스 생성을

위한 가교 조직을 개시하고 있지는 않다.

  Gan 등의 방법은 실제로 천연 유체역학적 추간판 기능을 추간판에 복구 또는 재생시키려는 과거의 대표적인 방법이었지

만, 이러한 기술은 임상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Bell과 Mueller 등의 방법 역시 추간판 재생에 널리 채택되

지 못해서, 보다 우수한 접근법이 요구되는 실정인데, 이는 환자의 60-85%는 일생의 어느 시점에서 일을 못할 정도로 등

에 통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보다 안전하고 보다 효율적인 치료법의 부재로, 미국에서만 150,000명에 달하는 추간판 절제

술 환자 및 250,000명의 척추 융합 환자들이 매년 이러한 시술을 받고 있다. 합성 성분들을 이용한 조성물과 보철구 역시

퇴행성 추간판 또는 그의 일부를 대체하도록 제안되어 왔다. 예컨대, 미국 특허 4,772, 287, 4,904,260, 5,047, 055,

5,171, 280, 5, 171,281, 5,192, 326, 5,458,643, 5,514,180, 5, 534,028, 5,645, 597, 5,674,295, 5,800,549,

5,824,093, 5,922, 028, 5, 976,186, 및 6,022,376호 참조.

  전술한 추간판 보철구의 일부는 건강한 천연 추간판의 그것에 유사한 유체역학적 기능을 원활히 하도록 의도된 하이드로

젤을 함유한다. 예컨대, 미국특허 제6,022,376호 (Assell 외) 참조. 이들 보철용 하이드로젤은 그러나, 추간판 내에 세포

활성을 통해 재생된다. 따라서, 추간판 유체역학 기능에 있어서 어떠한 개선 사항은 자기 유지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

철용 하이드로젤이 분해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화될 것이다. 건강한 추간판은 이와 대조적으로 추간판 내의 살아있는

세포들이 천연 하이드로젤 (즉, 세포외 매트릭스) 성분을 재생시키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척추 내의 유체역학적 축방향

의 완충적 압축력을 유지할 수 있다.

  관련된 미국특허출원 제09/545,441 (2000. 4. 7 출원) 및 PCT 국제특허출원 제 PCT/US01/11576 (2001. 4. 9 출원)

(두가지 모두 본 발명에 통합됨)은 공여자의 추골로부터 얻은 수핵 조직으로 된, DDD 치료용 조성물 및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수핵 조직은 바람직하게는 탈셀룰라화 (de-cellularize)시키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탈셀룰라화 및 가교시키는 것이

좋다. 이 조성물은 약화된 추간판의 수핵 내로, 바람직하게는 주사에 의해, 중간정도의 점액성 유체 매트릭스를 포함한다.

개시된 매트릭스는 핵내의 이용가능한 공간에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연골 세포 증식을 촉진하도록 특히 채택된 스캐폴드

를 제공한다. 비록 개시된 조성물은 DDD 치료를 실질적으로 촉진시켜 주기는 하지만, 심각하게 손상된 추간판에 있어서의

이들의 용도는 제한적인데, 이는, 매트릭스가 섬유테 중의 틈새나 균열을 통해 압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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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발명의 한가지 목적은 전달 후에도 추간판 공간 중에서 보다 완전히 유지될 수 있는, DDD 치료를 위한 개선된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최소한의 침입적 방법을 포함하여, 이러한 조성물의 투여를 위한 개

선된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연골 세포 및 수핵 중의 다른 세포의 개선된 증식과 생존성을 제

공해주는, 약화된 추간판을 치료하기 위한 조성물을 제공하는 데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의 한가지 목적은 점도 제어가 가능한, 추간판질환 치료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

른 구체예에서, 이 조성물은 1차 점도로 추간판의 수핵에 전달된 후, 1차 점도보다 높은 2차 점도가 되도록 가교 또는 기타

처리를 거치게 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1차 점도는 예컨대 주사에 의해, 추간판에 전달될 수 있는 주사가능한 유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점도이고, 2차 점도는 추간판이 기계적 하중을 받을 때, 추간판 중의 균열, 구멍 등과 같은 개구부를

통해 압출되는 것을 피하는데 충분한 반고체 젤을 생성하도록 하는 점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연질 또는 경질 조직의 확대나 복구를 위한 방법 및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공여자 동물의

연질 조직으로부터 유도된 3차원 유체 매트릭스 및 점도 조절제를 포함한다. 한가지 구체예에서, 연질 조직은 탈셀룰라화

된 것으로 콜라겐이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탈셀룰라화된 연질 조직은 공여자의 추골로부터 얻은 수핵을 포함한다. 수핵

조직은 콜라겐 성분과 프로테오글라이칸 성분을 포함한다. 수핵 조직은 예컨대 그의 콜라겐 성분을 적어도 일부분 가교시

킴으로써 안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도 조절제는 환자의 연질 똔느 경질 조직에 전달된 후, 매트릭스의 점도를 in situ로 변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가교

성 폴리머일 수 있다. 특히, 매트릭스는 비교적 저점도 액체로서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훨씬 점도가 높은 액체나 반고

체로 in situ로 젤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매트릭스는 또한 매트릭스에서의 세포의 이동, 증식, 호흡, 표현형 유지 및/또는

생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세포 촉진제를 포함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점도 조절제와 세포 촉진제는 동일 물

질일 수 있다.

  본 발명의 3차원 유체 매트릭스는 생체혼화성이고, 실질적으로 비면역원성이며 in vivo 분해 내성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가속된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 기간 동안, 재생을 수행할 수 있는 추간판용의 중요한 내부 구조 지지체를 제공할

수 있다. 안정화된 매트릭스는 시린지, 카테테르 또는기타 공지 방법을 통해 주사에 의해 추간판 공간 내로 전달될 수 있

다.

  탈셀룰라화 미치 가교된 수핵 조직의 3차원 유체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추간판 퇴행 치료용 조성물은 종래 미국 특허출원

제09/545,441호 (이하 "'441 출원"으로 줄여 부름)에 설명된 바 있다. 당업자라면 이러한 가교 기술은 수핵 조직의 콜라겐

부분을 가교하는 것이지, 프로테오글라이칸 선분의 가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본 발명자들

은 '441 출원에 설명된 조성물이, 조성물의 점도를 in situ로 조절하도록 가교될 수 있는 부가적인 가교성 폴리머 성분을 제

공함으로써 더욱 개선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가교성 폴리머 성분은 점도 조절제로서 기능한다. 바람직한 구체

예에서, 점도 조절제는 in situ로 가교되어 조성물의 점도를 1차 점도에서 보다 높은 점도인 2차 점도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가교성 부분의 부가에 의해 변형된 생체적합성 폴리머를 함유한다.

  또한, '441 출원의 조성물은 세포 이동, 증식, 표현형 유지 및 생존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가적인 세포 촉진제를 제공함

으로써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세포 촉진제는 프로테오글라이칸이며, 더욱 바람직하게

는 가교성 부분의 첨가에 의해 변형된 프로테오글라이칸인 것이 좋다. 세포 촉진제는 천연의 수핵 조직 정에 이미 존재하

는 프로테오글라이칸일 수 있지만, 시판되는 히알루론산과 같이, 수핵 조직에 외래인 소스로부터 얻어져서, 가교성 부분이

부가되어 변형된 것이면 더욱 좋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1차 점도로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그 조성물의 점도를, 환자에게 그 조성물 전달 후, 보다 높은

2차 점도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점도 조절제를 함유할 수 있다. 이 조성물은 주사 또는 최소한으로 침입적인 수단으로 환자

에게 주사될 수 있으며, 성장 인자, 생체활성 제제 및/또는 생세포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조성물은 또한 생세포의 이동, 증

식, 세포외 매트릭스 생성 및 생존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포 촉진제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특정 구체예에서는, 인간 또는 동물 소스로부터 얻어진, 천연의 추간판 수핵 재료를 광활성화 가교 프로토콜로 처리하여,

그 자신이 추간판 공간 내에서 가교 또는 중합될 수 있는 하이드로젤 물질과 결합시킨다. in situ 중합가능한 하이드로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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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수확된, 천연의 수핵 재료와의 병합에 의해, 손상된 추간판에서 수핵 공간을 확대 및/또는 재생하는데 유용한 생체적

합성, 생분해성 하이드로젤이 생산된다. 이 조성물은 또한, 상처 치유용 드레싱, 및 성장 인자나 추간판 연골 세포 또는 줄

기 세포와 같은 다양한 세포용 캐리어와 관절 연골 결함과 같은 기타 질환을 치료하는데도 유용하다.

  본 발명의 매트릭스는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퇴행성 추간판 구조의 재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성장 인자 및/또는

생세포와 병용될 수 있다. 본래의 고유한 살아있는 추간판 세포 (연골 세포)가 충분한 수로 존재하는 환자의 경우, 3차원

가교된 매트릭스 단독으로도, 추간판의 기계적 안정성을 개선시키고 세포 성장 및/또는 대사에 보다 양호한 환경을 제공함

으로써, in vivo로 추간판 중의 유체역학적 기능을 재생시킬 수 있다.

  매트릭스는 단독으로 치료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지만, 본 발명의 다른 구체예에서는 3차원 매트릭스와 1종 이상의 핵산,

단백질 성장 인자, 천연 또는 합성 혈액 성분 (예컨대 혈청 또는 혈장) 또는 인간 또는 동물 기원의 전술한 물질들의 모방

체, 천연 또는 합성 진통제, 스테로이드 및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제, 마취제, 항생제 또는 매트릭스 효과를 유도하거나 촉진

하는, 전술한 물질들의 조합체가 사용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는 정제된 세포 성장 인자 역시 고갈된 프로테오글라이칸

하이드로젤 캐느릭스에서, 살아있는 연골 세포를 함유하는 추간판 중에서 DDD를 치료하는데도 이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수핵 조직의 가교된 콜라겐 성분과 점도 조절제는 함께, 손상된 추간판 중의 기존 (본래)의 연골 세포를 위한 팽창된, 리모

델링 가능한 3차원 매트릭스를 제공하는 한편, 세포 성장 인자는 프로테오글라이칸 생산을 가속시켜 환자의 하이드로젤

매트릭스를 복구시켜준다. 3차원 매트릭스와 1종 이상의 정제된 세포 성장 인자의 조합체를 세포 성장 매질 (cell growth

medium)이라 칭한다.

  정제된 개별적인 세포 성장 인자들은 당업자에게 알려진 재조합 기술에 의해 수득가능하지만, 미국특허 제5,290,763호,

5,371,191호 및 5,563,124호(모두 본 발명에 통합됨)에는 본 발명의 매트릭스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뼈로부터 유도된 정

제세포 성장 인자의 혼합물이 개시되어 있다. 이들 특허에 따라 제조된, 뼈로부터 유도된 세포 성장 인자들을 이하에서는

"GFm"으로 칭한다.

  환자로부터 수득되어 배양 생육된, 자가 연골 세포를 비롯한 세포와, 추간판 세포, 배아 줄기 세포, 성인의 다능성 줄기 세

포, 또는 중간엽 줄기 세포와 같은, 동종 또는 이종 기원의 외래 세포들 역시 본 발명의 매트릭스에 부가될 수 있다. 본 발명

의 조성물에서, 가교된 콜라겐 및 프로테오글라이칸 점도 조절제는 함께, 다른 세포외 매트릭스 분자 중에서도, in vivo로

프로테오글라이칸 및 II형 콜라겐 원섬유를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고유하게 갖는 생세포 (천연의 추간판 또는 다른 자가

세포 뿐만 아니라 외래 세포를 포함할 수도 있음)를 지지하는 매트릭스를 형성한다. 그 환자 자신의 추간판 세포가 제거되

거나, 달리 그러한 증식을 일으키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가교된 수핵 물질의 3차원 매트릭스에 생세포를 첨가하여 추간판

재생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또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내인성 및/또는 자가 생세포가 첨가된, 탈셀룰라화된 가교성 수핵 조직의 3차원

매트릭스를 제공한다. 이 3차원 매트릭스 물질 및 외인성 및/또는 자가 생세포의 주사가능한 조합체는 이하에서 주사가능

한 세포 매트릭스라고 칭한다. 이러한 주사가능한 세포 매트릭스에 적합한 세포는 예컨대, 포유류의 추간판, 연골, 지방 조

질 또는 근육 조직, 골수, 또는 뼈 물질 (예컨대, 중배엽 줄기 세포)로부터 얻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유형의 조직에 한정되

는 것은 아니다. 이들 세포들은 그의 생존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세포 성장 인자를 이용하여 세포 응답 및 세포 증식

을 증대시키기 위해, in vitro 배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퇴행성 추간판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수핵 대체에 적합한 물질 특성을 제공하는 신규한 하

이드로젤 조성물을 포함한다. 변형된 하이드로젤 화학 및 중합성 성분들을 이용하여 (1) 생체적합 및 세포적합하고; (2) 숙

주 추간판 조직 (핵 및 섬유테)와 부착성 상호반응 및, 추간판 탈출에 대한 내성과 추간판 유지를 위한 응집성을 제공하며;

(3) 18-26 게이지 바늘으르 통해 전달하는데 충분한 초기 점도를 갖고; (4) 수분 내에 소망되는 점도를 갖는 젤로 경화되

도록 in situ 중합 가능하며; (5) 삼투압 구배를 통해 추간판의 수화를 복구할 수 있고; (6) 추간판 높이를 증가시키고 압착

계수를 증가시키며; (7) 경추 및 등의 통등을 효과적으로 경감시켜주는, 주사가능한 유체 조성물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탈셀룰라화된" 및 "탈셀룰라화"라는 용어는 공여자 조직 자신의 생세포가 파괴, 분획화 및/또는 제거된

조직 및 프로세스를 칭한다. 바람직한 탈셀룰라화 접근법은 고염분 (바람직하게는 NaCl) 및 고당분 (바람직하게는 수크로

스) 용액 중에 그 조직을 침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고염분, 고당분 용액을 HSHS (high-salt, high-sugar) 용액이

라 칭한다. 그러나 다른 탈셀룰라화 접근법도 이용가능하다. 조직을 탈셀룰라화 및 가교시킨 후, 얻어진 유체 매트릭스를

멸균 및 저장을 위해 동결건조시킨 후 사용 전에 재수화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매트릭스는 내분해성이 있으면서도

(따라서 내구성이 향상됨), 수혜자에게 이식된 후에도 실질적으로 비면역원성이다. 본 발명에서 탈셀룰라화라 함은 공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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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세포의 파괴, 단편화 및/또는 제거만을 가리키는 것일 뿐, 이 조성물이 투여될 환자로부터의 자가 세포 및 외래 줄

기 세포와 같이, 조성물 중에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세포의 파ㅚ, 단편화 및/또는 제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안정화된" 및 "안정화"라는 용어는 수혜자에 대한 이식 후, 공여자 조직의 면역원성, 화학적 및/또는 기계적 분해가 감소

된 조직 및 프로세스를 가리킨다. 특히 바람직한 안정화법은 가교 ("고정화"라고도 알려져 있음)로서, 이것은 화학적, 열적

으로 수행가능하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가시광선이나 근가시광선 스펙트럼에서 한가지 이상의 파장을 선택적으로 흡수하

는 광산화성 촉매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수핵 조직의 기본적 특성을 유지하는, 다른 가교 공정도 이용가

능하기는 하지만, "광가교 (photo-crosslinking)", "광결합 (photo-linking)", "광고정화 (photofixation)" 또는 "광고정

(photofixing)"이라 칭해지는 이러한 광산화적 가교법이 바람직하다. 가교 공정이 세포변성적이지 않은 것이 특히 바람직

하다.

