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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치료 대상에게 효능제를 이식하여 전신 또는 국소 투여하기 위한 방법 및 조성물이 기술되어 있으며, 예컨대, 전신 적용의

경우 버스트 지수가 8 이하인 조성물, 및 국소 적용의 경우 이식 후 첫 번째 24 시간 안에 효능제 총 투여량의 10 % 이하를

방출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상기 조성물은 생체적합성 중합체, 이 중합체와 점성 겔을 형성하여 이식물에 의한 수 흡수

가 제한되는 낮은 수 혼화도를 갖는 생체적합성 용매, 및 효능제를 함유한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원하는 위치에 이식될 수 있고 효능제 (beneficial agent)의 방출이 조절될 수 있는 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조성물로부터 효능제의 방출을 조절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생분해성 중합체는 의학 분야에서 수년동안 사용되어 왔다. 생분해성 중합체로 구성된 장치를 예시하면, 봉합사, 수술용

클립, 스테이플, 이식물, 및 서방성 (sustained release) 약제 전달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러한 생분해성 중합체 대부분은

글리콜리드, 락티드, 카프로락톤, 및 이들의 공중합체를 기초로 하여 왔다.

생분해성 중합체는, 이들이 가열되면 섬유, 클립, 스테이플, 핀, 필름 등의 여러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열가

소성 물질일 수 있다. 별법으로, 이들은 고온에서 용융되지 않거나 유동성 액체를 형성하지 않는 고분자량 물질이 생성되

는 가교결합 반응에 의해 형성된 열경화성 물질일 수 있다.

비록 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생분해성 중합체가 생의학 분야에서 상당히 유용하더라도, 이들은 인간, 동물, 조류, 어류 및

파충류를 비롯한 여러종의 동물의 신체에서 사용하기에는 몇가지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 이들 중합체는 통상 고체이기 때

문에, 이들을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필연적으로 초기에 신체의 외부에서 중합성 구조물을 형성시킨 후 신체 내로 상기 고

체 구조물을 삽입시킨다. 예를 들면, 봉합사, 클립 및 스테이플은 모두 사용 전에 열가소성 생분해성 중합체로부터 제조된

다. 신체 내로 삽입될 때, 이들은 원래 모양을 유지한다. 이런 특징은 어떤 경우에는 필수적인 것인 반면, 재료가 몰딩되거

나 또는 유동하여 재료를 가장 필요로 할 수 있는 공극 또는 공동을 채우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상기 특징은 바람직하

지 않다.

또한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생분해성 중합체를 사용하는 약제 전달 시스템은 종종 신체의 외부에서 형성되거나 형성되

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약제를 중합체 내에 혼입한 후 이 혼합물을 이식을 위하여 실린더, 원반 (disc), 또는 섬유와 같은

특정 형태로 모양을 만든다. 이러한 고체 이식물의 경우, 약제 전달 시스템은 절개부를 통하여 신체 내로 삽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개부는 때때로 의사들이 의도한 것보다 커지게 되어 환자가 종종 상기 이식물 또는 약제 전달 시스템을 수용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분해성 및 비생분해성 이식가능한 약제 전달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광범위하게 사

용되어 왔다.

속도 조절막 및 특히 구내 이식용으로 고안된 0차 방출 약제를 갖는 한 저장기가 미국 특허 제 5,085,866 호에 기술되어

있다. 이 기기는 중합체와, 신속히 증발하는 저비점의 제1 용매 및 천천히 증발하는 고비점의 제2 용매로 구성된 용매를 갖

는 용액으로 분사되는 코어로부터 제조된다.

기타의 삼투성 전달 시스템이 미국 특허 제 3,797,492 호, 동 제 3,987,790 호, 동 제 4,008,719 호, 동 제 4,865,845 호,

동 제 5,057,318 호, 동 제 5, 059,423 호, 동 제 5,112,614 호, 동 제 5,137,727 호, 동 제 5,151,093 호, 동 제

5,234,692 호, 동 제 5,234,693 호, 동 제 5,279,608 호 및 동 제 5,336,057 호에서 예시되어 있다. 미국 특허 제

5,209,746 호, 동 제 5,308,348 호 및 동 제 5,456,679 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박동 방식으로 효능제를 전달하는 박동성

(pulsatile) 전달기기가 또한 알려져 있다.

약제 전달 시스템을 이식하기 위해 필요한 절개를 피하기 위한 한 방법은 소입자, 미세구, 또는 미세캡슐로서 약제 전달 시

스템을 주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 5,019,400 호에서는 아주 저온의 캐스팅 방법에 의해 방출이 조절되는

미세구를 제조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이들 물질은 신체 내로 방출될 수 있는 약제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비록 이들 물질을 실린지를 사용하여 신체 내로 주입할 수 있어도, 이들은 생분해성 이식물에 대한 요구를 항상 만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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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못한다. 이들은 본질적으로는 미립자상이기 때문에, 특정한 보철의 경우 필요한 구조적 일체성을 갖는 연속 필름 또

는 고체 이식물을 형성하지 못한다. 구강, 치주위 포켓, 눈 또는 상당한 유체 유동이 있는 질과 같은 특정한 신체 공동 안으

로 삽입되었을 때, 상기의 소입자, 미세구 또는 미세캡슐은 크기가 작고 불연속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유지되지 않

는다. 더우기, 상기 입자들은 떼지어 있게 되어 이들의 거동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상기 중합체로부터 제조되고 신체

내로 방출하기 위한 약제를 함유하는 미세구 또는 미세캡슐은 종종 대규모로 생산하기 곤란하며, 그들의 저장 및 주입 특

성은 문제점을 제공한다. 또한, 미세캡슐 또는 소입자 시스템의 다른 한가지 주요한 취약점은 광범위한 수술 개입이 없이

는 가역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이들이 주입된 후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신체로부터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고

체 이식물의 경우보다 더욱 곤란하다. 미립자 또는 미세캡슐화에 대한 여전한 또다른 취약점은 처리 과정 동안 사용된 변

성 용매 및 온도 극단에 의해 유발된 분해 (degradation)가 없이 단백질 및 DNA-기재 약제를 캡슐화하는데 곤란하다는

것이다.

당업계는 전술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약제 전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 4,938,763 호

및 그의 분할 출원인 동 제 5,278,201 호는 동물에 대해 주사가능하며 원위치(in-situ) 형성의 (in-situ forming)에서 고체

생분해성 이식물을 제공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생분해성 중합체에 관한 것이다. 한 실시태양에서는, 비반응성 중합체가 수

용성의 생체적합성 (biocompatible) 용매에 용해되어 동물 (동물 내에서 용매가 방산되어 고체 이식물이 형성됨) 내로 놓

여지게 되는 약제를 형성하는 열가소성 시스템이 사용된다. 별법으로, 액체 아크릴산 에스테르 말단 생분해성 예비중합체

유효량 및 경화제가 형성되며 액체 혼합물이 동물 (동물 내에서 예비중합체는 경화하여 고체 이식물을 형성함) 안에 놓여

지는 열경화성 시스템이 사용된다. 상기 시스템들은 동물에 주입하기 전에 상기 액체에 유효량의 생물학적으로 활성제를

첨가하여 주사가능한 고체 생분해성 전달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한다.

미국 특허 제 5,599,552 호에서는 N-메틸-2-피롤리돈과 같은, 혼화되어 수 중에 분산가능한 용매를 사용하여 주변 조직

으로부터 신속히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중합체 용액이 생성되는 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중합체 조성물을 기술하고 있다. 상

기 용매의 극성은 적어도 약 10 % 이상의 수 용해도를 제공하기에 효과적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상기 중합체 매트릭스

시스템은 다공성 피부에 의해 둘러싸인 다공성 코어를 형성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미국 특허 제 5,242,910 호는 치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를 함유하는 서방성 조성물을 기술한다. 이 조성물은 락티드

및 글리콜리드의 공중합체, 트리아세틴(용매/가소화제로서) 및 구강 질환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약제를 함유한다. 이 조성

물은 겔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니들 또는 카테터를 이용하는 실린지를 사용하여 치주강 (periodontal cavity)에 삽입시

킬 수 있다. 추가의 선택적인 성분으로서, 상기 조성물은 계면활성제, 향미제, 점도 조절제, 복합제 (complexing agent),

산화방지제, 기타 중합체, 검, 왁스/오일, 및 착색제를 포함할 수 있다. 실시예 중 하나에 기술된 예시적인 점도 조절제 1종

은 폴리에틸렌 글리콜 400이다.

미국 특허 제 5,620,700 호는 치주강에 약제를 국소 적용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약 30 중량% 이하의 양으로 가소화제를

포함하는 중합체-약제 매트릭스를 기술하고 있다. 열거된 가소화제 중에는, 특히 트리에틸 시트레이트, 아세틸 트리에틸

시트레이트, 트리부틸 시트레이트, 아세틸 트리부틸 시트레이트, 디에틸 프탈레이트, 디에틸 타르트레이트, 에틸 락테이

트, 트리아세틴 및 디아세틴이 있다. 상기 중합체 매트릭스는 투여하기 전에 비유동성이어서 중합체 매트릭스가 고체화되

는 치주강 내로 분배될 수 있도록 유동성이 될 때까지 가열한다. 상기 특허가 눈의 안구낭을 통하는 전달 또는 질내 전달에

의한 가능한 전신계 적용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반면, 약제의 버스트 (burst)의 문제 또는 이 버스트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

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미국 특허 제 3,923,939 호는 이식 전에, 전달기의 외면으로부터 그리고 전달기의 외면으로부터 연장하는 총 신체 두께의

적어도 5 %의 층을 통하여 활성제를 제거함에 의해 전달기로부터 활성제의 초기 버스트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

다.