  광고정화 공정은 면역 반응에 대하여 물질을 안정화사ㅣ키는 것에 더해, 이러한 공정이 잔류 세포 요소의 분해 및 제거를

촉진하여, 효소에 의한 단백질 분해에 대한 내성을 제공하여, 이종 및 동종 조직의 면역원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바람직

한 가교법이다. 또한, 광고정화는 바람직한 많은 성분들을 유지시켜주고, II형 콜라겐 스캐폴드 분자와 친수성 프로테오글

라이칸을 비롯한, 공여자의 수핵 프로세스를 유지시켜준다.

  광고정화 기술은 공지이며 예를 들어 미국특허 제 5,417,514호, 5,332,475호, 5,817,153호 및 5,854,397호에 설명되어

있다. 이들 모두는 본 발명에 참조로 통합된다. 이들 특허 문헌에는 광고정화 촉매로서 감광성 염료를 사용하는 것이 개시

되어 있다. 이 염료들로는 메틸렌 블로, 메틸렌 그린, 로즈 벵갈, 리보플라빈, 프로플라빈, 플루오레신, 에오신 및 피리독살

-5-포스페이트를 들 수 있다. 어떤 특정 이론에 구애됨이 없이, 감광성 염료들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함으로써, 자유 래

디칼 종으로 변환되어 콜라겐 분자 중의 아미노산 잔기, 특히 시스테인 잔기를 분자간 및 분자내의 두가지 모두에서 가교

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또 다른 측면에서, 천연의 수핵 물질을 in situ로 중합가능한 합성 또는 천연 물질과 결합시켜 신규한 생체적합성, 세포적

합성, 친수성 핵 대체물질을 제공한다. 이 물질은 내인성 또는 외인성 세포 성장을 촉진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며, 추간판 내

부에 존재 또는 생성되는 핵 공간과 일치될 수 있다. 이 물질은 또한 최소한으로 침입적인 외과 시술에 의해 전달될 수 있

다. 바람직한 조성물에서는, 매트릭스를 1차 점도로 처리될 추간판에 전달하고 in situ로 가교시켜 보다 높은 2차 점도를

갖는 반고체 하이드로젤로 만든다.

  전술한 내용과 일치되게 한가지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치료가 요구되는 추간판의 수핵에 전달될, 가교된 콜라겐과 가교

성 점도 조절체를 포함하는 유체 매트릭스를 포함한다. 가교성 점도 조절제는 in situ로 가교되어 DDD 치료용 매트릭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매트릭스는 세포, 성장 인자, 항생제와 같은 약물 및 기타 활성물질을 포함할 수 이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의 3차원 유체 매트릭스는 공여자의 추골로부터 얻어진, 가교된, 탈셀룰라화 수핵 조직과 점

도 조절제를 포함한다. 공여자는 환자일 수 있고 또는 같은 또는 상이한 종의 다른 동물일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공여자의 추골로부터 얻은 탈셀룰라화된 수핵 조직 (여기서 수핵 조직의 콜라겐

성분의 적어도 일부는 가교된 것임)과, 조성물의 점도를 1차 점도에서 그보다 높은 2차 점도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점도 조

절제를 추가로 포함한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의 수핵에 전달될 하이드로젤을 포함하는데 상기 하이드

로젤은 히알루론산, 폴리알킬렌 글라이콜, 키토산, 피브린, 및 기타 프로테오글라이칸 중에서 선택된 가교된 점도 조절제

와 가교된 콜라겐의 유체 매트릭스를 포함한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공여자의 추골로부터 유래된 수핵 조직과 점도 조절제를 포함하는, 추간판 퇴행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매트릭스를 제공한다. 수핵 조직은 탈셀룰라화된 것이 좋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수핵 조직이 가교된 콜라

겐 성분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에 따른 매트릭스 중의 점도 조절제는 1종 이상의 자외선,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에 노출시켜 in situ로 가교된 것

이 바람직하다. 다른 파장의 전자기파 조사도 이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점도 조절제가 히알루론산, 폴리알킬렌 글라

이콜, 키토산, 피브린 및 기타 프로테오글라이칸 중에서 선택되는 것이 좋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점도 조절제는 글라이시

딜 메타크릴레이트 부분, 메타크릴레이트 무수물 부분 및 메타크로일 클로라이드 부분 중에서 선택된 가교 가능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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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DDD의 치료 방법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공여자의 추골로부터 얻은

탈셀룰라화된 수핵 조직을 포함하는 유체 매트릭스 (여기서, 상기 수핵 조직의 콜라겐 성분의 적어도 일부는 가교된 것임)

및 히알루론산, 폴리알킬렌 글라이콜 (Pluronic 폴리알킬렌 글라이콜 및 그의 유도체를 포함), 키토산, 피브린 및 기타 프

로테오글라이칸을 포함할 수 있는 가교성 점도 보조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추간판 질환의 치료 방법에 관한 것이

다. 이 방법은 추가로, 유체 매트릭스 하이드로젤을 치료하고자 하는 추간판의 수핵 내로 전달하고, 상기 가교성 점도 보조

제를 빛에 노출시켜 가교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방법은 1차 점도를 갖는 매트릭스를 제공하고, 매트릭스를 가교시켜 1차 점도보다 높은 2차 점도를 갖는 매트릭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전달은 매트릭스를 치료하고자 하는 추간판의 수핵 내로 주사함으

로써 실시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예시적인 구체예를 이하에 설명한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 본 명세서에서는 실제 실시사항의 전부를 설명하지

는 않는다. 이러한 실제적인 구체예의 개발에서, 개발자의 특정 목표를 위해, 실시사양에 특이적인 수많은 결정사항, 예컨

대 시스템과 관련된 요구사항이라던가 영업관련 제약등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이들에 따라 매 실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발 노력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복잡한 것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당업

자라면 본 명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해 일상적인 시험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본 발명은 다양한 변화와 대체 형태로 실시될 수 있으나, 도면과 이하의 상세한 설명에는 단지 예시를 위하여 특정 구체

예만을 실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제시된 특정 예에 대한 설명으로 본 발명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

며, 본 발명의 모든 변형예, 동등한 균등 및 대응 사항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 내에 속하

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구체예를 이하에 설명한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 본 명세서에서는 실제 실시사항의 전부를 설명하지

는 않는다. 이러한 실제적인 구체예의 개발에서, 개발자의 특정 목표를 위해, 실시사양에 특이적인 수많은 결정사항, 예컨

대 시스템과 관련된 요구사항이라던가 영업관련 제약등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이들에 따라 매 실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발 노력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복잡한 것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당업

자라면 본 명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해 일상적인 시험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추간판 내 조직의 재생 또는 복구를 유도 및/또는 촉진하기 위한 생분해성 유체 매트릭스를 포

함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이 조성물들은 이 조성물은 가교된 콜라겐 성분과 점도 조절제를 함유하는 탈셀룰라화 조직

을 포함한다. 탈셀룰라화 조직은 바람직하게는 그 콜라겐 성분의 적어도 일부가 가교된 것인 수핵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점도 조절제는 바람직하게는 프로테오글라이칸 유도체, 특히 광가교성 부분이 프로테오글라이칸에 이온결합 또는 공유결

합에 의해 커플링되어 있는 것이 좋다.

  본 발명 조성물의 바람직한 구체예는 1차 점도로 반점성 액체로서 추간판에 전달된 다음 in situ로 가교되어 1차보다 높

은 2차 점도를 갖는 반고체 하이드로젤로 될 수 있다. 생분해성 매트릭스는 친수성 분자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추간판 조

직 중에 포획된 "수분 함량을 유지 및/또는 중가시킬 것이다. 생분해성 매트릭스는 또한 첨가된 성장 인자 및/또는 적절한

생세포 유형에 캐리어 기질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생분해성 매트릭스는 밀폐된 추간판 공간 내로 전달될 경우, 압착불능한 지지체를 제공한다. 더욱이,이것은 덜

점성인 1차 점도로 추간판 내에 균질하게 분포된 다음, in situ로 가교되기 때문에, 본 발명의 유체 매트릭스는 강제 분포

효과, 즉, 추간판 내부에 골고루 유체역학적으로 전달되는 힘을 갖는다. 따라서 이 매트릭스는 축방향의 압착과 섬유테 붕

괴에 대한 내성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매트릭스 소재 (예컨대, 폴리머 스폰지와 콜라겐 스폰지)는 추간판 내의 압착력 하

에서 급속하게 붕괴될 것이다. in situ 가교 프로세스는 또한 세포 증식력과 생존 특성이 개선된 매트릭스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본 발명의 생분해성 매트릭스는 주사가능한 것이거나 또는 최소한 침입적인 다른 기술로 전달될

수 있는 것으로서, 치료 경비와, 부분적인 추간판 절제술 또는 척추 융합과 관련한 합병증 가능성을 모두 감소시켜준다. 마

찬가지로, 본 발명에 따라, 비교적 단단한 생분해성 매트릭스와 같은 대체용 보철 수핵 장치를 이식하거나, 이식된 생분해

성 기질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핵 조직을 소개시키기 위해 천공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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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매트릭스는 동물 및/또는 인간의 보통의 건강한 핵 조직과 천연 또는 재조합 소스로부터 얻어진 프로테오글라

이칸 매트릭스 분자로부터 바람직하게 얻어지는 천연 재료이다. 따라서, 이 매트릭스는 추간판에서 효과적인 유체역학적

기능을 하는데 특히 적합한 매트릭스 분자와 단백질을 포함한다. 본 발명과 관련한 매트릭스 분해 생성물이 추간판 세포에

의해 분해될 수 있다는 것은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와 비해, 이전에 알려진 몇몇 매트릭스 소재 (예컨대 폴리비닐

알코올)는 생리적 프로세스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합성 폴리머 기질들은 산성 분해 부산물, 특히

PGA와 PLA를 생성하기도 한다.

  본 발명의 매트릭스에서 세포들이 즉각적 (실제로 균질한) 분산을 한다는 것 역시 본 발명의 또 다른 장점이다. 주사하는

데 부람직한 점성을 갖는 유체 포뮬레이션을 적절한 종류(들)의 세포와 직접 혼합한 즉시 전달하여 추간판을 치료하는 것

이 가능하다. PGA 및 콜라겐 스폰지와 같은 특정 매트릭스에서 요구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본 발명의 매트릭스에서는 세포

와 매트릭스를, 이식에 앞서 며칠 또는 수주일 동안 함께 배양할 필요가 없다.

  본 발명의 매트릭스는 세포에 알맞은 기질로서, 추간판 세포의 성장, 증식 및 유지에 알맞다. 추간판 세포는 포르말린이

나 글루타르알데하이드에 고정된 I형 콜라겐 스폰지와 대조적으로, 본 발명의 매트릭스에서 바람직하게 생육 및 생존한다.

  4.1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 조성물의 예시적 용도 및 용례

  개시된 유체 매트릭스 조성물, 및 특히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에 있어서 중합 정도 (즉, 가교도)를 조정함으로써 그 조

성물의 점도와 부착 특성을 제어할 수 있다. 이 매트릭스들은 또한 필요에 따라 한가지 이상의 다양한 약물, 또는 성장 인

자, 항생제, 진통제 등과 같은 활성제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활성제들은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와 같은 매트릭

스 내로, 한가지 이상의 활성 성분을 조직 또는 복구 부위 내로 장기간에 걸쳐 조절 방출, 지속 방출 또는 일정 시각에 방출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생체적합성 매트릭스는 또한 골모 세포, 연골 세포, 중배엽 줄기 세포 등

과 같은 세포들을 하나 이상의 선택된 조직에 in vitro, in vivo, in situ 또는 ex situ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캐리어 도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 개시된 유체 매트릭스 조성물은 여러가지 다양한 의약, 치의약, 및/또는 약학적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 예

컨대, 본 발명의 조성물은 성장 인자 전달, 약물 전달 및 유전자 전달 (여하한 폴리머, 펩타이드, 단백질, 핵산 등의 전달)을

위한 캐리어일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조직 복구 또는 상처 치유 방식 및 레지멘에 특히 유용할 수 있는 여하한 표현형 (섬유모 세포, 연골 세포, 뉴

런, 중배엽 줄기 세포, 골모 세포 등)의 일차 세포를 위한 캐리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조성물은 예

컨대, 조직 엔지니어링 구조물에 있어서 분해되는 폴리머 스캐폴드의 산성 중화를 위한 중탄산염이나 기타염과 같은 완충

제용 캐리어로, 또는 영양물 (예컨대 글루코스, 혈청 성분 등)의 캐리어로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의 가교성 유체 매트릭스 조성물은 조직 확대에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예컨대, 밀도, 경직도, 점

도 및 투명도를 소망되는 특성 범위로 조절할 수 있는, 주사가능한 포뮬레이션 (젤 또는 용액)을 이용할 수 있다.

  4.2 뼈의 복구를 위한 보조 하이드로젤 매트릭스 조성물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 (즉, GM-HAM 및 광산화된 수핵 PNP 매트릭스) 포뮬레이션은 척추 융합 또는 재구축 외과

수술에 있어서 뼈의 결함과 불유합(non-union)을 복구하는데 이용되기 위한, 다양한 뼈 공극 충전재 (인산 칼슘/콜라겐 구

조물 또는 황산 칼슘 펠릿) 및 탈미네랄화된 뼈 매트릭스 (DBM's: deminieralized bone matrix)와 같은 뼈 복구 소재에 부

가되는데 적합하다.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와 뼈 복구 소재의 조합에 의해 이식 조작 특성이 탁월한 뼈 복구 조성물이

제공될 것이고 in situ에서의 젤화를 개시 및 유지하는 능력이 제공될 것이다.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를 함유하는 뼈 복

구 조성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혼합물은 UV 광선 하에서 중합 화학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GM-HAM 중의 반응성기를 충

분한 밀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최종 포뮬레이션은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 대 뼈 복구 소재의 비율에 따라, 다소 연질의

젤라틴성이거나, 또는 경질일 수 있다. 예컨대,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를 Ca2SO4 펠릿과 복합시켜 점도가 높은 페이스

트를 만든 다음, 이를 뼈의 빈 공간에 주사하여 in situ로 UV-중합시켜 공간 중에 그 물질을 유지시킨다. 뼈 복구에 사용될

인산 칼슘 콜라겐 구조물이 미국특허 출원공개 US2002/0114795 (그 전체 내용이 본 명세서에 통합됨)에 설명되어 있다.

  4.3 외상, 화상 및 기타 연질 조직 손상의 드레싱 및 치유 및 복구를 위한 하이드로젤 매트릭스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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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 (예컨대, GM-HAM 및 광산화 수핵 PNP 매트릭스와의 조합 하이드로젤) 역시, 관절 연골을

복구하는데 사용되기에 적합하다. 이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 조성물은 또한 준비된 관절 연골 결손부 내로 점성 유체

페이스트로서 주사되어 그 부위에서 UV 중합되는, 독자적으로 (stand-alone) 이식가능한 소재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의 유체 페이스트는 중합되기 전에, 연골 결손 부위 내로 유입되어 그 부위 전체를 충전시킴으로

써, 단단한 밀봉을 제공하여, 호스트의 연골:이식편 연결부에서 균질한 계면을 형성할 것이다.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

소재는 연골하 골층 및, 결손 부위를 구분하는 연골의 가장자리 벽에 부착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따라 호스트의 연골

은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와 통합되어 점자 매트릭스를 de novo 관절 연골 내로 재편시키게 된다. 몇가지 가능한 접근

법에서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를 장치 내로 통합시켜 관절 연골을 복구시킬 수 있다: 마이크로 골절 기술, 다른 스캐폴

드 소재와의 복합에 의해 연골 플러그를 형성하는 기술에 있어서의 용도, 및 자가 연골 세포 또는 중배엽 줄기 세포 등의

전달을 위한 세포-좁정 캐리어 수단으로서의 용도.

  마이크로 골절 기술을 이용하여 관절 연골을 복구하기 위한 용도에서, 관절 연골은 그 가장자리를 절제하여 손상된 연골

을 제거하여 외연 또는 외벽이 정해진 결손을 만들도록 준비된다. 결손부 표면의 표층을 절제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연골하

골층을 통해 절제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어서 마이크로 피킹 (micro-picking) 도구를 이용하여 연골하 뼈를 통해 균일하

게 배치된 골절을 만들어낸다. 이 미세 골절 기술은 하부의 골수와 줄기 세포가 풍부한 혈액을 준비된 결손 부위 내로 침투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때,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를 혈액, 피브린 및 연골 결손부를 충전한 줄기 세포의 응집 혼합물

내로 서서히 첨가한다.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를 UV 중합시켜 골수/줄기 세포 혼합물을 관절 연골 결손부 내에서 이들

복구 요소들이 유지되도록 한다.

  두번째 접근법은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를 콜라겐 스폰지와 같은 성형 스캐폴드 내로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 젤을 스폰지 구조물에 도포하여 콜라겐 스폰지를 침지 및 침투시킬 수 있다. 젤이 콜라

겐 스폰지 내로 완전히 침투된 후, 젤-콜라겐 스폰지를 준비해둔 연골 결손부 내로 넣는다.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 젤

물질은 연골에 대한 표면 부착을 향상시키고 이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 젤을 그 장소에서 UV 중합시킴으로써 스폰지

가 결손부에 더 잘 유지되도록 할 수 있다. 중합된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 젤은 그 구조물의 노출된 표면 위에 매끄러운

윤활층을 형성하여, 연골 결손부 중에서 호스트:스폰지 구조물 인테그레이션의 보다 우수한 계면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접

근법에 있어서,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 젤에 연골 형성능을 갖는 성장 인자를 로딩시키거나 또는 이 젤에, 젤-콜라겐

스폰지 구조물을 만들 특정 유형의 세포 (연골 세포, 줄기 세포)를 로딩시킨 다음, 연골 매트릭스를 형성하기 시작하여 실

질적으로 스폰지 구조를 재편할 수도 있다.

  세번째 접근법은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 젤을 관절 연골 복구를 위한 세포 요법과 병용하는 것이다. 연고 세포 전달을

위해 복합 하이드로젤 매트릭스를 부가함으로써 현재의 세포 요법 접근법 (예컨대 Genzyme Carticel)을 더욱 개선시키는

것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수확된 자가 연골 세포, 동종이식 연골 세포 또는 중배엽 연골 세포를 젤 물질 내에 봉입시켜, 관

절 연골 결손부 내로 주입하여, 그 위치에서 UV 중합시킨다. 전술한 바와 같은 호스트와의 통합 및 공간 충전 등의 장점으

로 인해 관절 연골 복구 결과가 탁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다음의 도면들은 본 발명 명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 발명의 특정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목

적에서 포함된 것이다.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할 때 더욱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며, 도면에 관해서는 이하에 설

명한다:

  도 1은 척추 동물의 건강한 수핵 조직의 성분들을 도시한 다이아그램.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돼지 수핵의 가교된 매트릭스의 제조 방법과 그 용도를 도시한 다이아그램.

  도 3은 본 발명의 가교되니 매트릭스로부터 추출된 단백질과 가교되지 않은 대조군으로부터 추출된 단백질을 양을 비교

한, SDS-PAGE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 폴리아크릴아미드 젤 전기영동법) 측정결과를 재생한 사진. 레인 A는 가교되지 않

은 대조군으로서 실질적인 단백질 추출을 보여주고, 레인 B는 가교된 매트릭스로서 단백질 추출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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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는 본 발명의 가교된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신선한 돼지 수핵 조직을 H &E (헤마톡실린 및 에오신)로 염색한 부분을

비교한 사진으로, 두가지 모두 300배 확대도이다. 신선한 수핵은 둥근, 유핵의 연골 세포를 나타내고, 원형 그대로의 말초

세포 (pericellular) 매트릭스 "네스트"를 갖는 반면, 가교된 매트릭스는 파열되고, 쪼개진 세포 단편, 최소 세포막 재료 및

추가로 이소프로판올 멸균을 나타낸다.

  도 5는 본 발명의 가교 매트릭스와 비가교 대조군으로부터, 절단된 II형 콜라겐의 반응성을 비교한, 염색된 니트로셀룰로

스 막의 재생 사진임. 레인 A는 가교되지 않은 대조군의 펩신 분해물이 II형 콜라겐 항체와 반응함을 보여준다 레인 B는 가

교된 매트릭스의 펩신 분해물이 II형 콜라겐 항체와 반응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도 6은 본 발명의 가교 매트릭스와 가교되지 않은 대조군의 수화/팽윤 능력을 비교한 그래프. 가교된 매트릭스는 95%의

수화 능력을 보유한다.

  도 7은 골 단백질 성장 인자 (BP)와 결합된 가교된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구체예에서, 양의 세포의 성장, 분화

및 신규 매트릭스 합성의 촉진을 입증하는데 이용된 실험적 프로세스의 다이아그램.

  도 8은 매트릭스 합성의 성장 인자 촉진을 도시한다. 이 그래프는 성장 인자에 의해 자극된 양의 수핵 세포에서의 매트릭

스 생산에 관한 알시안 블루 분석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매트릭스 생산의 유의적인 촉진은 단지 ㎍ BP 농도에서만 나타났

다.

  도 9는 토끼 면역화 및 양 혈청에 있어서 본 발명의 가교된 매트릭스의 면역원성 테스트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토끼

면역화에 있어서 가교된 매트릭스에 대해 낮은 항체 역가. in vivo 가교 매트릭스에 대한 혈청 항체는 없었다 (첫번째 양).

  도 10은 본 발명의 매트릭스와 성장 인자 조합의 in vivo 연구 프로토콜의 다이아그램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구체예의 in vivo 연구에서 매트릭스와 성장 인자 조합체를 주사한지 2개월 후 사살한 양의 척주의 라

디오그래프이다. 처리된 추간판과 대조군 추간판의 크기는 정상적이었고 추간판 구조도 정상으로 나타났다. 미처리 추간

판에서는 말단판 박리, 골 재흡수 및 리모델링이 관찰되었다.

  도 12A, 12B, 및 12C는 본 발명의 매트릭스와 성장 인자 조합체를 주사한지 2개월 후 사살한 양의 추간판의 조직학 슬라

이드의 재생 사진이다. 도 12A는 미처리 추간판, 도 12B는 대조군, 그리고 도 12C는 처리된 추간판을 도시한 것이다. 감염

2개월 후, 미처리 추간판은 극심한 퇴행을 나타내었고, 가교된 매트릭스/BP로 처리된 추간판은 대조군 추간판과 마찬가지

로 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였다.

  도 13은 본 발명의 in vivo 연구에서 매트릭스와 성장 인자 조합체를 조사한지 4개월 후에 사살한 양의 척주의 라디오그

래프이다. 4개월령 양의 추간판과 라디오그래프 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14는 본 발명의 연구에서 매트릭스와 성장 인자 조합체를 조사한지 4개월 후에 사살한 양의 추간판의 조직학 슬라이

드을 재생한 사진이다. 주사한지 4개월 후, 미처이 추간판은 퇴행적 변화를 나타낸 반면, 가교된 매트릭스/BP로 처리된 추

간판은 대조군 추간판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젤라틴성 핵, 정상적인 섬유테 및 고유의 말단판을 나타냈다.

  도 15A와 도 15B는 성장 인자 촉진 하에서 II형 콜라겐과 콘드로이틴-6-설페이트의 합성 측정을 위해 수행된 ELISA 결

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16A 및 16B는 인간의 추간판 수핵 세포에 있어서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의 성장인자 촉진을 도시한 것이다. 성장 인

자에 의해 자극된 인간 추간판 세포에 있어서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에 대한 알시안 블루 분석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15A, 8일간 인큐베이션, 도 16B, 9일간 인큐베이션).

  도 17은비비 원숭이의 추간판 수핵 세포에 있어서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의 성장인자 촉진을 도시한 것이다. 성장 인자

에 의해 자극된 비비 원숭이의 추간판 세포에 있어서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에 대한 알시안 블루 분석 결과를 도시한 그래

프이다.

  도 18은 광가교된 photo-crosslinked) 히알루론산과 광가교된 수핵 물질을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대표적인 매트릭스

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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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9는 본 발명에 따라 하이드로젤 내에 봉입되고 제 0시에 생체/사체 염색된 양의 수핵 세포 (SNCs: sheep nucleus

pulposus cells)의 현미경 사진이다.

  도 20은 본 발명에 따라 하이드로젤 내에 봉입되고 제 24시에 생체/사체 염색된 양의 수핵 세포 (SNCs)의 현미경 사진이

다.

  도 21은 본 발명에 따라 하이드로젤 내에 봉입되고 제 21일에 생체/사체 염색된 양의 수핵 세포 (SNCs)의 현미경 사진이

다.

  도 22, 도 23, 및 도 24는 실시예 24에 설명된 연구 결과를 나타낸 현미경 사진이다. 정상적인 인간의 동맥 연골 세포를

매트릭스 조성물에 봉입시켜 UV 광선으로 광중합시켰다. 도시된 데이타는 인큐베이션 제0시에 얻어진 것이다.

  도 25, 도 26 및 도 27은 실시예 24에 설명된 연구 결과를 나타낸 현미경 사진이다. 정상적인 인간의 동맥 연골 세포를 매

트릭스 조성물에 봉입시켜 UV 광선으로 광중합시켰다. 이 데이타는 배약 28일 째에도 연골 세포가 산 채로 남아 있음과

증식을 계속하여 매트릭스 내에서 이동하였음을 보여준다.

  도 29는 UV에 노출된지 24시간 후 양의 핵 연골 세포에 미치는 Irgacure 2959 및 Irgacure 2959의 자유 래디칼, 365

nm의 자외선 (UV) 파장의 세포 변성 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실시예

  5. 실시예

  다음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를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당업자라면 이하의 실시예에 설명된

기술이 본 발명자가 본 발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기능는 것으로 발견된 대표적인 예시에 따른 것으로, 실시하기에

바람직한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개시 내용에 비추어, 다른 많은 변형이 가능할

것과, 그러한 변형에 의해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역시 당업자라

면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5.1 실시예 1: 퇴행성 추간판 질환 치료에 적합한 가교된 유체 매트릭스의 조제

  본 발명의 구체예에 따른 가교된 수핵 조직의 3차원 유체 매트릭스를 척추동물 공여자로부터 조제할 수 있다. 바람직한

특정 구체예에서는 공여자로 돼지를 이용하였으나, 다른 척추동물로부터 얻은 수핵 조직 역시 사용가능 하다 (그러나 포유

동물인 척추동물, 예컨대 인간, 돼지, 소, 새 등).

  비록 다양한 척추동물 공여자로부터 다양한 방법에 의해 수핵 조직을 수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구체

예에서는, 돼지의 척추 추간판으로부터 수핵 조직을 무균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좋다. 무균 환경 (즉, 라미나 플로우 후드

내에서)에서, 돼지 공여자의 섬유테를 방사형으로 저미고 척추 말단판을 분리하여 수핵을 노출시켰다. 수핵을 추간판의 중

심부 밖으로 긁어내어, 섬유테와 말단판 조직을 없앴다.