미국 특허 제 5,556,905 호는 여러 개의 시트르산의 부분 에스테르로 이루어지는 가소화제에 의해 개질된 분해성 열가소

성 조성물을 기술하고 있다.

선행 기술의 주입가능한 이식물용 중합체 조성물은 수성 체액에 매우 또는 비교적 가용성인 용매/가소화제를 사용하여 이

식 장소에서 중합체의 재빠른 고체화를 촉진하여 이식물로부터의 약제의 확산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수용성 중합체 용매

를 사용하는 선행 기술의 중합성 이식물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는, 이식물이 신체 내에 놓여지고 수성 체액에 노출될 때 중

합체 조성물 내로 물이 신속히 이동한다는 것이라는 것이 현재 관찰되었다. 이런 특성은 종종, 이식물로부터 방출되는 효

능제의 "버스트(burst)"에 해당하는, 중합체 조성물로부터 효능제를 초기에 재빨리 방출함에 의해 명백해지는 효능제의 비

조절된 방출을 제공한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버스트에 의해 종종 효능제의 실질적인 부분이 아주 단시간, 예컨대, 수시간

또는 1-2 일 내에 방출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 전달, 즉 일주일 또는 한달 이상에 걸쳐 효능제의 전달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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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또는 치료적 창이 좁고 효능제가 과량으로 방출하면 치료할 대상에 나쁜 결과를 미칠 수 있는 경우나, 또는 치료할

대상의 신체 내에서 호르몬과 같은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효능제의 매일의 프로필을 의태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에 특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버스트를 제어하고 종래 기술에서 효능제의 전달을 조절하고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수성 환경으로의 방출을 지연시

켜 시간에 대한 효능제의 방출을 연장하기 위해 효능제의 입자를 코팅시켰다. 별법으로, 다양한 안정화 또는 방출 조절제,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 5,656,297 호; 동 제 5,654,010 호; 동 제4,985,404 호 및 동 제4,853,218 호에서 기술된 금속염

등이 사용되어 왔다. 어느정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조절 및 안정화 효과로 인해 금속 이온과 효능제의 복합

물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기 방법들은 이식물에 의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다수의 효능제에 대해 전적으로 만족스럽

지는 않았다. 상기의 복합물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 안정화/조절 결과는 효능제가 이식 장소에 도입될 때 효능제가 바람직

하지 않은 효능제의 "버스트"를 방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부가적으로, 용매에 용해된 중합체로 구성된 통상적으로 저점도의 용매 기재 저장 (depot) 조성물의 경우, 가끔씩 있게 되

는 또다른 문제는 용매가 저장부로부터 확산하여 물이 저장부 안으로 이동함에 따라 주입 후에 조성물이 천천히 고형화된

다는 것이다. 이들 조성물은 주입될 수 있도록 비교적 비점성이기 때문에, 특히 효능제가 용매에 가용성이어 용매가 신속

하게 체액 내로 확산될 때 용매의 확산에 의해 시스템이 형성됨에 따라 약제가 고 백분율로 신속히 방출될 수 있다. 신속한

용매 방출은 수 흡수로 인한 저장부 경화와 함께 "버스트" 효과에 기여한다. 이로 인하여, 통상적인 용매-기재 조성물이 그

안에 함유된 약제의 30 - 75 %가 초기 주입 첫날 안에 방출되는 약제 버스트를 갖는 것이 전형적이다.

종래 장치에 의해 표현된 중합체 이식물 내로의 신속한 수 흡수 및 체액으로의 용매 확산으로 인해 종종 크기와 모양이 비

균질한 세공 구조를 갖는 이식물이 형성된다. 전형적으로, 표면 세공은 이식물 표면으로부터 이식물 내부로 1/3 mm 정도

또는 그 이상 연장하는 손가락과 유사한 세공 구조를 취하며, 이러한 손가락과 유사한 세공은 사용시 환경에 대해 이식물

의 표면에서 개방된다. 내부 세공은 사용 환경에서 존재하는 유체에 점점 작게 그리고 덜 접근가능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기가 이식될 때, 손가락과 유사한 세공은 이식물의 내부로 수성 체액이 매우 신속히 흡수되게 하여 결과

적으로 상당량의 효능제가 즉시 그리고 신속하게 용해되게 하고 사용 환경 내로 효능제가 방해받지 않고 확산되게 하여 상

기에서 토론한 버스트 효과를 만들어낸다.

더우기, 물이 신속히 흡수되면 미숙한 중합체 침전물이 생성되어 경화된 이식물 또는 경화된 표면을 갖는 이식물이 생성될

수 있다. 내부 세공 및 효능제를 함유하는 중합체의 내부의 많은 부분은 체액과의 접촉에서 제외되어 의미가 없지 않은 시

간 ("지연 시간(lag time)")에 걸쳐 효능제의 방출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될 수 있다. 이 지연 시간은 치료할 대상에 효능제

의 조절된 서방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어서, 관찰되는 것은 이식 직후의 단시간 동안에 방출

되는 효능제의 버스트, 효능제가 전혀 또는 거의 적게 방출되는 지연 시간, 및 결과적으로 공급된 효능제가 소모될 때까지

(효능제가 버스트 후에 남아 있는다고 가정) 효능제의 연속 전달이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치료 대상에 효능제의 전식 및 국소 전달을 위한 방법 및 이식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방법 및 시스템은

치료할 대상에게 성방성 효능제를 제공하고 이식 시스템으로부터 효능제의 초기 버스트를 제한한다. 부가적으로, 본 발명

은 효능제의 초기 버스트가 제한된 이식 시스템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한 측면에서, 본 발명은 실질적으로 점성 겔 전체에 분산되거나 용해된 효능제를 함유하는 시스템(이 시스템은 치료 대상

에 이식된 후 첫 번째 24 시간 안에 점성 겔에 존재하는 효능제의 20 중량% 이하를 방출함)을 이식하는 것을 포함하는, 치

료 대상에게 효능제를 국소 또는 전신 투여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효능제의 10 중량% 이하를 이식 후

첫 번째 24 시간 안에 방출할 것이다.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실질적으로 점성 겔 전체에 분산되거나 용해된 효능제를 함유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의 버스

트 지수는 8 이하임)을 이식하는 것을 포함하는, 치료 대상에게 효능제를 전신 투여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여전히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생체적합성 중합체, 수 용해도가 7 % 미만이고 중합체와 점성 겔을 형성하는 생체적

합성 용매, 및 효능제 (중합체 겔 내부에서의 효능제의 하중은 수 중에 효능제를 포화시키기에 필요한 것 이상이다)를 함유

하는 겔 조성물을 이식시킴으로써 0차 방출에 근접하는 조절된 방식으로 대상에게 효능제를 전신 투여하는 방법을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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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중합체, 이 중합체와 점성 겔을 형성하기 위한 양의 용매 (이 용매는 단일 용매 또는

수 혼화도가 7 중량% 미만인 1종 이상의 용매와의 용매 혼합물을 함유하며 용매의 양은 겔 비히클의 40 중량% 이상을 구

성한다), 및 겔에 용해되거나 분산된 효능제를 함유하는, 치료 대상에 효능제의 전신 전달을 위한 이식가능한 생분해성 조

성물을 포함한다.

추가의 측면에서, 본 발명은, 중합체, 중합체와 점성 겔을 형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가소화량의 용매 (이 용매는 수 혼화도

가 7 중량% 미만인 혼합물 상태의 1종 이상의 용매와의 용매 혼합물을 함유함), 및 겔에 용해되거나 분산된 효능제를 함유

하는, 치료 대상에게 효능제의 지속 전달을 위한 이식가능한 생분해성 조성물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용매 혼합물의

수 혼화도는 20 중량%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중량% 이하이다.

여전히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중합체, 이 중합체와 점성 겔을 형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가소화량의 용매 (이 용매는

단일 용매 또는 벤조산의 저급 알킬 및 아랄킬 에스테르계로부터 선택된 수 혼화도가 7 중량% 미만인 1 종 이상의 용매와

의 혼합물을 함유함) 및 겔에 용해되거나 분산된 효능제를 함유하는, 치료 대상에게 효능제의 전달을 위한 이식가능한 생

분해성 조성물을 포함한다.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A) 생체적합성 중합체;

B) 수 혼화도가 7 중량% 미만이고 상기 중합체를 용해시켜 점성 겔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기 구조식을 갖는 화합

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생체적합성 용매:

및

(상기 식들 중, R1은 저급 알킬, 아릴 또는 아랄킬이고, R2는 아랄킬 또는 저급 알킬이고, R1 및 R2는 동일 또는 상이할 수

있되, 단, R1 및 R2가 각각 저급 알킬일 때 R1 및 R2에 의해 나타내어진 총 탄소 원자의 합한 수는 4 이상인 것을 조건으로

한다.);

C) 효능제; 및 경우에 따라 하나 이상의

D) 유화제;

E) 세공 형성제;

F) 효능제의 용해도 조절제; 및

G) 삼투제

를 함유하는, 치료 대상에 대한 효능제의 전신 투여용 이식가능한 겔 조성물을 제공한다.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A) 셍체적합성 중합체;

B) 수 혼화도가 7 중량% 미만이고 상기 중합체를 용해시켜 점성 겔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기 구조식을 갖는 화합

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생체적합성 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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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 중, R1 및 R2는 상기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를 함유하는 이식가능한 겔 조성물을 제공한다.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중합체 및 이 중합체와 점성 겔을 형성하는 용매 (이 용매의 수 혼화도는 7 중량% 미만임)로부

터 겔 조성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루어는 겔 조성물에 의해 수 흡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용

매의 수 혼화도는 6 중량% 이하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5 중량% 이하이다.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A) 생체적합성 중합체, 및 벤조산의 저급 알킬 및 아랄킬 에스테르계로부터 선택된 수 혼화도가 7 % 이하인 용매를 혼합

하여 점성 겔을 형성하는 단계;

B) 유화제 중에서 효능제의 용해도 조절제와 임의 연합된 효능제를 분산시키거나 용해시켜 효능제를 함유하는 유화제를

형성하는 단계; 및

C) 점성 겔과 효능제 함유 유화제 (상기 효능제 함유 유화제는 점성 겔 중에 분산된 소적 상을 형성함)를 혼합하는 단계; 및

경우에 따라

D) 상기 점성 겔과 하나 이상의 세공 형성제 (pore former) 및 삼투제를 혼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주입가능한 저장 겔 조성물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A) 생체적합성 중합체, 및 벤조산의 저급 알킬 및 아랄킬 에스테르계로부터 선택된 수 혼화도가 7 % 이하인 용매를 혼합

하여 점성 겔을 형성하는 단계;

B) 점성 겔 중에서 효능제의 용해도 조절제와 임의 연합된 효능제를 분산시키거나 용해시키는 단계; 및

C) 경우에 따라 유화제, 세공 형성제, 효능제의 용해도 조절제 및 삼투제의 하나 이상과 효능제 함유 겔을 혼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이식가능한 겔 조성물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여전히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A) 생체적합성 중합체;

B) 수 혼화도가 7 중량% 미만인 생체적합성 용매;

C) cDNA, DNA, 펩티드, 단백질 및 이들의 프래그먼트 및 유도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효능제; 및 경우에 따라

하나 이상의

D) 유화제;

E) 세공 형성제;

F) 효능제의 용해도 조절제; 및

G) 삼투제

를 함유하며, 버스트 지수가 8 미만인 겔 조성물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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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A) 생체적합성 중합체;

B) 상기 중합체를 용해시켜 점성 겔을 형성하기에 적당한 수 혼화도가 7 중량% 이하인 용매;

C) 효능제; 및 경우에 따라 하나 이상의

D) 유화제;

E) 세공 형성제;

F) 효능제와 임의 연합된 효능제의 용해도 조절제; 및

G) 삼투제

를 함유하며, 용해도 조절제와 임의 연합된 효능제는 적어도 치료 대상에게 효능제를 투여하는 시점까지 상기 용매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는 치료 대상에 대한 효능제 투여용의 키트를 포함한다.

여전히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폴리(락티드-코-글리콜리드) 공중합체, 이 중합체와 점성 젤을 형성하기 위한 효과적

인 가소화량의 용매; 및 cDNA, DNA, 펩티드, 단백질 및 그의 프래그먼트 및 유도체로 이루어진 군으부터 선택된 효능제

를 함유하는 효능제의 전신 전달을 위한 이식가능한 조성물(이 조성물의 버스트 지수는 8 이하임)을 포함한다.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폴리(락티드-코-글리콜리드) 공중합체, 이 공중합체와 점성 겔을 형성하기 위한 벤조산의 저

급 알킬 및 아랄킬 에스테르계로부터 선택된 효과적인 가소화량의 용매, 및 효능제를 함유하는 효능제의 지속 전달을 위한

이식가능한 조성물을 포함한다.

추가의 측면에서, 본 발명은, 점성 겔이 이식 후 최소한 처음 24 시간 동안 37 ℃ 미만의 유리 전이 온도를 유지하는, 점성

겔 및 그 안에 분산되거나 용해된 효능제를 함유하는 이식가능한 조성물을 포함한다.

여전히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생체적합성 중합체로 형성된 점성 겔 전체에 실질적으로 용해되거나 분산된 효능제,

및 수 용해도가 7 % 이하인 용매, 및 효능제의 용해도 조절제를 함유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의 버스트 지수는 8 이하이다)

을 이식하는 것을 포함하는, 치료 대상에 효능제를 투여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추가의 측면에서, 본 발명은 생체적합성 중합체로 형성된 점성 겔 전체에 실질적으로 용해되거나 분산된 효능제, 수 용해

도가 7 % 이하인 용매 및 효능제의 용해도 조절제를 함유하는 이식가능한 시스템 (그의 버스트 지수는 8 이하임)을 포함한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전술한 목적 및 기타 목적, 특징 및 잇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하기의 상세한 설명을 해석함에 따라 보다 쉽

게 이해될 것이다.

도 1 은 2 cc/분에서 20 게이지 니들을 통하여 유화된 및 비유화된 점성 겔 조성물을 분배시키기 위해 필요한 분배력 (단

위: psig)을 예시하는 그래프이다.

도 2 는 3개의 상이한 조성물로부터 리소자임의 시험관내 방출 프로필을 예시하는 그래프 (단위: 일) 이다.

도 3 은 물 만의, 에탄올의 수성 혼합물의, 유화제가 없는 점성 겔의 상이한 전단 속도에서의 유화액의 점도 프로필을 예시

하는 그래프이다.

도 4A 및 도 4B 는 일부가 본 발명의 일부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중합체-용매 혼합물에 대한 수 흡수도를 예시하는 그래

프로서, 용매의 수 혼화도가 감소함에 따라 이식물에 흡수된 물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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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A 및 5B는 PLGA 및 각각 용매 트리아세틴 및 벤질 벤조에이트로부터 형성된 겔에서 얻은 비안정화 및 아연-안정화

된 인간 성장 호르몬의 생체내 방출 속도 프로필의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생체적합성 중합체 및 생체적합성 용매로 형성된 점성 겔로서 형성된 이시가능한 시스템을 치료 대상에 이식함

으로써 치료 대상에게 효능제를 전신 또는 국소 투여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효능제는 실질적으로 겔 전체에 용해되거

나 분산된다. 용매를 적절하게 선택함으로써, 이식 시스템을 둘러싸는 수성 환경으로부터의 물의 이동이 제한되며, 효능제

는 장기간에 걸쳐 치료 대상에게 방출되어 그 후 효능제의 조절된 버스트 및 서방성을 효능제의 전달에 대해 제공한다.

본 발명자들은 효능제의 용해도 조절제가 시스템에 존재하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 용해도가 7 중량% 미만인 용매가

시스템에 존재할 때 효능제의 적당한 버스트 조절 및 지속적인 전달이 달성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형적으로, 본 발명

에서 유용한 이식 시스템은 이식 후 첫 번째 24 시간 안에 이식 시스템으로부터 치료 대상에 전달되어야 할 효능제 총량의

20 % 이하, 바람직하게는 15 %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 이하를 방출할 것이다. 형성된 점성 겔은 바람직하게는 생

부식성이어서 이식 시스템이 효능제가 이식물로부터 고갈된 후 수술로 제거되지 않아도 된다.

수 흡수 및 버스트는, 중합체 이식물 내로의 수 이동의 속도를 조절하고 궁극적으로는 효능제의 버스트 및 효능제의 지속

전달을 조절하기 위하여, 용매가 실질적으로 수 불혼화성인, 즉 수 중에서 7 중량% 미만으로 용해되는 중합체-용매 조성

물을 사용하여 조절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조성물은, 약제가 경화될지라도, 겔성이 될 수 있으며, 이식시 및 약

제 전달 동안 이식물 전체에 실질적으로 균질한 세공 구조를 갖도록 형성될 것이다. 더우기, 수성 환경에 놓여질 때 중합체

겔 이식물은 천천히 경화될 것인 반면, 경화된 이식물은 유리 전이 온도가 37 ℃ 미만인 고무성(비경질) 조성물을 유지할

수 있다.

종종 조성물이 이식 전에 매우 점성일 수 있기 때문에, 조성물을 주입에 의해 이식하고자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점도를

유화제에 의해 변형시켜 점도가 충분히 낮아 니들을 통하여 겔 조성물이 통과될 수 있는 겔 조성물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통상적인 제약 부형제 및 본 발명의 유익한 측면을 변화시키지 않는 기타 첨가제와 함께, 세공 형성제 및 효능제의 용해도

조절제를 이식 시스템에 첨가하여 이식 시스템으로부터 소망하는 방출 프로필을 제공할 수 있다. 이식 시스템에 용해도 조

절제를 첨가하면 구체적인 환경 하에서 버스트 및 지속 전달이 최소화되는 이식 시스템에서의 용해도가 7 % 이상인 용매

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식 시스템이 수 용해도가 7 중량% 미만인 1종 이상의 용매 (이 용매가 단독으로 또는 용매

혼합물의 일부로서 존재하던지 간에)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본 발명자들은 또한 수 용해도가 7 % 이하

인 용매 및 임의로 그 이상의 용해도를 갖는 하나 이상의 혼화성 용매를 포함하는 용매 혼합물이 사용될 때, 제한된 수 흡

수 및 최소의 버스트 및 지속적인 전달 특성을 나타내는 이식 시스템을 얻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의

용어 "효능제"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제약 부형제 또는 불활성 성분과 조합하던지 인간 또는 동물에게 투여시 소망하는 유

익하고, 종종은 약물학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제제를 의미한다.