  이렇게 수확된 수핵 조직을 바람직한 분자량 컷오프가 약 3500 달톤인 멸균 투석 (필터) 튜빙에 삽입하여, 조직으로부터

저분자 프로테오글라이칸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세균이나 기타 오염원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 다른 반

투과성 막 또는 필터막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가교시킬 수핵 조직은 또한 공여자의 세포 및/또는 세포 단편을 파괴 및 제거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

해, 수핵 조직을 함유하는 투석 튜빙을 약 48시간 동안, 약 2.2%:7.4% wt/vol의 고염, 고당 (HSHS) 용액에 침지시켰다.

HSHS 용액의 농도 범위는 1% 내지 50%일 수 있으나, 바람직한 HSHS 용액은 10L의 물 중에 NaCl 220 그램과 수크로스

837.5 그램을 함유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HSHS 인큐베이션 기간은 약 24시간 내지 약 72시간 이지만, 이보다 짧거나 긴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 HSHS 용액에 노출시키면 삼투압이 파괴되어 본래의 연골 세포가 단편화되고

(탈셀룰라화), 가용성 세포 단백질과 핵산의 변성이 야기된다. HSHS 용액은 또한 핵산을 추가로 분해하는 다른 시약 (비

제한적인 예로 설폰 및 뉴클레아제)과 막 지질을 추출할 수 있는 다른 시약 (비제한적인 예로 알코올, 클로로포름 및 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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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을 포함할 수도 있다. 공여자 자신의 세포가 본 발명의 다른 구체예에서 유지될 수 있기는 하지만, 외래 (특히, 이종인

경우) 조직이 사용될 경우에는, 면역원 반응이 일어날 잠재성을 줄이기 위해, 탈셀룰라화 및 변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목적을 위해, HSHS 용액에 대한 노출 외에 다른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수핵 조직의 가교는 미국특허 제5,147,514호, 5,332,475호, 5,817,153호, 및/또는 5,854,397호에 따른 광매개 프로세

스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특허문헌 모두 그 전 내용이 본 명세서에 통합됨). 이러한 프로세스에서는, 광

활성 염료 (메틸렌 블루)를 HSHS 용액에, 바람직한 염료 농도가 약 20 mg/리터가 되도록 용해시켰다. 광활성 염료를

HSHS 중 초기 저장/탈셀룰라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투석 튜빙 중에서 핵 조직에 침투시켰다. 전술한 특허 문헌에는

다양한 종류와 농도의 광활성 염료가 언급되어 있고, 이들을 이용하여, 포유류의 추간판 조직을 재생하는데 적합한 가교된

유체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다. 바람직한 염료는 약 0.001 내지 약 1.0 wt/vol% 농도의 메틸렌 블루와 메틸렌 그린이다.

  콜라겐을 핵 조직과 가교시키기 위해, 염료가 침투된 핵 조직을 함유하는 투석 튜빙을 광산화실에 넣고 광범위 가시광선

에 48시간 노출시켰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쳬에서는 이 조직을 약 24 시간 내지 약 72시간 동안 가교시킬 수 있다. 인

산염 완충염수 ("PBS") 중의 메틸렌 블루 용액을 10℃의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광산화실 내에서 투석 튜빙을 통해

통과시켜 핵 조직을 항온 조건으로 유지시켰다. 본 발명을 실시하는데 정확한 온도 조절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조직 손

상을 피하기 위해, 비교적 선선한 온도가 바람직하다. 콜라겐의 광가교에 이어, 처리된 핵 조직을 수집하고, 원심분리하 진

공에서 동결건조시킨 다음, 액체 질소 하, 냉동밀에서 미세하게 분쇄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가교된 매트릭스 생성물을 감

마 조사, 에틸렌 옥사이드 (또는 다른 멸균제)를 이용하여 멸균처리하고 사용시 재수화할 때까지 -80℃에서 보관하였다.

본 발명에 따른 매트릭스의 바람직한 제조 공정이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가교된 매트릭스의 제조에 더해, 광조사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전술한 방법에 따라 대조군 (가교되지 않음) 조직을 조

제하였다. 이들 가교되지 않은 대조군 조직을 비교 목적에 이용하였다.

  가교된 매트릭스 대 가교되지 않은 대조군의 팽창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교된 매트릭스와 가교되지 않은 대조군의 동

결건조 샘플을 물에 현탁시키고 수분 흡수에 따른 중량 증가를 0 내지 96시간의 다양한 시간대에서 측정하였다. 도 6에 도

시된 바와 같이, 가교된 매트릭스는 가교되지 않은 대조군의 수력학 (hydraulic) 능력의 95%를 유지하였다.

  5.2 실시예 2: 가교 공정에 의해 유발된 단백질 변형 평가를 위한 유체 매트릭스의 테스트

  실시예 1의 동결건조 단계에 앞서 수득한 매트릭스 물질 0.5 그램을 4M 구아니딘 염산염 용액 15 ml에 넣고 24시간 교

반하여 프로테오글라이칸을 용해시켰다.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폐기하고 펠릿을 증류수로 5분씩 3회 세정하였다. 펠릿화

된 매트릭스 물질을 제거하여 여과지로 블롯-건조시켰다.

  블롯-건조된 매트릭스 100 mg을 5% β-머캅토에탄올 (BME)를 함유하는 1%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 (SDS) 1000 ㎕와

함께 1.5 ml 마이크로 원심분리 튜브에 놓었다. SDS/BME 중의 매트릭스를 1시간 끓여 단백질 (예컨대 콜라겐)을 추출하

였다. 이어서 샘플을 12000 rpm에서 1시간 동안 원심분리하고 상등액 분액을 폴리아크릴아미드 젤 구배를 이용하여 전기

영동시켰다.

  젤을 쿠마씨 블로 또는 은으로 염색시켜 SDS/BME 및 열처리에 의해 추출된 단백질을 가시화시켰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조군의 가교되지 않은 조직에서는 콜라겐 밴드가 뚜렷이 염색되었지만, 가교된 매트릭스에서는 단지 희미하게만

염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교된 매트릭스 물질에서, 콜라겐 단백질은 전술한 처리에 의해서도 쉽게 추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주는데, 이는 곧 가교가 일어났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조군 조직의 염색된 젤은 콜라겐 단백질

이 전술한 처리에 의해 가교되지 않은 물질로부터 쉽게 추출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도 3 참조.

  5.3 실시예 3: 세포 잔사 및 잔류 막 물질을 평가하기 위한 매트릭스 조직학

  실시예 1의 동결건조 단계 전에 수득된 가교된 매트릭스 물질을 4% 파라포름알데히드에 넣어 조직을 고정화시켰다. 헤

마톡실린 & 에오신 염료를 이용하여 묻고 (embedding), 절편으로 만들고 (sectioning) 염색하였다. H & E-염색된 섹션

중의 가교된 매트릭스의 가시화 결과, 매트릭스 제조 공정은, HSHS 처리, 냉동-해동 사이클, 및 HSHS 처리 플러스 냉동-

해동 사이클에 의해 탈셀룰라화된 가교되지 않은 조직 뿐만 아니라 돼지의 신선한 수핵에 비해, 잔류하는 막 물질을 최소

로 하면서 세포막 및 세포내 요소들의 파괴를 촉진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 결과를 도 4에 도시하였다.

  5.4 실시예 4: II형 콜라겐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를 이용한 매트릭스 항원 반응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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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1의 동결건조 단계 전에 수득된 가교된 매트릭스 물질을 펩신으로 분해시켜 II형 콜라겐 단백질을 절단하였다. 이

단백질 분해물을 SDS/PAGE 처리한 다음 니트로셀룰로스 막으로 옮겼다. 막으로 이동된 총 단백질을 콜로이달 골드를 이

용하여 가시화시켰다.

  가시화된 니트로셀룰로스 막을 II형 콜라겐에 대한 마우스의 모노클로날 항체 및 알칼라인 포스파타제와 컨쥬게이션된 2

차 항체 (항마우스)와 함께 인큐베이션시켰다. 알칼라인 포스파타제 기질을 첨가함으로써 항체 반응을 가시화시켰다. 도 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II형 콜라겐에 대한 항체는 가교된 매트릭스의 펩신 분해물과는, 가교되지 않은 대조군 조직의 펩신

분해물과 반응하는 것만큼 반응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본 발명의 매트릭스가 II형 콜라겐에 대해 감소된 항원 에피토프를

가짐으로 해서, 가교되지 않은 조직보다 면역원성이 낮은 것일 수도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결과를 도 5에 도시하였

다.

  5.5 실시예 5: 토끼의 항혈청 제조에 있어서 매트릭스 면역원성의 평가

  실시예 1에 따라 동결건조 및 분쇄된 매트릭스 물질 1 그램을 PBS 중에 분산 (즉, 재수화)시켜 원심분리하였다. 이어서

BCA 분석법을 이용하여 상등액의 단백질 농도를 측정하고 상등액을 PBS로 희석하여 PBS 1 ml 당 단백질 200 ㎍의 최종

농도로 하였다. 희석된 상등액을 주사 프로토콜에 따라 멸균시켰다. 토끼 세마리를, 멸균된 상등액으로부터 얻은 단백질

100 ㎍으로 면역시켰다. 각각의 토끼는 14주일 동안 9회 면역시키고, 이들 토끼로부터 정규 스케쥴에 따라 혈청을 수집하

였다.

  단백질 추출물에 대한 항혈청 생산을, 효소결합 면역흡착 분석법 (ELI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LISA에 양성 대조군

으로서 II형 콜라겐을 포함시켰다. 매트릭스 물질에 대해 지향된 항혈청의 비색 평가 결과 토끼에 있어서 면역원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도 9에 나타내었다.

  5.6. 실시예 6: 혈청과 기타 유체를 함유하는 주사 전달용 매트릭스 포뮬레이션

  실시예 1에 따라 동결건조 및 분쇄된 가교된 매트릭스 물질 1 그램을 70% 에탄올로 멸균시키고 PBS로 연속 세정함으로

써 에탄올을 제거하였다. 분산된 매트릭스를 원심분리하고 펠릿을 열불활성화시킨 양의 혈청 중에 0.5 g 동결건조 매트릭

스 대 1 ml의 혈청의 비율로 현탁시켜, 표준 시린지에 로딩가능한 점성 유체 매트릭스를 준비하고 이를 소형 게이지 바늘

을 통해 전달하였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는, 치료하고자 하는 척추 동물 또는 인간 환자로부터 혈청을 수집하

여, 열불활성화시켜 원치 않는 단백질 성분 (성분 단백질)을 파괴시킨 다음, 0.2 마이크론의 멸균 여과 유닛을 통해 통과시

켰다. 상이한 매트릭스/혈청 비율도 바람직하게 이용가능하다. 혈청 1 ml에 대해 동결건조된 매트릭스를 0.1 g 내지 2.0 g

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가교된 매트릭스의 전달을 위해 혼합물용 유체로는 혈청이 바람직한데, 이는 혈청이 추간판 세포에 이로운 다

양한 고유의 성장 인자들을 함유하기 때문이다. 혈청은 또한 외인성 단백질 성장 인자 및/또는 소형 분자들을 위한 적절한

캐리어 역할도 한다. 추간판 세포에 미치는 외인성 성장 인자의 이로운 효과는 혈청 부가에 의해 더욱 촉진된다.

  다른 유체들 역시 점성 유체 매트릭스의 전달 및 혼합물에 적합하다. 예컨대, 멸균 염수나 멸균수 역시 사용가능하다. 전

술한 예시는 본 발명의 매트릭스를 혼합 및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캐리어 유체의 다양성을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제안

된 것이 아니다.

  5.7. 실시예 7: 압력 매개성 시린지를 이용한 추간판에 대한 매트릭스 포뮬레이션 주사

  매트릭스 물질을 실시예 6에 따라 제조하여 (혈청과 혼합) 점성 유체를 만들고 이를 소형 게이지 바늘 (예컨대 18-31 게

이지)이 부착된 표준형 시린지에 로딩시켰다. 시린지 주사 압력은 손가락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구

체예에서는, 점성 유체를 주사하는데 필요한 압력을, 소정의 힘을 동시적으로 측정 (예컨대 가압 트랜스듀서를 통해)하여

시린저 플런저에 전달 (예컨대 압축 공기에 의해)하는 외부 장치에 의해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의 한가지 바람직한 구체예에서는, 바늘에 열원을 포함시킨다. 열원을 갖는 바늘을 제공함으로써, 치료 말기

및 바늘 주변의 콜라겐 섬유를 수축시키기 위해 시린지 바늘을 제거하는 동안 섬유테 외층을 가열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바

늘 통과부위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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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매트릭스를 환자의 추간판 공간으로 척추뼈뿌리통과 (예컨대, 척추의 뿌리를 통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고

려 할 수 있다. 특히, 가교된 매트릭스를 척추뼈 뿌리를 통해 삽입된 생검 커뉼러를 통해 경피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 매트

릭스를 전달한 후, 채널을 뼈 시멘트나 기타 채널을 밀봉하기 위한 물질로 충전할 수 있다.

  5.8 실시예 8: 인간, 양 및 비비 원숭이의 추간판 수핵 세포의 분리

  인간의 추간판 수핵 조직을 외과 수술 중에 수집하여, Dulbecco's 변형 이글 배지/Nutrient Mixture F-12 (DMEM/F-

12) 1:1 vol./vol 혼합물 (항생제가 보강됨)에 현탁시켰다. 조직을 절제할 때까지 얼음과 함께 유지시키고, 절제시 멸균

Dulbecco's 인산염 완충염수 (DPBS) 중에서 2-3회 세정하여 혈액을 모두 제거하였다. 라미나 플로우 후드에서, 핵 조직

을 분리하여 소형 (2 mm) 입방체 모양으로 자른 다음, 열에 불활성화된 10% 소의 태아 혈청, 0.25% 페니실린, 0.4% 스트

렙토마이신, 0.001% 암포테리신 B 및 50 ㎍/ml의 아스코르브산이 보강된 DMEM/F-12조직 배양 배지 (이하 "TCM"이라

칭함)에 넣었다. 혈액과 비정상적인 요소가 없는 조직만을 이용하였다. 37℃에서 진탕기 상에 올려 놓고, 조직을 TCM 중

0.01% 히알루로니다제 (Calbiochem)를 이용하여 2시간, TCM 중 0.01% 프로테아제 (Sigma)를 이용하여 1시간, 그리고

TCM 중 II형 콜라게나제 (Sibma)를 이용하여 밤새 효소 절단시켜 인간의 추간판 수핵 세포 현탁액을 얻었다.