용어 "AUC"는 이식 후에 시간 "t"에 대한, 조성물의 이식 시간에서부터 측정한, 시간에 대하여 치료 대상에서의 효능제의

혈장 농도를 플롯함으로써 치료 대상에서의 생체내 분석으로부터 얻은 곡선 아래의 면적을 의미한다. 시간 t는 치료 대상

에 대한 효능제의 전달 시간에 해당할 것이다.

용어 "버스트 지수"는 효능제의 전신 전달을 목적으로 한 특정 조성물에 있어서, (i) 치료 대상에 조성물의 이식 후 첫 번째

24 시간 동안 계산된 AUC를 24로 나눈 값을 (ii) 효능제의 전달 시간 동안 계산된 AUC를 총 전달 시간 (hr) 으로 나눈 값

으로 나누어 얻은 비율을 의미한다.

"용해되거나 분산된"이란 구는 겔 조성물 중에서 효능제의 존재를 수립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용해,

분산, 현탁 등을 포함한다.

용어 "전신적(systemic)"은 치료 대상에 대한 효능제의 전달 또는 투여에 있어서, 효능제가 치료 대상의 혈장 내에서 생물

학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으로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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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국소적(local)"은 치료 대상에 대한 효능제의 전달 또는 투여에 있어서, 효능제가 치료 대상의 국소 부위로 전달되어

치료 대상의 혈장 내에서 생물학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으로 검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어 "겔 비히클"은 효능제 부재하의 중합체 및 용매의 혼합물에 의해 형성된 조성물을 의미한다.

용어 "장기간 (prolonged period)"은 본 발명의 이식물로부터 효능제의 방출이 일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약

1 주 이상, 바람직하게는 약 30 일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용어 "초기 버스트"는 본 발명의 특정 조성물에 있어서, (i) 이식 후 소정의 초기 시간 안에 조성물로부터 방출된 효능제의

양 (단위: 중량)을 (ii) 이식된 조성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효능제의 총량으로 나누어 얻은 비율을 의미한다. 초기 버스트는

이식물의 모양 및 표면적에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원에서 기술된 초기 버스트와 관련된 백분율 및 버스트

지수는 표준 실린지로부터 조성물을 분배시켜 얻은 형상으로 시험된 조성물에 적용하고자 한다.

용어 "용해도 조절제"는 효능제에 관하여, 조절제의 부재하에 효능제의 용해도로부터 중합체 용매 또는 물을 참고하여 효

능제의 용해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약을 의미한다. 조절제는 용매 또는 물에서의 효능제의 용해도를 향상시키거나 지연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수용해성이 높은 효능제의 경우, 용해도 조절제는 일반적으로 물에서의 효능제의 용해도를 지연시

킬 수 있는 시약일 것이다. 효능제의 용해도 조절제의 효과는 용매와, 또는 복합물의 형성에 의한 것과 같은 효능제 자체

와, 또는 양자와 용해도 조절제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결과될 수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용해도 조절제가 효능제와 "결합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호작용 또는 형성화가 의도된다. 용해도 조절제는 점성 겔과 조합 전에 효능제와 혼합될 수

있거나, 또는 적절하다면 효능제의 첨가 전에 점성 겔에 첨가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의 투여에 관하여 용어 "치료 대상"은 동물 또는 인간을 의미한다.

적어도 분자 수준에서 모든 용매는 어느 정도 매우 한정된 정도까지 수 중에 가용성(즉, 물과 혼화성)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원에서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불혼화성"은 용매의 7 중량% 이하가 물에 용해될 수 있거나 물과 혼화성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기술의 목적을 위해, 용매의 수 용해도 값은 20 ℃에서 측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보고된 용해도 값이 항상

동일 조건에서 행해질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범위의 일부 또는 상한으로서 물과 혼화성이거나 가

용성인 본원에서 인용된 용해도(중량%) 한계는 절대적일 수 없다. 예를 들면, 본원에서 용매 수 용해도에 대한 상한이 "7

중량%"로 인용된다면, 그리고 용매에 대한 더이상의 제한이 없다면, 보고된 수 용해도가 물 100 ml에 대하여 7.17 g인 용

매 "트리아세틴"은 7 %의 한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원에서 사용된 7 중량% 미만의 수 용해도 한계는 용매

트리아세틴 또는 트리아세틴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수 용해도를 갖는 용매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중합체, 용매 및 기타 시약은 생체적합성이어야 하며, 다시 말하면 이들은 사용 환경에서 자극 또는 탈저

(necrosis)의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 환경은 유체 환경이며, 인간 또는 동물의 체공 또는 근육내 부위 또는 피하 부

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유용할 수 있는 중합체는 생분해성일 수 있으며, 폴리락티드계, 폴리글리콜리드계, 폴리카프로락톤계, 폴리무

수물, 폴리아민계, 폴리우레탄계, 폴리에스테르아미드계, 폴리오르토에스테르계, 폴리디옥사논계, 폴리아세탈계, 폴리케

탈계, 폴리카르보네이트계, 폴리오르토카르보네이트계, 폴리포스파젠계, 숙시네이트계, 폴리(말산), 폴리(아미노산), 폴리

비닐피롤리돈,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히드록시셀룰로스, 키틴, 키토산, 및 이들의 공중합체, 삼원중합체 및 혼합물을 포

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바람직한 중합체는 폴리락티드계, 즉 전적으로 락트산을 기재로 할 수 있거나 또는 본 발명에 따라 달성될 수 있는 유

리한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기타 공단량체 소량을 포함할 수 있는 락트산 및 글리콜산 기재 공중합체일 수

있는 락트산-기재 중합체이다. 본원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용어 "락트산"은 이성질체 L-락트산, D-락트산, DL-락트산

및 락티드를 포함하는 반면, 용어 "글리콜산"은 글리콜리드를 포함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PLGA로 통칭되는 폴리(락티

드-코-글리콜리드)공중합체이다. 이 중합체는 락트산/글리콜산의 단량체 비율이 약 100:0 내지 약 15:85, 바람직하게는

약 60:40 내지 약 75:25일 수 있으며, 특히 유용한 공중합체는 락트산/글리콜산의 단량체 비율이 약 50:50이다.

기체상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측정된 바와 같이 락트산-기재 중합체의 수 평균 분자량은 약 1,000 내지 약 120,000, 바

람직하게는 약 5,000 내지 약 30,000이다. 전술한 미국 특허 제 5,242,910 호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중합체는 미국 특허

제 4,443,340 호에 교시된 바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 별법으로, 락트산-기재 중합체는 미국 특허 제 5,310,865 호에 공개

된 기술에 따라 락트산, 또는 락트산과 글리콜산의 혼합물(추가의 공단량체가 있거나 없이)로부터 직접 제조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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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모든 특허의 내용은 참고로 인용삽입되어 있다. 적당한 락트산-기재 중합체가 시판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분자량이

5,000, 10,000, 30,000 및 100,000, 바람직하게는 약 8,000 내지 13,000,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10,000이고 가수분해 및

연이은 중합체 사슬의 파손에 대한 민감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상당히 다양한 말단기를 갖는 50:50 락트산:글리콜산 공중

합체를 Boehringer Ingelheim(Petersburg, VA)사로부터 구입가능하다.

생체적합성 중합체가 점성 겔의 약 5 내지 약 80 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30 내지 약 70 중량%, 종종 40 내지 60 중량%의

양으로 겔 중합체 중에 존재하며, 점성 겔은 생체적합성 중합체 및 용매의 합한 양으로 이루어진다. 이 용매는 하기에서 기

술된 양으로 중합체에 첨가되어 이식가능하거나 또는 주입가능한 점성 겔을 제공할 것이다.

상기 용매는 생체적합성이어야 하며, 중합체와 점성 겔을 형성하여야 하며, 이식물 내부로의 수 흡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상기 용매는 전술한 성질을 발현하는 단일 용매 또는 용매의 혼합물일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되지 않는

한, 용어 "용매"는 단일 용매 또는 용매 혼합물을 의미한다. 적당한 용매는 실질적으로 이식물에 의한 물의 흡수를 제한할

것이며 수 불혼화성 (즉, 수 용해도가 7 중량% 미만)으로서 특성화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용매는 물에서 5 중량% 이하

로 용해될 수 있으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물에서 3 중량% 이하로 용해될 수 있으며, 더욱더 바람직하게는 물에서 1 중량%

이하로 용해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수 용해도는 0.5 중량% 이하이다.

수 혼화도는 실험적으로 하기에 따라 측정될 수 있다: 물(1-5 g)을 조절된 온도, 약 20 ℃에서 무게를 잰 투명한 용기에 넣

고 칭량하고 후보 용매를 적가한다. 이 용액을 휘저어 상 분리를 관찰한다. 상 분리를 관찰하여 측정한 포화점이 도달된 것

으로 보일 때, 용액을 밤새도록 정치시켜 그 다음날 다시 검사한다. 상 분리에 의해 관찰하여 측정한 것처럼 용액이 여전히

포화된다면, 그 후 첨가된 용매의 백분율(w/w)을 관찰한다.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은 용매를 첨가하고 상기 과정을 반복한

다. 용해도 또는 혼화도는 첨가된 용매의 전체 중량을 용매/물 혼합물의 최종 중량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예를 들면 20 %

트리아세틴 및 80 % 벤질 벤조에이트의 용매 혼합물이 사용될 때, 물에 첨가하기 전에 이들을 미리 혼합한다.

본 발명에서 유용한 용매는 일반적으로 상술한 바처럼 7 중량% 미만으로 수용성이다. 상기 용해도 파라미터를 갖는 용매

는 아릴산 (예를 들면 벤조산, 프탈산, 살리실산)의 저급 알킬 및 아랄킬 에스테르계, 시트르산의 저급 알킬 에스테르계, 예

를 들면, 트리에틸 시트레이트 및 트리부틸 시트레이트 등, 및 아릴, 아랄킬 및 저급 알킬 케톤계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바

람직한 용매 중에서는 (i) 하기 구조식을 갖는 화합물

및

(상기 식 중, R1은 아릴 또는 아랄킬이고, R2는 저급 알킬 또는 아랄킬이고, R1 및 R2는 경우에 따라 동일 또는 상이하되,

단, R1 및 R2 각각이 저급 알킬일 때 R1 및 R2의 합한 총 탄소수는 4 이상인 것을 조건으로 한다.)

및 (ii) 프탈산, 이소프탈산 및 테레프탈산의 저급 알킬 및 아랄킬 에스테르계, 및 (iii) 시트르산의 저급 알킬 및 아랄킬 에스

테르계로부터 선택된 전술한 범위 안의 용해도를 갖는 것들이 있다. 이의 목적상, 저급 알킬은 비간섭 치환기로 임의 치환

된, 탄소수가 1-6인 직쇄 또는 분지쇄 탄화수소류를 의미하고, 아랄킬은 (저급 알킬)페닐, 예를 들면 벤질, 펜에틸, 1-페닐

프로필, 2-페닐프로필 등(여기서, 알킬부의 탄소수는 1-6임)을 의미하며, 아릴은 비간섭 치환기에 의해 임의 치환된 페닐

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 유용한 대부분의 용매는 시판되거나(알드리치 케미칼사, 시그마 케미칼사), 본원에서 참고로 인

용삽입되어 있는 미국 특허 제 5,556,905 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 할로겐화물 및 경우에 따라 에스테르화 촉매 를 사용

하는 별개의 아릴알칸산의 통상적인 에스테르화에 의해 제조될 수 있으며 케톤의 경우 그의 각각의 2차 알콜 전구체의 산

화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필요한 용해도를 갖는 용매가 선택될 수 있는 업계에서 인지된 벤조산 유도체는 1,4-시클로헥산 디메탄올 디벤조에이트,

디에틸렌 글리콜 디벤조에이트, 디프로필렌 글리콜 디벤조에이트,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디벤조에이트, 프로필렌 글리콜

디벤조에이트, 디에틸렌 글리콜 벤조에이트, 및 디프로필렌 글리콜 디벤조에이트 블렌드, 폴리에틸렌 글리콜(200) 디벤조

에이트, 이소 데실 벤조에이트, 네오펜틸 글리콜 디벤조에이트, 글리세릴 트리벤조에이트, 펜타에리트리톨 테트라벤조에

이트, 큐밀페닐 벤조에이트, 트리메틸 펜탄디올 디벤조에이트를 포함한다.

필요한 용해도를 갖는 용매가 선택될 수 있는 업계에서 인지된 프탈산 유도체는 알킬 벤질 프탈레이트, 비스-큐밀-페닐

이소프탈레이트, 디부톡시에틸 프탈레이트, 디메틸 프탈레이트, 디메틸 프탈레이트, 디에틸 프탈레이트, 디부틸 프탈레이

트,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 부틸 옥틸 프탈레이트, 디이소헵틸 프탈레이트, 부틸 옥틸 프탈레이트, 디이소노일 프탈레이

등록특허 10-0616793

- 10 -



트, 노닐 운데실 프탈레이트, 디옥틸 프탈레이트, 디-이소 옥틸 프탈레이트, 디카프릴 프탈레이트, 혼합 알콜 프탈레이트,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선형 헵틸, 노닐, 프탈레이트, 선형 헵틸, 노닐, 운데실 프탈레이트, 선형 노닐 프탈레이트, 선

형 노닐 운데실 프탈레이트, 선형 디노일, 디데실 프탈레이트(디이소데실 프탈레이트), 디운데실 프탈레이트, 디트리데실

프탈레이트, 운데실도데실 프탈레이트, 데실트리데실 프탈레이트, 디옥틸 및 디데실 프탈레이트의 블렌드(50/50), 부틸 벤

질 프탈레이트, 및 디시클로헥실 프탈레이트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용매는 상술한 아릴산의 저급 알킬 및 아랄킬 에스테르계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산은 벤조산, 및 프탈산, 이소프

탈산, 및 테레프탈산 등의 프탈산류이다. 가장 바람직한 용매는 벤조산의 유도체이며, 메틸 벤조에이트, 에틸 벤조에이트,

n-프로필 벤조에이트, 이소프로필 벤조에이트, 부틸 벤조에이트, 이소부틸 벤조에이트, sec-부틸 벤조에이트, tert-부틸

벤조에이트, 이소아밀 벤조에이트 및 벤질 벤조에이트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벤질 벤조에이트가 가장 특히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용매 혼합물은 벤질 벤조에이트가 제1 용매인 것, 및 벤질 벤조에이트와 트리아세틴, 트리부틸 시트

레이트, 트리에틸 시트레이트 또는 N-메틸-2-피롤리돈으로 형성된 혼합물이다. 바람직한 혼합물은 벤질 벤조에이트가

존재 용매 총량의 50 중량% 이상의 양으로, 보다 바람직하게는 60 중량% 이상의 양으로, 가장 바람직하게는 80 중량% 이

상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바람직한 혼합물은 80/20 중량비의 벤질 벤조에이트/트리아세틴 및 벤질 벤조에이트/

N-메틸-2-피롤리돈 혼합물이다.

놀랍게도, 수 혼화도가 7 중량% 미만인 상술한 용매는 하나 이상의 부가적인 혼화성 용매("성분 용매")와 혼합될 수 있음

이 밝혀졌다. 기본 용매와 양립할 수 있으며 혼화성인 성분 용매는 물과의 고 혼화성을 가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생성된

혼합물은 여전히 이식물 내로의 수 흡수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혼합물은 "성분 용매 혼합물"로서 일컬어질 수

있다. 유용한 성분 용매 혼합물은 제1 용매 자체 보다 큰 수 용해도, 전형적으로 0.1 중량% 내지 50 중량% 이하, 바람직하

게는 30 중량%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10 중량% 이하를 나타낼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이식물에 의해 표현된 수 흡수의

제한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특히 바람직한 것은 수 용해도가 약 0.1 중량% 내지 약 7 중량%인 성분 용매 혼합물이

다.

성분 용매 혼합물에 유용한 성분 용매들은 제1 용매 또는 용매 혼합물과 혼화성인 용매들이며, 트리아세틴, 디아세틴, 트

리부티린, 트리에틸 시트레이트, 트리부틸 시트레이트, 아세틸 트리에틸 시트레이트, 아세틸 트리부틸 시트레이트, 트리에

틸글리세리드계, 트리에틸 포스페이트, 디에틸 프탈레이트, 디에틸 타르트레이트, 광유, 폴리부텐, 실리콘 유체, 글리세린,

에틸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리콜, 옥탄올, 에틸 락테이트, 프로필렌 글리콜, 프로필렌 카르보네이트, 에틸렌 카르보네이

트, 부틸로락톤, 산화에틸렌, 산화프로필렌, N-메틸-2-피롤리돈, 2-피롤리돈, 글리세롤 포르말, 메틸 아세테이트, 에틸

아세테이트, 메틸 에틸 케톤, 디메틸포름아미드, 디메틸 술폭시드, 테트라히드로푸란, 카프로락탐, 데실메틸술폭시드, 올

레산, 및 1-도데실아자시클로-헵탄-2-온,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특히 바람직한 한 실시태양에서, 제1 용매는 벤조산의 저급 알킬 및 아랄킬 에스테르계로부터 선택되며, 중합체는 락트산

기재 중합체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수 평균 분자량이 약 8,000 내지 약 13,000, 바람직하게는 약 10,000인 PLGA이다.

현재, 가장 바람직한 용매는 벤질 벤조에이트 및 벤조산의 저급 알킬 에스테르계이다. 벤조산 에스테르계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혼화성 용매, 예를 들면 본원에서 기술된 트리아세틴 등과의 혼합물 상태로 사용될 수 있다. 이식물은 효능제가 실질

적으로 점성 겔 전체에 용해되거나 분산되는 점성 겔로서 제조되며, 초기 버스트가 중요한 고려사항인지의 여부와 관계 없

이 이러한 조성물은 효능제의 전신 및 국소 투여에 대해 모두 유용하다. 부가적으로, 벤조산의 에스테르계를 사용하면 수

이동의 조절이 증가하여 결국 효능제의 안정화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식 후의 낮은 수 흡수, 즉 겔 조성물 내로의 제한된

수 이동으로 인해 본 발명의 실시자가 확산에 의한 효능제 전달이 제한되며 중합체의 생부식 특성을 조절하여 효능제의 전

달 프로필의 조절을 향상시키게 한다. 바람직한 조성물은, 물에 효능제를 포화시키기에 필요한 이상의 농도로 중합체의 내

부에 효능제가 적재되게 하여 효능제의 0차 방출을 촉진한다. 부가적으로, 바람직한 조성물은 37 ℃ 미만의 유리 전이 온

도를 갖는 점성 겔을 제공하여 겔이 주입후 24 시간 이상의 기간 동안 비경질의 상태로 남아 있도록 할 수 있다.