  전술한 과정을 양과 비비 원숭이의 추간판 수핵 조직에 적용시켜, 각각 양과 비비 원숭이의 추간판 수핵 조직 세포의 현

탁액을 얻을 수도 있다.

  5.9 실시예 9: 인간, 양 및 비비 원숭이의 추간판 수핵 세포의 1차 배양 및 증폭

  실시예 8로부터 얻은 인간의 추간판 수핵 세포들을 37℃, 5% CO2 분위기 및 95% 상대 습도 조건 하에 TCM에서 배양함

으로써 증폭시켰다. 매 2-3일마다 TCM을 갈아주고 80-90% 점도에 달하면, 연속 증폭을 위해 세포를 트립신과 함께 다

른 용기로 계대시켰다.

  전술한 과정을 양과 비비 원숭이의 추간판 수핵 조직에 적용시켜, 각각 양과 비비 원숭이의 추간판 수핵 조직 세포의 증

폭된 공급원을 얻을 수도 있다.

  5.10 실시예 10: 인간, 양 및 비비 원숭이의 추간판 수핵 조직 중 추간판 세포 매트릭스 생산의 알시안 블루 분석

  외인성 성장 인자의 존재 또는 부재 하에 TCM 중 24 웰 플레이트 상에 실시예 9로부터 얻은 인간의 추간판 세포를 접종

및 배양시켰다. 여러 시점에서, TCM을 웰 밖으로 흡입해 내고 웰을 PBS로 3회 세척하였다. 이어서 세포들을 4% 파라포

름알데히드 (pH 7.4)로 10분간 고정시켰다. 고정된 세포들을 PBS로 2회 세정한 다음 0.1N 염산 (pH 1.5) 중 0.5% 알시

안 블루로 하룻밤 염색시켰다. 밤샘 염색 후, 과량의 염료를 PBS로 3회 헹궈내었다. 잔류하는 알시안 블루 염료 (프로테오

글라이칸에 결합됨)를 6M 구아니딘 염산염에 밤새 용해시킨 다음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63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

여, 인간 수핵 세포 중의 외인성 성장 인자에 의핸 매트릭스 생산 유도의 지표로 삼았다.

  전술한 과정을 실시예 9로부터의 양 및 비비 원숭이의 추간판 수핵 세포에 적용하여, 양 및 비비 원숭이의 수핵 세포에 있

어서 외인성 성장 인자에 의한 매트릭스 생산 유도 지표를 얻었다.

  5.11 실시예 11: 양의 추간판 수핵 세포에 대한 효소 결합 면역흡착 분석 (ELISA)

  합성 매트릭스에 있어서 특이적인 항원 에피토프를 검출하기 위하여, 실시예 9로부터 얻은, 접종 및 단층 배양된 양의 추

간판 수핵 세포를 실온에서 2% 글루타르알데하이드 중에서 1 시간 동안 고정시켰다. 고정된 세포를 TBS로 5분씩 3회 세

척하였다. 비특이적인 항체 결합을 차단하기 위하여, 1mM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EDTA), 0.05% Tween-

20TM, 및 0.25% 소의 혈청 알부민을 함유하는 Tris 완충염수 (TBS) 용액 중에서 세포를 1시간 동안 인큐베이션시켰다.

이 차단 공정 후에 TBS를 이용하여 5분씩 3회 세척하였다. 세포들을 실온에서 2.5 시간 동안 1차 항체와 함께 인큐베이션

시키고, TBS로 5분씩 3회 세정함으로써 과량의 1차 항체들을 제거하였다. 차단 완충액을 이용한 2차 인큐베이션을 10분

간 수행한 다음, 다시 TBS로 3회 세정하였다. 이어서 세포들을 알칼라인 포스파타제 효소와 컨쥬게이션된된 2차 항체와

함께 실온에서 3시간 동안 인큐베이션시켰다. 결합되지 않은 2차 항체들을 TBS로 5분씩 3회 세정함으로써 제거하였다.

발색 반응을 나타내는 효소 특이적인 기질을 첨가함으로써, 결합된 1차 및 2차 항체들을 검출하였다. 분광광도계를 이용

하여 비색 측정을 수행하여, 결합된 항체의 존재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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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실시예 12: 양의 추간판 수핵 세포에 있어서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에 미치는 외인성 성장 인자의 효과

  미국특허 5,290,763호, 5,371,191호 및 5,563,124호에 따라 제조된, 뼈로부터 유도된 단백질 성장 인자 (BP)의 혼합물

과 형질전환 성장 인자 β1 (TGF-β1)를, 양의 수핵 세포에 있어서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에 대해 테스트

하였다. 실시예 8 및 9에 설명된 바와 같이 양의 추간판 수핵 세포들을 수집 및 배양하였다. 양 세포들을 마이크로매스

(200,000)로 24웰 플레이트 웰에 접종하였다. 0.5% 열불활성화된 소의 태아 혈청이 보강된 TCM 중에 성장 인자 희석물

을 조제하였다. TGF-β1과 BP 두가지 모두를 10 ng/ml에서 테스트하였다: BP는 또한 10 ㎍/ml의 농도로도 테스트하였

다. 성장 인자가 함유되지 않은 대조군 웰에는 0.5% 및 10% 열불활성화된 소의 태아 혈청이 보강된 TCM를 함유시켰다.

세포들을 7일 및 10일 동안 여러가지 성장 인자에 연속 노출시키면서 인큐베이션시켰다. 이들 시점에서, 세포들을 고정시

키고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량을, 실시예 10에 설명된 바와 같인 알시안 블루 분석법으로 측정하였다.

  7일 및 10일째 시점 모두에서, 0.5% 소의 태아 혈청 대조군 배양체에 비해, 10% 소의 태아 혈청 대조군 배양체에서 프로

테오글라이칸 합성량이 유의적으로 더 많았다. 제7일 시점에서, 보다 높은 10 ㎍/ml의 BP 농도의 경우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은 10% 혈청 대조군 배양체보다 유의적으로 (93%) 증가되었고 0.5% 혈청 대조군의 경우 훨씬 더 증가하였다

(197%). 10 ng/ml TGF-β1 및 BP 배양체에서는 0.5% 혈청 대조군보다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이 약간 증가하였는데 이

러한 증가 정도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이었다.

  제10일 시점에서 (도 8), 10 ㎍/ml BP는 10% 혈청 대조군에 비해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량이 유의적으로 증가된 반면

(132%), 10 ng/ml TGF-β1은 0.5% 혈청 대조군에 대해 유의적인 증가 (52%)를 나타냈다. 10 ng/ml에서, BP는 0.5% 혈

청 대조군에 비해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량이 약간, 즉 20% 증가한 반면, 10 ㎍/ml 농도에서는, BP가 0.5% 혈청 대조군

에 비해 890%의 증가를 보였다.

  5.13 실시예 13: 양의 추간판 수핵 세포에 의해 생산된 콘드로이틴-6-설페이트 및 II형 콜라겐에 미치는 외인성 성장 인

자의 효과

  양의 추간판 수핵 세포에 있어서 II형 콜라겐과 콘드로이틴-6-설페이트 합성 촉진에 대해 TGF-β1과 BP를 시험하였다.

실시예 8 및 9에 설명된 바와 같이 세포들을 수득 및 배양하고 조직 배양 디쉬에 접종하였다. TGF-β1와 BP 성장 인자를

열-불활성화된 0.5% 소의 태아 혈청이 보강된 TCM에서 조제하였다. TGF-β1은 10 ng/ml 농도에서, BP는 10 ㎍/ml 농

도에서 테스트하였다. 대조군 배양체는 0.5% 혈청만이 보강된 TCM 중에서 인큐베이션시켰다.

  7일간 성장인자와 함께 인큐베이션시킨 후, 세포 배양체들을 2% 글루타르알데히드 중에 고정시키고 세포 배양체 중에

생산된 II형 콜라겐과 콘드로이틴-6-설페이트의 양을 실시ㅖ 11에 설명된 방법에 따라 ELISA로 측정하였다. 사용된 1차

항체는 마우스의 항인간 II형 콜라겐 및 마우스의 항인간 콘드로이틴-6-설페이트였다.

  제 7일에, 10 ㎍/ml BP와 함께 배양된 세포 배양체는 II형 콜라겐의 경우 대조군 배양체보다 324% 더 많은 양으로, 그리

고 콘드로이틴-6-설페이트는 1780% 더 많은 양으로 생산하였다. 10 ng/ml TGF-β1는 대조군에 비해 II형 콜라겐은

115% 더 많이, 콘드로이틴-6-설페이트는 800% 더 많은 양으로 생산하였다. 도 15 참조.

  5.14 실시예 14: 인간의 추간판 수핵 세포에 있어서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에 미치는 외인성 성장 인자의 효과

  TGF-β1과 BP를 인간 수핵 세포에 있어서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 촉진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에 대하여 테스트하였다.

40세의 여성 환자의 추간판 L5-S1으로부터 수득한 인간의 추간판 수핵 세포를 실시예 8 및 9에 설명한 바와 같이 배양하

여 24-웰 플레이트에 접종하였다. 웰 표면에 세포들이 부착된 후, 여러가지 성장 인자들의 복수 희석액들을 첨가하였다.

테스트된 성장 인자들의 농도는 TGF-β1 10 ng/ml, 그리고 BP 10 및 20 ㎍/ml 였다. TCM을 이용하여 희석을 실시하였

다. 성장 인자에 5일 및 8일 동안 연속 노출시킨 후 고정시키고 합성된 프로테오글라이칸을 실시예 10에 설명된 바와 같이

알시안 블루 분석법으로 측정하였다.

  제 5일에는 오직 BP만이 대조군에 비해 알시안 블루 염색 정도를 유의적으로 증가시켰다. 10 ㎍/ml BP의 경우 대조군보

다 34% 증가한 반면, 20 ㎍/ml에서는 대조군보다 23% 증가하였다. 10 및 20 ㎍/ml BP의 평균값 간의 차이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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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일 (도 16A), 두가지 성장 인자 모두 대조군에 비해 알시안 블루 염색 정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10 ng/ml의

TGF-β1은 대조군에 비해 42% 증가하였다. BP는 10 ㎍/ml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60% 증가, 20 ㎍/ml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66% 증가하였다.

  5.15 실시예 15: 인간의 추간판 수핵 세포에 있어서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에 미치는 외인성 성장 인자의 효과

  실시예 14에서 설명된 경우와는 다른 인간 환자에 대해, TGF-β1과 BP가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에 미치는 효과를 테스

트하기 위해 2차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 다른 40세의 여성 환자로부터 얻은 인간의 추간판 세포를 실시예 8 및 9에서와 같

이 배양하여 24웰 플레이트에 접종하였다. 성장 인자들은 세포들이 밤새 부착되도록 한 후에 첨가하였다. TGF-β1을 10

ng/ml 농도에서 테스트하고 BP는 10 ㎍/ml 농도에서 테스트하였다. 6일 및 9일 후에 세포들을 고정시키고 합성된 프로테

오글라이칸의 양을 실시예 10에 설명된 바와 같이 알시안 블루 분석법으로 측정하였다.

  제 6일, 10 ng/ml의 TGF-β1으로 자극된 세포들은 대조군에 비해 프로테오글라이칸을 54% 더 생산한 반면, 10 ㎍/ml

BP의 경우는 대조군에 비해 생산량이 104% 더 증가하였다. 제 9일 (도 16B), 10 ng/ml의 TGF-β1은 대조군에 비해 생산

량이 74% 증가한 반면, 10 ㎍/ml BP는 대조군에 비해 171%의 생산량 증가를 나타내었다.

  5.16 실시예 16: 비비 원숭이의 추간판 수핵 세포에 있어서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에 미치는 외인성 성장 인자의 효과

  비비 원숭이의 수핵 세포에서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에 미치는 TGF-β1과 BP의 효과를 테스트하였다. 7살짜리 수컷 비

비 원숭이로부터 추간판 수핵 세포를 얻어 실시예 8 및 9에 설명된 바와 같이 배양하여 24웰 플레이트에 접종시켰다. 성장

인자의 테스트 농도는 10 ㎍/ml BP, 10 ng/ml TGF-β1였다. TCM에서 희석물을 조제하였다. 세포들을 성장 인자에 4일

및 8일 후에 연속 노출시킨 후 고정시키고, 실시예 10에 설명된 바와 같이 알시안 블루 분석법으로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

량을 측정하였다.

  제 4일, 대조군과 각 성장 인자 간에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량에 어떤 유의적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 8일 (도 17),

TGF-β1와 BP는 대조군에 비해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는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특히, TGF-β1는 대조군에 비해 21% 증가하였고 BP는 대조군에 비해 22% 증가를 나타내었다.

  5.17 실시예 17: 접종된 매트릭스 물질의 팔로이딘 염색

  생세포가 접종된 가교된 매트릭스를 팔로이딘으로 염색하여 매트릭스에 접종된 생세포의 성장 및 증식을 알아보았다.

PBS로 각각 5분씩 3회 세척함으로써 매트릭스로부터 배지를 씻어냈다. 매트릭스를 실온에서 4% 파라포름알데하이드로

1시간 고정시키고 PBS로 3회 세정하였다. 매트릭스를 0.1% Triton-X 100TM으로 3분간 처리한 다음 PBS로 3회 세정하

였다. 이어서 매트릭스를 PBS 중에 조성된 팔로이딘-컨쥬게이션된 로다민으로 45분간 염색시켰다. 과량의 팔로이딘은

PBS로 세척하였다. 매트릭스를 슬라이드에 장착하여 530-550 nm 범위의 필터를 이용하여 형광하에 관찰하였다.