방출 전에 사용 환경으로부터 단리되고 용해되거나 분산된 효능제의 입자를 유지시킬 수 있는 점성 겔을 형성하기 위해 용

매 또는 용매 혼합물은 중합체를 용해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낮은 버스트 지수를 갖는 이식물을 제공한다. 수

흡수는 중합체를 용해시키거나 가소화시키거나 실질적으로 이식물 내로의 수 흡수를 제한하는 용매 또는 성분 용매 혼합

물을 사용하여 조절된다.

수 흡수 제한의 중요성은 시간의 함수로서 여러가지 조성물에 대한 벌크 수 흡수도를 예시하는 도면 4A-4B, 및 버스트 지

수가 측정된 대표적인 제제를 예시하는 표 1을 참고하여 인식될 수 있다.

효능제의 부재 하에 여러 중합체 비히클, 즉 50 % 중합체-50 % 용매 조성물에 대한 수 흡수도를 측정하였다. 도 4A에서

도시되어 있듯이, 수 혼화성 용매 N-메틸-2-피롤리돈(NMP)를 더 많이 사용하여 형성된 겔 비히클에 의한 수 흡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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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기타 용매-중합체 조합물의 경우 보다 약 4 이상의 팩터 (factor) 정도 높다. 비히클의 용매 비율이 80 중량% 벤질

벤조에이트 및 20 중량% NMP인 조합물에 대한 수 흡수도는 NMP 만의 수 흡수도의 1/3 미만이다. 기타 용매 단독 또는

벤질 벤조에이트와의 혼합물과 비교하더라도, 벤질 벤조에이트를 사용한 이식물은 가장 적은 물을 흡수한다. 부가적으로,

벤질 벤조에이트 및 트리아세틴의 80/20 혼합물은 중량 기준으로 10 % 미만의 물을 흡수하며, 트리아세틴 단독 보다 적은

수 흡수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4B는 여러가지 단독 용매의 대조물을 제공하며, 벤조산 에스테르계의 잇점, 특

히 벤질 벤조에이트의 잇점을 다시 입증한다. 전술한 표 1에서 재현된 다양한 용매에 대한 수 흡수도 및 버스트 지수를 상

대적으로 비교하면 낮은 수 흡수값과 낮은 버스트 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겔 조성물은 본원에서 기

술된 수 이동 분석평가에서 시험된 바와 같이, 첫 번째 7 일 안에는 수 중의 이 조성물의 벌크 중량의 25 % 이하, 첫 번째

14 일 안에는 30 %, 및 첫 번째 21일 안에는 40 %를 흡수할 수 있다.

[표 1]

 용매  수 혼화도 저장 겔1 중합체2  아연 아세

테이트(mM)
방법3  애니날

(aninal)

번호

 버스트 지수

 벤질 벤조

에이트

 수 불용성

(Merck)

 D  PLGA-502  0  L 7

8

4.2

2.4

 K  PLGA-502  0  SD 21

22

3.6

2.4

 E  PLGA-502  7.5  L 9

10

4.5

2.3

 L  PLGA-502  7.5  SD 23

24

2.6

2.1

 F  PLGA-502  15  L 11

12

1.5

2.0

 F  PLGA-502  15  L 25

26

2.2

0.64

 트리아세

틴

 수에서 7% 용해

(Merck)

 A  PLGA-502  0  L 1

2

8.5

13

 I  PLGA-502  0  SD 17

18

12

10

 B  PLGA-502  7.5  L 3

4

4.1

2.1

 J  PLGA-502  7.5  SD 19

20

6.3

3.5

 C  PLGA-502  15  L 5

6

4.8

3.5

 NMP 물과의 혼화성

(Merck)

 G  PLGA-502  0  L 13

14

13

14

 H  PLGA-502  15  L 15

16

6.1

5.5

 함1 : 모든 저장 겔은 10% hGH 함유, 2 : 모든 저장 겔의 경우, hGH가 (50/50) 용매/중합체 비히클 내로 적재되었음, 3 : L

= 냉동건조됨, SD = 분무 건조됨

용매의 선택에 의한 초기 버스트와 관련된 수 흡수의 조절 이외에, 효능제의 수 용해도를 조절하는 시약이 또한 이식물로

부터의 효능제의 버스트를 조절하기 위해 바람직한 용매와 함께 이용될 수도 있다. 이식 후에 첫 번째 24 시간 안에 방출된

효능제의 버스트 지수 및 백분율은 효능제와 관련된 용해도 조절제의 사용에 의해 1/3 내지 2/3 이상 정도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절제는 전형적으로 복합물을 형성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효능제와 결합하거나 이를 안정화시키는 물질 (예:

금속 이온, 기타 안정화제, 왁스, 지질, 오일, 비극성 유화액 등)인 코팅물일 수 있다. 이러한 용해도 조절제를 사용하면 보

다 높은 수용성 용매나 그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신 적용에 있어서는 8 이하의 버스트 지수, 또는 국소 적용의 경우

이식 후 첫 번째 24 시간 안에 투여된 효능제의 20 % 이하의 효능제의 방출을 달성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방출은

15 % 이하일 것이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 이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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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조성물에 의한 제한된 수 흡수는 종종 다른 조성물에서 상기 조절제가 필수적일 때 용해도 조절제가 없는 상태

로 조성물을 제조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 1을 참조하면, PLGA, 벤질 벤조에이트 및 Zn 이온이 없는 인간

의 성장 호르몬의 조성물에 대해 적당한 버스트 지수가 얻어진다. 유사한 결과가 다른 효능제, 예를 들면 인터페론 알파-

2a, 인터페론 알파-2b 및 컨센서스 (consensus) 인터페론을 포함하는 인터페론의 경우 얻어질 수 있다.

용매 및 중합체를 선택함으로 조성물이 스스로 수 흡수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경우, 삼투제 또는 다른 시약 및 원하는 정도

로 수 흡수를 촉진하는 히드로흡입물질 (hydroattractant)를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시약은 예컨대, 당

등일 수 있으며, 선행 기술의 방법들을 사용하여 형성된 이식물의 표면에 있는 손가락과 유사한 세공으로 당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본 발명의 조성물은 실질적으로, 균질한 스펀지성 겔의 형태를 취하며, 이식물의 내부에 있는 세

공은 이식물의 표면 상에 있는 세공과 상당히 동일하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선행 기술의 기기 보다 장시간에 걸쳐 겔과 유

사한 견고함을 유지하며, 효능제가 장기간에 걸쳐 전달되게 한다. 이는 본 발명의 이식물의 유리 전이 온도 (Tg)가 일반적

으로 치료 대상의 체온, 예컨대 인간의 경우 37 ℃ 미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본 발명에서 유용한 용매와 물의 불혼화성

때문에, 이식물에 의한 수 흡수는 제한되고, 형성되는 세공은 보다 큰 세공 또는 이식물의 표면에서부터 이식물의 내부로

연장하는 세공의 상당수가 이식물의 표면에서 개방되지 않고 밀폐된 세포 구조를 닯는 경향이 있다. 더우기, 표면 세공은

단지 체액으로부터 나온 물이 이식 직후 이식물에 박히는 기회를 제한하여 버스트 효과를 조절한다. 본 조성물을 주사로

이식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성물은 종종 이식 전에 매우 점성이어서 경우에 따라 점도는 점도 감소성 혼화성 용매를 사용

하거나 유화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겔 조성물이 니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낮은 점도 또는 전단 저항을 갖는 겔 조성

물을 얻기 위해 가열하여 변형시킬 수 있다.

바람직하거나 필요한 첫 번째 24 시간 안에 방출된 효능제의 양에 대한 한계는 전달 기간의 총 존속 기간, 효능제의 치료적

창, 과량 투여로 인한 잠재적인 나쁜 결과, 효능제의 비용 및 원하는 효과의 유형,예를 들면 전신 또는 국소 형태와 같은 상

황에 좌우될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효능제의 20 % 이하가 이식 후 첫 번째 24 시간 안에 방출될 것이며, 백분율은 전달 기

간에 걸쳐 전달되어야 할 효능제의 총량을 기초로 한다. 전형적으로, 전달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 예컨대 7-14 일 미만

이라면, 또는 효능제가 부작용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넓은 치료적 창을 갖는다면, 또는 효능제가 국소적으로 작용한다면,

첫 번째 24 시간 안에 방출의 백분율이 높더라도 용인될 수 있다.

선택된 구체적인 용매 또는 용매 혼합물, 중합체 및 효능제, 및 경우에 따라 효능제의 용해도 조절제에 의존하여, 전신 전

달을 목적으로 한 본 발명의 조성물은 버스트 지수가 8 이하, 바람직하게는 6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4 이하, 가장 바람

직하게는 2 이하인 겔 조성물을 제공할 수 있다. 버스트 지수가 10 이하, 바람직하게는 7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5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3 이하인 효능제의 전신 전달을 목적으로 한 이식물을 제공하는, 기타 용매와 임의 조합된, 수 혼화도

가 7 중량% 미만인 용매와 PLGA의 조성물이 특히 유리하다. 본원에서 토론된 용매 혼합물의 사용은 점성 겔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동시에 원하는 버스트 지수 및 본 발명의 조성물의 백분율 방출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중합체의 충분한

가소화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특히 유리할 수 있다.

효능제의 국소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조성물은 전신 사용을 목적으로 한 조성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치

료 대상에게 효능제를 국소 전달하면 효능제의 검출가능한 플라즈마 농도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은 본원

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버스트 지수 보다 오히려 소정의 초기 시간 내에 방출된 효능제의 백분율에 의해 특징지어져야 한

다. 가장 전형적으로, 이 시간은 이식 후의 첫 번째 24 시간일 것이며, 상기 백분율은 이 기간 내 (예컨대, 24 시간) 에 방출

된 효능제의 양 (단위: 중량)을 전달 기간 내에 전달시키고자 하는 효능제의 양 (단위: 중량)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과

동일할 것이다. 모든 적용에 있어 본 발명의 조성물의 초기 버스트는 20 % 이하, 바람직하게는 15 % 이하, 가장 바람직하

게는 10 % 이하일 것이다. 초기 버스트가 5 % 이하인 이식물 시스템이 특히 바람직하다.

많은 경우에,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소 투여 동안 효능제의 초기 버스트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학요법제 (chemotherapeutic agent)를 함유하는 본 발명의 이식물은 종양에 직접 주입하기에 적당하다. 그러나,

많은 화학요법제는 전신 투여되었을 때 독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종양 내부로의 국소 투여는 선택의

치료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화학요법제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혈관계 또는 임파계에 들어갈 수 있다면 버스

트가 큰 화학요법제의 투여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본원에서 기술된 제한된 버스트를 갖

는 본 발명의 이식가능한 시스템이 유리하다.

용매 또는 용매 혼합물은 전형적으로 점성 겔, 즉 중합체와 용매의 합한 양의 약 95 중량% 내지 약 20 중량%의 양으로 존

재하며, 바람직하게는 약 70 중량% 내지 약 30 중량%의 양으로, 종종 60-40 중량%의 양으로 존재한다. 중합체 및 용매를

혼합하여 형성된 점성 겔은 혼합이 완료된지 약 1-2 일 후에 Haake 전류계를 사용하여 1.0 sec-1 전단 속도 및 25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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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전형적으로 약 1,000 내지 약 200,000 포이즈, 바람직하게는 약 5,000 내지 약 50,000 포이즈의 점도를 나타낸다.

제조되어지는 조성물의 구체적인 물성에 따라 당업계의 숙련가에 의해 좀더 짧은 시간과 긴 시간이 선택될 수 있을지라도,

용매와 중합체의 혼합은 약 10 분 내지 약 1 시간 동안 Ross 이중 유성식 혼합기와 같은 통상적인 저 전단 설비를 사용하

여 달성될 수 있다. 주입가능한 조성물로서 이식물을 투여하는 것이 종종 바람직하기 때문에, 점성 겔인 이식물을 형성할

때의 상쇄될 (countervailing) 고려사항은 중합체/용매/효능제 조성물의 점도가 충분히 낮아 이들이 소 직경, 예컨대 18-

20 게이지 니들을 관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주입용 겔의 점도 조절은 본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유화제를 사

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 그럼에도, 상기 조성물은 국소적으로 유지되고 필요하다면 제거될 수 있도록 적절한 치수 안정성

을 가져야 한다. 본 발명의 구체적인 겔 또는 겔과 유사한 조성물은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

중합체 조성물이 주입가능한 겔로서 투여된다면, 니들로부터 점성 겔을 분배하기에 적당한 힘 및 잠재적인 버스트 효과를

주기 위하여 중합체 용해도는 얻어진 겔 점도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 점성 겔은 효능제가 상당한 버스트 효

과를 나타내지 않고 전달될 수 있게 하나, 니들을 통하여 겔을 분배하는 것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경우에 따

라 유화제가 조성물에 첨가될 수 있다. 또한, 조성물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도는 일반적으로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용이하게 주입가능한 조성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떤 용도에서는 가열에 의해 겔의 점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40 중량%의 50:50 락트산:글리콜산 중합체 및 60 중량%의 트리아세틴으로부터 제

조된 겔은 표준 20 게이지 니들을 통하여 2 cc/분으로 겔을 분배시키기 위해 약 40 psig를 필요로 한 반면, 동일한 양의 중

합체와 60 중량%의 N-메틸-2-피롤리돈으로부터 제조된 겔은 단지 약 8 psig를 필요로 한다. 도 1은 또한 유화제 (이 경

우에 10 % 에탄올 용액의 33 중량%)가 본 발명에 따라 점성 겔에 첨가될 때, 필요한 분배력은 단지 약 2 psig만인 것을 도

시한다. 본 발명의 저장 겔 조성물의 전단감점성 (shear thinning) 특성은 과도한 분배압이 없이 표준 게이지 니들을 사용

하여 이들이 인간을 비롯한 동물 내로 쉽게 주입되게 한다.

유화제가 오리피스 혼합기와 같은 통상적인 정적 또는 기계적 혼합 장치를 사용하여 중합체와 용매로부터 형성된 점성 겔

과 혼합될 때, 유화제는 전형적으로 약 100 미크론 미만의 평균 직경을 갖는 극미 크기의 분산된 소적으로 구성된 분리된

상을 형성한다. 연속 상은 중합체와 용매로 형성된다. 효능제 입자는 연속 상 또는 소적 상 중에서 용해되거나 분산될 수

있다. 생성된 요변성(thixotropic) 조성물에서, 유화제의 소적이 전단 방향으로 연장하며 실질적으로 중합체 및 용매로부

터 형성된 점성 겔의 점도를 감소시킨다. 예를 들면, 25 ℃, 1.0 sec-1에서 측정한 점성 겔의 점도가 약 5,000 내지 약

50,000 포이즈인 경우, Haake 전류계에 의해 측정 시, 25 ℃에서 10 % 에탄올/물 용액으로 유화시켰을 때 100 포이즈 미

만까지의 점도 감소를 얻을 수 있다.

유화제가 사용되었을 때, 이식가능한 저장 겔 조성물의 양 (즉, 중합체, 용매, 유화제 및 효능제의 합한 양)을 기준으로 유

화제는 전형적으로 약 5 내지 약 80 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20 내지 약 60 중량%, 종종 30 내지 50 중량%에 이르는 양으

로 존재한다. 유화제는 예를 들면, 중합체 용매 또는 용매 혼합물과 충분히 혼화성이 아닌 용매를 포함한다. 유화제를 예시

하면, 물, 알콜계, 폴리올계, 에스테르계, 카르복실산계, 케톤계, 알데히드계 및 이들의 혼합물이다. 바람직한 유화제는 알

콜계, 프로필렌 글리콜,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롤, 물 및 이들의 용액 및 혼합물이다. 특히 바람직한 것은 물, 에탄올, 및 이

소프로필 알콜 및 이들의 용액 및 혼합물이다. 유화제의 종류는 분산된 소적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에탄올

은, 21 ℃에서 염화나트륨 0.9 중량%를 함유하는 등장성 염수 용액을 사용하여 얻은 소적 보다 약 10 배 더 클 수 있는 평

균 직경을 갖는 소적을 제공할 것이다.

도 3은 유화제가 없는 점성 겔의 점도와 비교하여, 트리아세틴 50 중량% 및 50:50 락트산:글리콜산의 50 중량%로부터 형

성된 점성 겔을 사용하여 물만을 그리고 2:1 중량비 (겔 : 유화제)로 에탄올 10 부피%를 함유하는 수성 혼합물을 사용하여

상이한 전단 속도에서의 점도를 도시한다.

유화제는 조성물 성분의 농도를 단순 감소시킴으로써 점도를 강하시키는 희석제만으로는 구성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도

록 한다. 통상적인 희석제를 사용하면 점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또한 희석된 조성물이 주입될 때 이전에 전술한 버스트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대조적으로, 본 발명의 주입가능한 저장 조성물은, 일단 특정 장소에 주입되면 유화제가 원래 시

스템의 방출성에 거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용매와 유화제를 선택함으로써 버스트 효과를 피하도록 제형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식 시스템이 바람직하게는 점성 겔로서 형성되기 때문에, 전달 방식이 종종 바람직할 수 있더라도 이식물의

투여 수단은 주입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식물이 리브-비하인드 (leave-behind) 제품으로서 투여되는 경우, 수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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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후 존재하는 체공에 맞도록 형성될 수 있거나 또는 잔여 조직 또는 뼈 상에 겔을 브러싱하거나 팰렛화함에 의해 유동

성 겔로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적용으로 인해 주입가능한 조성물에 전형적으로 제공되는 농도 이상으로 겔에 효능제가

적재되게 할 수 있다.