  5.18 실시예 18: BP 성장 인자와 함께 균질화되지 않은 매트릭스 내로의 양의 추간판 수핵 세포의 성장 및 증식

  성장 인자에 의해 자극된 양의 추간판 수핵 세포의 본 발명의 매트릭스 내로의 내성장 및 증식을 연구하였다. 실시예의

동결건조 단계 전에 얻어진 가교된 매트릭스 물질을 각 변이 75 mm인 정방형 모양으로 절단하여 70% 에탄올 중에서 3시

간 멸균처리하여다. 프로토콜의 나머지 단계를 무균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멸균 PBS 중에서 1시간씩 2회 세정한 다음 Tcm 중에서 1시간 세정함으로써 에탄올을 매트릭스로부터 제거하였다. 이

어서 매트릭스 조각을 BP 농도가 20 ng/ml 와 20 ㎍/ml인 TCM 중에서 밤새 현탁시켰다. 대조군은 20 ㎍/ml BSA (소의

혈청 알부민) 중에서 현탁시킨 가교된 매트릭스였다. 이어서 각각의 매트릭스 조각을 24웰 플레이트에 넣고 40,000 세포/

ml 농도로 양의 추간판 수핵 세포를 함유하는 TCM으로 접종하였다. 세포를 매트릭스 내로 성장하게 한 다음 매 2-3일마

다 TCM을 갈아주었다. 샘플 매트릭스 조각을 제3일, 제6일 및 제9일에 고정시키고 실시예 17에 설명된 바와 같이 팔로이

딘으로 염색하였다. 이 과정을 도 7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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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 수핵 세포의 매트릭스 내로의 침윤은 제3일, 제6일 및 제9일에 모두 관찰되었는데, 이는 매트릭스가 생체적합한 것

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의 필드 당 관찰된 세포수는 제6일과 제9일에 더 많았는데, 이는 세포들이 매트릭스 내로 증식

하였다는 것을 가리킨다. 성장 인자를 함유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BP를 함유하는 TCM에서 현탁된 매트릭스 조각에서 세

포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 20 ㎍/ml의 BP가 최대의 침윤과 매트릭스 내로의 세포 침윤을 결과시켰다.

  5.19 실시예 19: BP 성장 인자와 함께 균질화된 매트릭스 내로의 양의 추간판 수핵 세포의 성장 및 증식

  실시예 18에서 균질화되지 않은 매트릭스를 사용한 것과는 반대로, 균질화된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매트릭스

내로의 양의 추간판 수핵 세포의 성장인자에 의해 자극된 내성장 및 증식에 관하여 추가로 연구하였다. 실시예 1에서 동결

건조 단계에 앞서 수득한 가교된 매트리스를 조직 균질화기를 이용하여 균질화시킨 다음 70% 에탄올에서 3시간 멸균 처

리하였다. 프로토콜의 이후의 모든 후속 단계들을 무균 상태로 실시하였다.

  균질화된 매트릭스를 32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폐기하였다. 펠릿화된 매트릭스를 PBS로 1시간씩

2회 세척한 다음 TCM으로 1시간 세척하였다. 세척과 세척 사이에 매트릭스를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폐기하였다. 펠릿

화된 매트릭스를 BP 농도가 20 ng/ml 와 20 ㎍/ml인 TCM 중에서 밤새 현탁시켰다. 대조군은 20 ㎍/ml BSA 중에서 현탁

시킨 가교된 매트릭스였다.

  TCM/매트릭스 혼합물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폐기하였다. 매트릭스 펠릿을 실시예 8 및 9의 공정에 따라 얻어진 양

의 추간판 수핵 세포를 함유하는 TCM에 현탁시켰다. 매트릭스/세포 현탁액을 피펫을 이용하여 24웰 플레이트의 웰 내로

옮겼다. TCM을 매 2-3일마다 갈아주었다. 세포가 접종된 균질화된 매트릭스를 제4일에 고정화시키고 실시예 17에 설명

된 바와 같이 팔로이딘으로 염색하였다. 이 과정은 도 7에 도시되어 있다.

  4일 후, 20 ㎍/ml BP 중에 침지되고 세포가 접종된 가교된 매트릭스 층이 축소되어 밀집 조직의 둥근 응괴를 형성하였

다. 이 조직은 본래의 가교된 매트릭스와 침윤된 세포에 의해 생산된, 새롭게 합성된 매트릭스의 두가지 모두로 구성되어

있다. 웰 표면에 부착된 세포는 매우 적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세포가 매트릭스로 침윤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결과

는 팔로이딘 염색에 의해 가시화된 것과 같이, 매트릭스 내로 세포가 밀집 침윤된 사실에 의해서도 더욱 뒷받침되었다. 세

포들은 핵 연골 세포의 특징인 둥근 형태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그들의 본래 형태로의 복귀를 가리키는 것이

다. 세포들을 또한 20 ng/ml BP 중에 4일간 침지시켜 매트릭스 내로 생육시켰지만, 20 ㎍/ml BP에 침지된 매트릭스에서

만큼 밀집된 세포 내성장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BSA에 현탁된 대조군 매트릭스에서도 세포가 매트릭스 내로 침윤되었으나, 이는 여러가지 희석물 중에서 최저의 세포

집단이었다.

  5.20 실시예 20: 양의 요추 모델에 있어서 수핵 재생에 관한 가교된 매트릭스와 골 단백질 (BP) 성장 인자의 in vivo 평

가

  BP 성장 인자를 함유하는 가교된 매트릭스를 양의 요추의 추간판 공간 내로 이식하는 예비적 및 외과적 방법을 평가하기

위하여 파일럿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6개월에 걸친 양의 추간판 퇴행 모델에 있어서 성장 인자를 함유하는 매트릭스를 이

식할 경우 퇴행이 야기되는지 및/또는 수핵의 재생이 촉진되는지를 평가하고, 그 양에 있어서 매트릭스/BP 조합체에 대한

항체- 및 세포-매개성 면역 반응을 평가하였다.

  5.20.1 연구 1

  실시예 1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제조된 가교, 동결건조 및 분쇄된 매트릭스 0.5 그램 (0.5 g)을 재수화시키고 70% 이소프

로판올 중에서 4시간씩 2회 세정하였다. 매트릭스를 원심분리 및 펠릿화시킨 다음 각각 2시간씩 멸균 PBS를 이용하여 3

시간 세정함으로써 이소프로판올을 제거하였다. 재수화된 매트릭스를 다시 원심분리 및 펠릿화시켰다.

  미국특허 제5,290,763호 및 5,371,191호에 따라 제조된 골 단백질 (BP)을 Sulzer Biologics, Inc. (Wheat Ridge, CO)

로부터 동결건조 형태로 구득하였다. BP 2 밀리그램 (2 mg)을 묽은 0.01M 염산 100 ㎍에 현탁시켜 20 mg/ml BP 원액을

만들었다. 이 BP 원액을 양 혈청 중에 100 ㎍/ml으로 희석한 다음 BP/혈청 현탁액을 0.2 마이크론 필터를 통해 멸균-여

과시켰다. 이어서, 멸균된 BP/혈청 현탁액 1.0 ml를 전술한 재수화 매트릭스 1.0 ml에 첨가하여 가교, 재수화된 매트릭스/

혈청 현탁액 1 ml 당 최종 농도 50 ㎍의 BP를 얻었다. 외과 수술시, 이 재수화된 매트릭스/BP/혈청 현탁액 1 분액 (0.5

ml)을 18 내지 20 게이지의 주사 바늘이 구비된 멸균된 3 ml 압력 조절 시린지 내로 로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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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세마리를 마취시킨 다음 배측면쪽의 허리 부분을 외과 시술을 위해 준비하였다. 수술 전 각각의 양으로부터 채혈하고,

원심분리한 다음 면역 연구를 위해 혈청을 수집하였다. 요추의 가로 프로세스에 대해 등면에 비스듬한 복부 근육을 통해

복외측, 복막뒤 접근을 시도하였다. 추간판 섬유테 L3-4, L4-5 및 L5-6를 로케이션하고, 연질 조직을 견인하고, L3-4와

L5-6의 두개 추간판 모두에 5 mm 길이의 절개를 5 mm 깊이로 불연속 적으로 만들었다. 중간의 L4-5 추간판은 그대로

두어 내부 수술 대조군으로 삼았다. 섬유테 천자에 이어 근육 및 피하 조직을 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하여 밀봉시켰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양들을 자유롭게 방목시켰다.

  섬유테 천자 외과 수술을 실시한지 2개월 후, 양들을 2회째로 수술하였다. 마취시켜 외과 수술 준비한 후, 3개의 수술된

요추 부위를 다시 노출시켰다. 준비된 테스트 물질 (즉, 재수화된 매트릭스/BP/혈청 현탁액) 이백 마이크로리터 (200 ㎕)

를 실험적으로 손상시킨 1개의 추간판 (L5-6)의 추간판내 공간에 주입하였다. 2번재 수술된 추간판 (L3-4)는 sham-처리

된 퇴행성 추간판 역할을 하였고; 섬유테에 시린지 바늘을 천공하였으나 어떤 물질도 주사하지는 않았다. 추간판 치료 후,

근육 조직과 피하 조직을 흡수성 봉합사로 밀봉하였다. 수술후 회복 과정에서, 양들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였다. 이 연

구 계획을 도 10에 다이아그램으로 나타내었다.

  양들을 2차 외과 수술을 실시한 지 2개월, 4개월 및 6개월 후에 사살하였다. 2개월 양으로부터 얻은 라디오그래프 결과

미처리 추간판의 퇴행이 관찰된 반면 대조군과 처리된 추간판은 정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도 11). 도 12A, 도 12B, 및

도 12C에 도시된 2개월 양의 조직학적 분석 결과는 sham-처리되어 자상이 유도된 퇴행성 추간판에서 심각한 퇴행이 일

어났음을 확인해주었다. 대조군 추간판과 매트릭스/BP-처리된 추간판 모두에서는, 정상 크기의 젤라틴성 수핵과 정상적

인 밀집 섬유테가 관찰되었다. 4개월 및 6개월 양의 경우, 이들 추간판의 라디오그래프에서 특이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

다. 도 13에 4개월 양의 라디오그래프를 도시하였다. 그러나, 4개월 양을 일괄 절제술로 처리하자, sham-처리된 추간판은

전반적으로 명백한 퇴행을 나타낸 반면 대조군과 처리된 추간판는 정상적인 외관을 나타내었다 (도 14). 6개월 양에서는

sham-처리된 추간판, 대조군 추간판 및 처리된 추간판 간에 전반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섬유테 천자 기술을 이용한 퇴행률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예컨대 6개월 양에서는 명확한 퇴행이 부재함) 이러한 결과

는 가교된 매트릭스/BP 처리가 양의 추간판에 있어서 천자에 의해 유도된 프로그레스를 방해하거나 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5.20.2 연구 2

  두번C 연구를 위해, 매트릭스 물질을 재수화시키고 BP 및 혈청과 조합시켜 매트릭스/BP/혈청 현탁액을 상기 섹션

5.20.1 (연구 1)에서와 같이 제조하였다.

  양 12마리를 마취하여 배측면 요추를 외과 수술을 위해 준비하였다. 수술 전 각각의 양으로부터 채혈하고, 원심분리한 다

음 면역학 연구를 위해 혈청을 수집하였다. 요추의 가로 프로세스에 대해 등면에 비스듬한 복부 근육을 통해 복외측, 복막

뒤 접근을 시도하였다. 추간판 섬유테 L1-2, L2-3, L3-4, L4-5 및 L5-6를 로케이션하고, 연질 조직을 견인하고, 5개 중

4개의 추간판에 시린지 바늘을 이용하여 소직경의 구멍을 천자하였다. 이어서 그 구성을 통해 소형 큐렛을 추간판 공간 내

로 집어 넣어 각각의 양의 4개 추간판 각각으로부터 수핵의 불연속적 부분을 제거하였다. 손상된 4개의 추간판 중 2개에

매트릭스/BP/혈청 현탁액 0.5 ml를 추간판 공간 내로 주사하고 그 위에 접합 봉합사를 이용하여 바늘 구멍을 밀봉하였다.

이 현탁액을 즉시 주사하는 것을 "즉시 (acute)" 처리 프로토콜로 간주하였다. 손상된 다른 2개의 추간판은 그 당시 처리하

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접합 봉합사를 이용하여 그대로 밀봉시켰다. 중간의 L-34 추간판은 모든 양의 척추에서 그대로 놓

아 두어 내부 수술 대조군으로 삼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근육 조직과 피하 조직을 흡수성 봉합사로 밀봉시켰다. 수

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양들을 방목시켰다.

  수핵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1차 수술을 시행한지 6주일 후, 양들을 다시 2차로 수술하였다. 양들을 마취시켜 수술 준비

한 후, 전술한 5개의 수술된 요추 부분을 다시 노출시켰다. 6주일 전 손상을 가한 후 아무 처리를 하지 않은 추간판 2개 중

하나에, 준비된 테스트 물질 (즉, 수화된 매트릭스/BP/혈청 현탁액) 0.5 밀리리터를 추간판 내부 공간으로 주사하였다. 손

상된 추간판 내로 이와 같이 6주일 후에 이 현탁액을 주사하는 것을 "지연 (delayed)" 처리 프로토콜로 간주하였다. 2차 처

리되지 않으느 손상된 추간판을 sham-처리된 퇴행성 추간판으로 삼고; 섬유테에 시린지 바늘을 천자하였으나 아무 물질

도 주사하지는 않았다. 4개의 실험적으로 손상된 추간판 각각에서 사용된 처리 방법을 척추 내에 무작위 로케이션시켰다.

즉, 본래의 대조군 추간판 (L3-4)를 제외하고는, "즉시" 처리 추간판, "지연" 처리 추간판, 또는 비처리, 손상된 추간판의

로케이션을 4개의 서로 다른 요추 추간판 중 어느 하나로 배정하였다. 추간판 치료 후, 근육 조직과 피하 조직을 흡수성 봉

합사로 밀봉하였다. 수술후 회복 과정에서, 양들을 방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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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릭스/BP/혈청 주사 후 2개월, 4개월 및 6개월 째에 양들을 사살하고 조직학 연구를 위해 척추를 포르말린으로 고정

시켰다. 플라스틱-임베딩된 추간판으로부터 단면을 취하여 H & E 및 Saffranin-O로 염색하고, 연골 세포 증식 (클로닝),

프로테오글라이칸 염색 강도, 섬유증 정도 및 골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즉시" 처리된 추간판, "지연" 처리된 추간판,

sham-처리된 추간판 및 대조군 추간판에 관한 평가를 맹검 방식으로 수행하여 전술한 변수 각각에 대하여 +1, +2, 또는

+3 (저, 중 또는 고)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조직학적 결과에 대한 반정량적 평가를 2개월, 4개월 및 6개월 양에 있어서, "

즉시" 및 "지연" (6주일) 처리된 양들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전술한 결과는 주사된 매트릭스 + BP가 연골 세포 클로닝과 손상된 추간판의 핵 매트릭스에 있어서 글라이코사미노글

라이칸의 Saffranin-O 염색을 전반적으로 촉진함을 입증해준다. 특히, 재생성 복구의 정도는 "즉시" 처리된 추간판과 "지

연" 처리된 추간판의 두가지 모두에서, 비처리된 손상된 추간판에서 관찰된 것에 비해 훨씬 높았다. 매트릭스/BP-처리된

추간판의 복구 정도가 이와 같이 높은 것은 신뢰도 0.0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이었다. 미처리 추간판의 경우에

비해서, 즉시 및 지연 처리된 추간판에서는 섬유증과 골화 정도도 훨씬 낮았다.

  프로테오글라이칸 염색 정도와 관련하여 "즉시" 처리 추간판과 "지연" 처리 추간판 사이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인지되

었다. 예컨대, 프로테오글라이칸 합성 지표로서의 Saffranin-O 염색과 핵 매트릭스 중의 함량은 "즉시" 매트릭스/BP-처

리된 추간판의 경우보다 "지연" 매트릭스/BP-처리된 경우 더 높았다. 조직학적 평가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매트릭스/BP의

"지연" 처리와 관련된 부가적인 장점은, 비처리, 손상된 추간판에 비해, 처리된 추간판의 경우 골 형질전환 (골화) 또는 섬

유 조직 축적 (섬유증)이 전체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대체로, 연구 #2의 결과는, 가교된 매트릭스/Bp를 이용한, 손상된

추간판 처리에 의해 실험적으로 손상된 추간판에 있어서의 퇴행이 방지 또는 보호될 수 있다는, 전술한 연구 #1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5.21 실시예 21: 광중합성 히알루론산의 합성; 글라이시딜 메타크릴레이트에 의한 히알루론산의 유도적 변형

  in situ로 가교 가능한 중합 점도 조절제와 조합된, 돼지 공여자로부터 수득한, 탈셀룰라화, 가교된 수핵 물질로 된 추간판

처리용 유체 매트릭스를 합성하였다. 다른 척추 동물 (예컨대, 인간, 소, 양 등)로부터의 수핵 조직 역시 이용할 수 있다. 점

도 조절제는 가교 가능한 부분에 의해 관능화된 히알루론산을 함유한다. 다른 가교 가능한 프로테오글라이칸을 대안적인

점도 조절제로서 이용할 수도 있다. 가교 가능한 비-프로테오글라이칸 폴리머 (예컨대, 관능화된 폴리알킬렌 글라이콜) 역

시 단독으로 또는, 가교성 프로테오글라이칸과 조합적으로 점도 조절제로서 사용할 수 있으나, 바람직하지는 않다. 프로테

오글라이칸 점도 조절제는 세포 촉진제로서도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얻어진 매트릭스는 퇴행된 추간판에서

수핵 공간을 확장하는데 유용한 생체적합성 하이드로젤을 제공해주며, 매트릭스가 전달된 환자의 수핵을 재생하기 위한

잠재적인 치료 물질도 제공해준다.

  사람의 재조합 히알루론산 ("rhHA")을 Genzyme Biosurgery, Inc.사로부터 구입하였다. 동물 조직원으로부터 유래된

히알루론산을 Sigma-Aldrich사로부터 구입하였다. 편의상, 인간 또는 동물 기원의 히알루론산을 "HA"로 칭하기로 한다.

글라이시딜 메타크릴레이트 (GM), 트리에틸 아민, 아세톤, 테트라 부틸 암모늄 브로마이드, 비닐 카프로락탐 (VC) 및 비

닐 피롤리디논 (VO)를 Sigma-Aldrich사로부터 구입하였다. Irgacure 2959는 Ciba-Geigy사로부터 구입하였다. 기타 모

든 화학 약품과 장비들은 시약 등급이었으며 구입한 그대로 사용하였고, Fisher Scientific, VWR Scientific 및 Sigma-

Aldrich를 비롯한 표준 공급처로부터 구입하였다.

  500-ml 들이 어얼렌마이어 플라스크에, 1 g의 소듐 히알루로네이트 ("HA")를 실온에서 100 ml 탈이온수에 용해시켜

1%(wt./vol.) HA 용액을 만들었다.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백분율 농도는 wt./vol 기준이다. 액상 글라이시디리 메타크릴

레이트 2 ml, 액상 트리에틸아민 2 ml, 및 테트라 부틸 암모늄 브로마이드 2 그램을 1% HA 용액에 실온에서 30분간 서서

히 교반하면서 첨가하였다. 이어서, 글라이시딜 메타크릴레이트-변형되니 HA (GM-HAM) 반응 혼합물을 교반하지 않으

면서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마지막으로, GM-HAM 용액을 함유하는 플라스크를 50℃ 내지 60℃에서 1시간

동안 수조 중에서 가열하였다.

  GM-HAM 반응 혼합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1.5 L의 아세톤을 첨가함으로써 변형된 HA를 용액 외로 석출시켰다.

GM-HAM 침전물을 신선한 아세톤 중에서 2-3회 세정하고, 아세톤을 증발시킨 후, 100 ml의 탈이온수에 GM-HAM을 재

용해시켰다. 이 마지막 GM-HAM 용액을 -80℃에서 냉각시켜 동결건조 분말로 만들었다. 동결건조된 GM-HAM을 사용

전까지 4℃에서 보관하였다.

  전술한 반응에 있어서 히알루론산 백본에 대한 아크릴 결합의 부가는 유리 래디칼 중합에 대해 HA를 민감화시키거나, 더

욱 바람직하게는, 광중합가능한 히알루론산의 공중합 및 후속적인 가교를 가능케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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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실시예 22: 다양한 조건 하에서 GM-HAM의 광중합

  광개시제 (Irgacure 2959) 500 내지 2000 ppm 및 코모노머 비닐 피롤리돈 ("VP") 1 ㎕/ml 내지 10 ㎕/ml을 함유하는

인산염 완충염수 중에 1-3% (wt/vol.)의 GM-HAM 용액을 만들었다. 코모노머로서 VP를 포함시켜 GM-HAM의 가교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수핵 조직과 조합된 매트릭스의 점도를 증가시켰다. 어떠한 특정 이론에 구애됨이 없이,

VP 분자는 커다란 GM-HAM 분자들의 반응 부위 간의 입체 장애를 비켜가는 결합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커다란 GM-

HAM 분자들의 가교를 원활히 해주는 것으로 믿어진다.

  GM-HAM/VP/개시제 혼합물 샘플 (70-100 ㎕)을 장파 자외선 (Black-Ray 램프, UV 파장 -365 nm)에 다양한 기간 동

안 노출시켜, 중합형 가교반응에 의해 이들 하이드로젤을 완전히 가교시키는데 필요한 최적 변수를 결정하였다. 표 1은

UV 자외선 2분 노출이라는 명목상의 시간적 제약 내에서, 병합적으로 하이드로젤을 제조하는데 충분한 기질 GM-HAM,

코모노머, 및 개시제의 대표적 농도를 수록한 것이다.

  환자에 대한 외상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중합시간은 비교적 짧다. 300초 미만의 중합 시간이 바람직하며, 1-100초의

시간이 최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1.

 광중합성 하이드로젤의 중합 조건 및 포뮬레이션 성분

GM-HAM

(% wt./vol.)

 시간

 Irgacure 2959  VP (㎕/ml)  시간 (분:초)  비고

 2.5  1000 ppm  2  1:30  단단한 젤

 2.5  1000 ppm  4  1:20  단단한 젤

 2.5  1000 ppm  6  2:00  단단한 젤

 2.5  2000 ppm  4  1:05  단단한 젤

 2.0  2000 ppm  8  1:15  단단한 젤

  5.23 실시예 23: GM-HAM 및 광산화된 PNP 매트릭스 (PF)의 조합 하이드로젤에 있어서 양의 살아있는 수핵 연골 세포

의 봉입화

  2000 ppm의 Irgacure 2959 및 6 ㎕/ml의 비닐 카프로락탐을 함유하는 PBS 중에 GM-HAM 3% (wt,/vol.) 용액을 제조

하였다. 전술한 실시예 1에 따라 생산된, 동결건조된 광가교 수핵 ("PNP") 매트릭스를 PBS 중에 재수화시켰다. 이어서 매

트릭스를 원심분리에 의해 멸균시키고 70% (vol./vol.) 에탄올 중에 수화시켰다. 이어서 재원심분리에 의해 에탄올을 제거

하겨 PBS로 세척하여 에탄올을 제거하겨 PBS 만으로 재수화시켰다. 100 mg의 재수화된 PNP 매트릭스는 따라서 1 ml

용량을 차지하여 10% wt./vol. 용액을 제공한다. 3% GM-HAM 용액을 다음 중 어느 하나로 1:1로 희석하였다. (1) 멸균

된 탈셀룰라화 10% PNP, (2) 멸균된 탈셀룰라화 5% PNP (10% PNP에 동량의 PBS를 첨가하여 얻음); 또는 (3) 멸균

PBS를 이용하여: (1) 1.5% GM-HAM/5% PNP (개시제 및 비닐 카프로락탐 포함); (2) 1.5% GM-HAM/2.5% PNP (개시

제 및 비닐 카프로락탐 포함); 및 (3) 1.5% GM-HAM/PBS (역시 개시제 및 비닐 카프로락탐)으로 각각 최종 용액으로 얻

었다.

  양의 수핵 연골 세포 (SNCs)를 GM-HAM/PBS 및 GM-HAM/PNP 매트릭스 용액 중에 2 x 106 세포/ml의 농도로 현탁

시켰다. SNC/매트릭스 현탁액을 몰드에 부어서 365-nm 파장의 장파 자외선 조사를 이용하여 광중합시켰다. UV에 노출

시킨지 2분 후, SNC를 중합 하이드로젤에 봉입시켰다. 이어서 하이드로젤을 12 웰 플레이트의 별도 웰들 중에 위치된

Transwell 삽입물 (Corning, Inc.)에 넣고 성장 배지 (10% FBS, 50 ㎍/ml 아스코르브산 및 항생제가 보가된 DMEM/

F12)에서 인큐베이션시켰다.

  세가지 그룹으로부터 얻은 하이드로젤을 여러시점 (0,1, 2, 6, 14, 및 21일)에서 성장 배지로부터 제거하여 시판하는 생

체/사체 형광 염색약으로 염색시켜 SNCs (생세포는 녹색으로, 죽은 세포는 적색으로 염색됨)의 생존성을 평가하였다. 전

술한 각 시점에서 세포의 현미경 사진을 찍었다. 단단한 하이드로젤을 형성하기 위한 중합 시간은 다음과 같았다: 1.5%

GM-HAM 단독은 50초 만에 중합; 1.5% GM-HAM + 2.5% PNP 재료는 1분 만에 중합; 1.5% GM-HAM + 5.0% PNP

재료는 1분 20초 만에 중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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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지 하이드로젤 포뮬레이션에서의 즉시 (0시) 인큐베이션에 관한 데이터는 탁월한 초기 SNC 생존성을 나타내었다.

SNC의 생존력은 GM-HAM 젤에서 24시간 동안 50%로 저하되었으나, PF 매트릭스 물질을 포함한 젤에서는 매우 높게 유

지되었다. 다음의 표 2는 가교된 매트릭스 중에서 중합 및 봉입화 후 세포의 생존성을 나타낸 것이다. 즉시 및 24시간 후

세포의 높은 생존성은 GM-HAM/PNP 매트릭스 포뮬레이션의 세포적합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도 20 및 도 21은 가교된

GM-HAM 단독에서 PNP 매트릭스 중 SNC의 개선된 생존성을 입증하는 현미경 사진을 제공한다.

  

표 2.

 제조된 하이드로젤 중에서의 SNC 생존성

 데이터 시점  매트릭스  % 생존성

 0시  1.5% GM-HAM  82.42

 0시  1.5% GM-HAM/25% PF  87.10

 0시  1.5% GM-HAM/50% PF  90.75

 24시  1.5% GM-HAM  50.44

 24시  1.5% GM-HAM/25% PF  85.90

 24시  1.5% GM-HAM/50% PF  97.08

  본 명세서에 설명된 바람직한 조성물은 최소한적으로 침입적인 외과수술 수단에 의해 추간판 공간 내부로 in situ 중합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FocalSealTM (Genzyme Biosurgery Inc., Cambridge MA)와 같은 외과 봉합 용도 및 치과용으

로 개발된, 시판되는 기구와 유사한 광섬유 UV 조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간판 공간 내로 빛을 전달할 수 있다.

  변형된 히알루론산이 특히 점도 조절제로서 바람직한데, 이는 이것이 추간판 수핵 물질의 주성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예에서 점도 조절제 및 세포 촉진제로서 사용된 GA-HAM 물질은 폴리에틸렌 글리콜계 마크로모노머와 같은 기타의

수용성 마크로모노머로 대체될 수 있다. 더욱이, 이 비록 Irgacure 2929가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사용되긴 하였지만, 가교

공중합 반응 개시를 위해 자유 래디칼을, 폴리머 화학 기술 분야에서 알려진, 예컨대 에오신/트리아텐올아민과 같은 기타

의 자유 래디칼 개시제나 광개시제에 의해 생산할 수 있다. 암모늄 퍼설페이트와 같은 수용성 열개시제 역시 사용가능하

다. Irgacure가 바람직한데, 이는 이것이 PBS와 같은 수성 완충제 및 물 중에서 용해가능하고 (3% 이하), 가교를 개시하는

데 극소량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실시예 22에서 코모노머로서 비록 VP를 사용하였으나, 비닐 카프로락탐,

아크릴산, 폴리에틸렌 글리콜 아크릴레이트, 및 메타크릴레이트 에스테르와 같은 다른 코모노머들도 사용될 수 있다. 수용

성 코모노머가 바람직하다. 다른 마크로머 및 개시제로서는, 예컨대 Pathak 외 (1993) 참조. 수핵 중 천연 HA의 화학적 변

형 역시 실시예 1에 설명된 것과 같은 동일한 화학을 이용하여 실시가능하다. 그러나, 외래 물질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동물 또는 인간 소스로부터 유래된 변형 또는 비변형 수핵 물질을 예컨대, 추간판 추간판 공간 (또

는 체내의 다른 공간) 내부에서 in situ로 중합가능한 용액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조합시키는 것이 좋다. 실시예 21은 광중

합성 히알루론산의 합성법을 설명한 것이다.

  인간을 비롯한 척추 동물에서 추간판 추간판 손상을 치료하는데 유용한 매트릭스 조성물을 전술한 설명 및 실시예에 따

라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구체예를 이제까지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이들 구체예의 변형 및 변경예 역시 본 발

명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함을 당업자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이나 변경은 첨부된 특허

청구범위에 제시된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5.24 실시예 24: 알지네이트 비드와 광산화된 PNP 매트릭스 (PF) 및 GM-HAM조합 하이드로젤 내의 살아있는 인간의

관절 연골 세포의 봉입화

  실시예 23에 설명된 바와 같이 1.5% GM-HAM/PBS 및 1.5% GM-HAM/2.5% PNP를 제조하였다. Cambrex Bio

Science Walkersville, Inc.로부터 구입한 정상적인 인간의 관절 연골세포 (NHACs)를 2 x 106 세포/ml의 세포 밀도로 매

트릭스 포뮬레이션 중에 현탁시켰다. NHAC/매트릭스 현탁액을 몰드 내로 붓고 365 nm에서 장파 자외선 조사를 이용하

여 광중합시켰다. UV 노출 1분 후, NHACs를 하이드로젤에 봉입시켰다.이어서 하이드로젤을, 12웰 플레이트 중의 별도의

웰들에 집어 놓고 연골 세포 분화 매질 (Cambrex Bio Science)와 함께 인큐베이션시켰다. 양성 대조군으로서 NHACs를

또한 1.2% 알지네이트 비드 중에 현탁시켰다. 알지네이트 비드는 CaCl2 용액 중 18 게이지 바늘을 통해 발현된 NHAC/알

지네이트 현탁액의 중합에 의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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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지 그룹으로부터의 샘플들을 여러 시점 (0, 1, 7, 14 및 28일)에서 성장 배지로부터 제거하고 시판되는 생체/사체 형

광 염료로 염색하여 SNCs (살아있는 세포는 녹색으로, 죽은 세포는 적색으로 염색도미)의 생존성을 평가하였다. 전술한

각 시점에서 세포의 현미경 사진을 찍었다.

  세가지 포뮬레이션 중 즉시 (0시) 인큐베이션에 대한 데이터는 도 22, 도 23 및 도 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탁월한 초기

NHAC 생존성을 나타내었다. 24시간 후 모든 포뮬레이션에서 생존능은 매우 높게 유지되었다. 즉시 및 24시간 후 세포 생

존성이 높다는 것은 GM-HAM 및 GM-HAM/PNP 매트릭스 포뮬레이션의 세포적합성이 우수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도

25, 도 26 및 도 27은 NHACs가 살아있는 채로 남아있음과 28일간의 배양시간 동안 알지네이트 비드에서처럼 하이드로젤

을 통해 증식을 계속하고 이동하였음을 보여준다.

  5.25 실시예 25: GM-HAM 및 광산화 PNP 매트릭스 (PF)의 조합 하이드로젤로부터 방출된 잔류 광중합 성분의 세포독

성

  양의 수핵 세포 (SNCs)를 25,000 세포/웰의 농도로 24-웰 플레이트에 접종하고 10% 열불활성화된 소의 태아 혈청,

0.25% 페니실린, 0.4% 스트렙토마이신, 0.001% 암포테리신 B 및 50㎍/ml 아스코르브산이 보강된 DMEM/F-12 배양 배

지를 함유하는 조직 배양 배지 (이하 "TCM"이라 약칭함)와 함께 24시간 동안 인큐베이션시켰다. 실시예 23에 설명된 바와

같이, 1.5% GM-HAM 및 1.5% GM-HAM/2.5% PNP 모노머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모노머 용액을 몰드에 붓고 365 nm

파장의 장파 자외선 조사를 이용하여 광중합시켰다. 중합된 하이드로젤을 조직 배양 삽입물 내에 위치시킨 다음 접종된

SNCs 위에 위치시켰다. 중합되지 않은 매트릭스의 세포 독성을, 중합되지 않은 모노머 용액을 함유하는 삽입물으 포함시

킴으로써 측정하였다. 빈 삽입체를 함유하는 SNC가 접종된 웰을 대조군으로 삼았다. SNC와 삽입물을 TCM 중에 완전히

침지시켰다. 24시간 노출 시킨 후, 삽입물을 제거하고 MTS (3-(4,5-디메틸티아졸-2-일)-5-(3-카르복시메톡시페닐)-

2-(4-설폰페닐)-2H-테트라졸륨) 분석법을 이용하여 세포의 생존성을 평가하였다. MTS 분석법은 비색법에 의해 세포의

생존성을 측정하는데, 여기서는 MTX 테트라졸륨 화합물을, TMC에 용해되는 착색된 포르마잔 생성물 내로 세포를 바이

오환원시킨다. 전환은 대사 활성 세포에 존재하는 데히드로게나제 효소에 의해 수행된다.

  도 28의 그래프는 여러가지 테스트 물질의 570 nm에서의 TCM의 흡수를 도시한 것이다. 570 nm에서의 흡수도는 생세

포에 의해 생산된 포르마잔 생성물의 양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이들 결과로부터 중합된 하이드로젤이건, 중합되지 않

은 모노머 용액이건 세포독성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중합된 하이드로젤과 모노머 용액 중의 광개시

계 성분 (Irgacure 2959, 비닐 카프로락탐) 뿐만 아니라, 중합된 하이드로젤로부터 방출된 잔류 자유 래디칼 모두 세포적

합성이다.

  5.26 실시예 26: 살아있는 양의 수핵 연골 세포에 대한 광개시 시스템의 세포 독성

  양의 수핵 연골 세포를 12웰 플레이트 내로 20,000 세포/웰의 농도로 접종한 다음 TCM과 함께 인큐베이션시켰다. 세포

를 48시간 동안 부착시킨 다음, 소모된 매질을 0 또는 1000 ppm Irgacure 2959를 함유하는 TCM으로 대체시켰다. 이어

서 SNCs를 365 nm 파장의 자외 광선으로 여러가지 기간 동안 노출시킨 다음 37℃에서 인큐베이션시켰다. UV 노출한지

1시간, 5시간 및 24시간 째에 MTT 분석을 실시하여 세포의 생존성을 평가하였다. 이 분석법의 원리를 이 방법의 경우 상

이한 테트라졸륨 화합물이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술한 바 있는 MTS 분석법의 경우와 유사하다.

  도 29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UV 광선과 Irgacure 2959는 그 자체로는 심하게 세포독성적이지 않다. UV 광선가

Irgacure 2959와의 상호반응에 의한 자유 래디칼의 생성은 세포 사멸을 일으키지만, 이는 5분 및 10분간 UV에 노출된 경

우였다. GM-HAM 및 GM-HAM/PNP 매트릭스의 현행 광중합 시간은 UV 노출 하에 3분이며, 이것은 세포독성적이지 않

은 것이다.

  6. 참조 문헌

  다음의 문헌들은, 본 명세서에 개시된 바 있는 공정과 상세를 예시적 공정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그에 보조적인 것들로서,

모두 본 명세서에 특별히 통합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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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ak 외, "Bioerodible Hydrogels Based on Photopolymerized Poly (Ethylene Glycol)-Co-Poly (Alpha-

Hydroxy Acid) DiacrylateMacromers," Macromolecules, 26: 581-87, 1993.

  본 명세서에 기재 및 청구된 모든 조성물과 방법은 본 발명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과도한 실험을 통하지 않고도 실시가능

하다. 본 발명의 조성물과 방법을 바람직한 구체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개념, 정신 및 범위를 벗어

남이 없이, 이러한 조성물과 방법, 설명된 방법의 공정이나 공정 순서에 다양한 변형을 가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명세서에 설명된 화학적 및 생리적으로 관련된 어떤 제제들을 본 명세서의 다른 제제로 치호나

시킴으로써 동일 또는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치환 및 변형은 당업자에게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정

의되어 있는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정신, 범위 및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척추 동물의 수핵 조직 또는 세포를 함유하는 가교된 생체적합성 유체 매트릭스, 및 적어도 1종의 가교 가능한 1차 점도

조절제를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척추 동물의 수핵 조직 또는 세포가 인간, 소, 양 또는 돼지로부터 유래된 것인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척추동물 수핵 조직 또는 세포들이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것인 조성물.

청구항 4.

  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척추 동물의 수핵 조직이 탈셀룰라화된 것인 조성물.

청구항 5.

  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가교된 생체적합성 유체 매트릭스가 감광성 염료와 가교된 것인 조성물.

청구항 6.

  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가교된 생체적합성 유체 매트릭스가 콜라겐인 조성물.

청구항 7.

  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가교된 생체적합성 유체 매트릭스가 상기 수핵 조직 또는 상기 세포와 가교

된 관능화 콜라겐인 조성물.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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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교성 점도 조절제가 in situ 가교 가능한 것인 조성물.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교성 점도 조절제가 ex vivo 가교 가능한 것인 조성물.

청구항 10.

  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가교성 점도 조절제가 빛에 노출됨으로 해서 가교 가능한 것인 조성물.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가교성 점도 조절제가 자외선 또는 가시광선에 노출됨으로써 가교 가능한 것인 조성물.

청구항 12.

  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가교성 점도 조절제가 가교성 프로테오글라이칸인 조성물.

청구항 13.

  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가교성 점도 조절제가 히알루론산, 폴리알킬렌 글라이콜, 키토산 및 피브린

중에서 선택된 가교성 프로테오글라이칸인 조성물.

청구항 14.

  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가교성 점도 조절제가 제1의 가교성 부분을 적어도 1종 부가함으로써 관능

화된 것인 조성물.

청구항 15.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가교성 점도 조절제가 관능화된 폴리알킬렌 글라이콜인 조성물.

청구항 16.

  제13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가교성 점도 조절제가 관능화된 히알루론산인 조성물.

청구항 17.

  제13항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가교성 점도 조절제가 관능화된 인간의 히알루론산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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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3항 내지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가교성 점도 조절제가 관능화된 재조합 인간 히알루론산인 조성물.

청구항 19.

  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가교성 점도 조절제가 글라이시딜 메타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 무수물,

및 메타크로일 클로라이드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제1의 가교성 부분에 의해 관능화된 것인 조성물.

청구항 20.

  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가교성 점도 조절제가 글라이시딜 메타크릴레이트에 의해 관능화된 것인 조

성물.

청구항 21.

  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가교성 점도 조절제가 적어도 제2의 다른 가교성 부분을 함유하는 것인 조성

물.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다른 가교성 부분이 비닐 피롤리돈인 조성물.

청구항 23.

  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약학적 부형제를 추가로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24.

  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치료에 사용되는 조성물.

청구항 25.

  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뼈의 복구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조성물.

청구항 26.

  전술한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추간판 퇴행 또는 관절성 연골 퇴행의 복구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조성물.

청구항 27.

  제1항 내지 제24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화상 또는 상처의 치료에 사용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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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1항 내지 제27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따른 조성물을 함유하는, 분리된 포유 동물 숙주 세포 또는 조직.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숙주 세포 또는 조직이 인간인, 분리된 포유 동물 숙주 세포 또는 조직.

청구항 30.

  제28항 또는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숙주 조직이 인간의 추간판, 연골 또는 피부 조직인, 분리된 포유 동물 숙주 세포 또

는 조직.

청구항 31.

  포유 동물을 치료용 약품의 제조를 위한, 제1항 내지 제27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따른 조성물, 또는 제28항 내지 제30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따른 분리된 포유 동물 숙주 세포 또는 조직의 용도.

청구항 32.

  포유 동물에 있어서 골질환 또는 골손상, 화상, 상처, 추간판 퇴행 또는 관절의 연골 손상 또는 상해 치료용 의약의 제조를

위한 제1항 내지 제27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따른 조성물, 또는 제28항 내지 제30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따른 분리된 포

유 동물 숙주 세포 또는 조직의 용도.

청구항 33.

  제31항 또는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 또는 상기 숙주 세포가 상기 포유 동물에게 주사에 의해, 또는 상기 포유 동물

의 세포, 조직 또는 장기 내로 직접 투여됨으로써 제공되는 것인 용도.

청구항 34.

  제31항 내지 제3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포유 동물이 인간인 용도.

청구항 35.

  제31항 내지 제34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포유 동물이 골질환, 뼈 또는 관절 손상, 추간판 손상, 질환 또는

퇴행, 또는 관절의 연골 손상, 질환 또는 퇴행을 겪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질환의 발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간

인 용도.

청구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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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항 내지 제3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포유 동물이 골 질환을 앓고 있거나 또는 뼈나 관절이 손상되었거

나, 또는 그럴 위험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인간인 용도.

청구항 37.

  제31항 내지 제3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포유 동물이 추간판이 손상되거나, 추간판과 관련한 질환을 앓거

나 또는 추간판이 퇴행되거나 또는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간인 용도.

청구항 38.

  제31항 내지 제3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인간이 관절의 연골이 손상되거나, 관절 연골 질환에 걸리거나 관

절 연골이 퇴행되거나 또는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간인 용도.

청구항 39.

  뼈, 추간판 또는 관절 연골의 질환, 장애, 또는 손상을 겪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포유 동물의 치료 방법으로

서, 상기 포유 동물에게 제1항 내지 제27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따른 조성물 또는 제28항 내지 제30항 중 어느 하나의 항

에 따른 분리된 포유 동물 숙주 세포 또는 조직의 생물학적 활성량을 상기 질환, 장애 또는 손상을 치료하는데 충분한 기간

동안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치료 방법.

청구항 40.

  피부 조직 (dermal tissue) 또는 피부 세포 (skin cells)의 질환, 장애, 또는 손상을 겪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포유 동물의 치료 방법으로서, 상기 포유 동물에게 제1항 내지 제27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따른 조성물 또는 제28항 내지

제30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따른 분리된 포유 동물 숙주 세포 또는 조직의 생물학적 활성량을 상기 질환, 장애 또는 손상

을 치료하는데 충분한 기간 동안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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