효능제는 제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 및 본 발명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유리한 결과에 실질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산화방지제, 안정화제, 침투 증강제 등의 부가 성분과 임의 조합된 임의의 생리학적으로 또는 제약학적으로 활성

물질(들)일 수 있다. 효능제는, 중합체 용해성 용매 보다는 물에 좀더 가용성인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에 전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임의의 제제일 수 있다. 이들 제제는 약제, 의약, 비타민, 영양제 등을 포함한다. 상기 기재 사항을 만족

하는 제제의 유형 중에는 저분자량 화합물, 단백질, 펩티드, 유전자 물질, 영양제, 비타민, 음식 보충물, 성 살균제(sex

sterilant), 생식력 억제제 및 생식력 촉진제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해 전달될 수 있는 약제는 말초신경, 아드레날린 수용체, 콜린성 수용체, 골격 근육, 심장 혈관계, 평활 근육,

혈액 순환계, 시놉틱 사이트 (synoptic site), 신경주효기관 결합부, 내분비계 및 호르몬계, 면역계, 생식계, 골격계, 오타코

이드계, 소화기관 및 배설계, 히스타민계 및 중추신경게에 작용하는 약물을 포함한다. 적당한 약제는 예를 들면, 단백질,

효소, 호르몬, 폴리뉴클레오티드, 핵단백질, 다당류, 당단백, 지단백, 폴리펩티드, 스테로이드, 진통제, 국소 마취제, 항생

제, 항염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안약 및 이들 종의 합성 유사체로부터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의해 전달될 수 있는 약물의 예는 프로클로르페르진 에디실레이트, 황산제일철, 아미노카프로산, 메카

밀아민 염산염, 프로카인아미드 염산염, 암페타민 술페이트, 메탐페타민 염산염, 벤즈암페타민 염산염, 이소프로테레놀 술

페이트, 펜메트라진 염산염, 염화베탄콜, 염화메타콜린, 필로카르핀 염산염, 아트로핀 술페이트, 브롬화스코폴아민, 요오

드화이소프로파미드, 염화트리디헥세틸, 펜포르민 염산염, 메틸페니데이트 염산염, 테오필린 콜리네이트, 세파렉신 염산

염, 디페니돌, 메클리진 염산염, 프로클로르페라진 말레에이트, 페녹시벤자민, 티에틸페르진 말레에이트, 아니신돈, 디페

나디온 에리트리틸 테트라니트레이트, 디곡신, 이소플루오로페이트, 아세트아졸아미드, 메타졸아미드, 벤드로플루메티아

지드, 클로로프로마이드, 톨라즈아미드, 클로르마디논 아세테이트, 페나글리코돌, 알로푸리놀, 알루미늄 아스피린, 메토트

레세이트, 아세틸 술피속사졸, 에리트로마이신, 히드로코르티손, 히드로코르티코스테론 아세테이트, 코르티손 아세테이

트, 덱사메타손 및 그의 유도체 (예: 베타메타손, 트리암시놀온, 메틸테스토스테론, 17-S-에스트라디올, 에티닐 에스트라

디올,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3-메틸 에테르, 프레드니솔론, 17α-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 19-노르-프로게스테

론, 노르게스트렐, 노르에틴드론, 노르에티스테론, 노르에티에데론, 프로게스테론, 노르게스테론, 노르에티노드렐, 아스피

린, 인도메타신, 나프록센, 페노프로펜, 술린닥, 인도프로펜, 니트로글리세린, 이소소르비드 디니트레이트, 프로프라놀올,

티몰올, 아테놀올, 알프레놀올, 시메티딘, 클로니딘, 이미프라민, 레보도파, 클로르프로마진, 메틸도파, 디히드록시페닐알

라닌, 테오필린, 칼슘 글루코네이트, 케토프로펜, 이부프로펜, 세팔렉신, 에리트로마이신, 할로페리돌, 조메피락, 제 1 철

락테이트, 빈카민, 디아제팜, 페녹시벤자민, 딜티아젬, 밀리논, 만돌, 쿠안벤즈,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라니티딘, 플루르

비프로펜, 페누펜, 플루프로펜, 톨메틴, 알클로페낙, 메페나믹, 플루페나믹, 디푸이날, 니모디핀, 니트렌디핀, 니솔디핀, 니

카르디핀, 펠로디핀, 리도플라진, 티아파밀, 갈로파밀, 암로디핀, 미오플라진, 리시놀프릴, 에날라프릴, 에날라프릴라트,

카프토프릴, 라미프릴, 파모티딘, 니자티딘, 수크랄페이트, 에틴티딘, 테트라톨올, 미녹시딜, 클로르디아제프옥시드, 디아

제팜, 아미트립틸린, 및 이미프라민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른 예는, 뼈 형태발생 단백질, 인슐린,

콜히친, 글루카곤,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갑상선 및 뇌하수체 호르몬, 칼시토닌, 레닌, 프로락틴, 코르티코트로핀, 향갑상

선 호르몬, 소포 자극 호르몬, 융모막 고나도트로핀, 고나도트로핀 방출 호르몬, 소의 소마토프로핀, 돼지의 소마토트로핀,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GRF, 소마토스타틴, 리프레신, 판크레오지민, 황체형성 호르몬, LHRH, LHRH 작용제 및 길항제,

류프롤라이드, 인터페론 (예: 인터페론 알파-2a, 인터페론 알파-2b 및 컨센서스 인터페론), 인터류킨, 인간의 성장 호르몬

과 그의 유도체 (예: 메티온-인간 성장 호르몬 및 데스-페닐알라닌 인간 성장 호르몬, 소의 성장 호르몬 및 돼지의 성장 호

르몬)와 같은 성장 호르몬,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생식력 억제제, 생식력 촉진제, 인술린형 성장 인자와 같은 성장 인자,

응고 인자, 인간의 췌장 호르몬 방출 인자, 이들 화합물의 유사체 및 유도체, 및 이들 화합물의 제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또는 이들의 유사체 또는 유도체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단백질 및 펩티드이다.

본 발명은 또한 전신 부작용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상기 제제의 국소 적용을 위한 화학요법제의 용도에 관한 것이

다. 화학요법제를 함유하는 본 발명의 겔은 시간에 따라 화학요법제의 지속 전달을 위하여 종양 조직 내로 직접 주입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특히 종양의 절제 후, 겔을 생성된 공동 내로 직접 이식하거나 남아있는 조직에 코팅물로서 도포할 수

있다. 겔이 수술 후 이식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소직경 니들을 관통하여 통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점도가 더 높은 겔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에 따라 전달될 수 있는 대표적인 화학요법제는 예를 들면, 카르보플라틴, 시스플라틴, 파

클리탁셀, BCNU, 빈크리스틴, 캄프토테신, 에토프시드, 시토킨, 리보자임, 인터페론,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및 종양 유전자

의 전이 또는 전사를 억제하는 올리고뉴레티드 서열, 전술한 그리고 미국 특허 제 5,651,986 호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일

반적으로 알려진 화학요법제의 관능성 유도체를 포함한다. 본 출원은, 예를 들면 시스플라틴 및 카르보플라틴 및 파클리타

등록특허 10-0616793

- 15 -



셀의 수용성 유도체 등의 수용성 화학요법제의 지속적인 전달에서 특별한 유용성을 갖는다. 버스트 효과를 최소화하는 본

발명의 특징은 모든 종류, 그러나 특히 임상적으로 유용하고 효과적이나 좋지 않은 부작용을 가질 수 있는 화합물의 수용

성 효능제의 투여에 특히 유리하다.

전술하지 않은 범위까지, 전술한 미국 특허 제 5,242,910 호에 기술된 효능제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별한 잇

점 하나는 효소 라조자임, 및 바이러스성 및 비바이러스성 벡터에 삽입된 cDNA 및 DNA에 의해 예시된 것과 같은 단백질

등의 물질 (이는 미세켑슐화되거나 미세구로 가공되기 곤란함)이, 다른 처리 기술에서 종종 존재하는 고온 및 변성 용매에

노출되어 유발된 분해 정도가 없이 본 발명의 조성물 중에 혼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효능제는 바람직하게는 평균 입도가 전형적으로 약 0.1 내지 약 100 미크론, 바람직하게는 약 1 내지 약 25 미크론, 종종

2 내지 10 미크론인 입자 형태로 중합체 및 용매로부터 제조된 점성 겔 내로 혼입된다. 예를 들면, 평균 입도가 약 5 미크

론인 입자들은 50 % 수크로스 및 50 % 닭의 리소자임(건조 중량 기준)을 함유하는 수성 혼합물 및 10-20 % hGH 및 15-

30 mM 아연아세테이트의 혼합물을 분무 건조 또는 냉동 건조시켜 제조되었다. 이러한 입자는 도면에서 예시된 특정 실시

예에서 사용되었다. 적절한 냉동 및 건조 사이클을 이용하여 크기가 변화되는 효능제의 입자를 형성하기 위해 종래의 냉동

건조 과정이 또한 이용될 수도 있다.

중합체 및 용매로부터 형성된 점성 겔 중의 효능제 입자의 현탁액 또는 분산액을 형성하기 위하여, 임의의 통상적인 저전

단 장치, 예컨대 주변 조건에서 Ross 이중 위성식 혼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효능제를 분해시키지 않고 실

질적으로 효능제를 효율적으로 분포시킬 수 있다.

효능제는 전형적으로 중합체, 용매 및 효능제의 합한 양의 약 1 내지 약 50 중량%의 양으로, 바람직하게는 약 5 내지 약

30 중량%의 양으로, 종종 10 내지 20 중량%의 양으로 조성물 중에 용해되거나 분산된다. 조성물에 존재하는 효능제의 양

에 따라, 상이한 방출 프로필 및 버스트 지수를 얻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공된 중합체 및 용매의 경우, 상기 성분

들의 양 및 효능제의 양을 조절하여 조성물로부터의 효능제의 확산 보다 조성물의 분해에 더 의존하는 또는 역으로인 방출

프로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효능제 적재 속도가 낮은 경우 방출 속도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중합체의 분해 반

영 방출 프로필을 일반적으로 얻는다. 보다 높은 적재 속도에서, 일반적으로 방출 속도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효능제의

확산에 의해 유발된 방출 프로필을 얻는다. 중간 적재 속도에서는, 바람직하다면, 실질적으로 일정한 방출 속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한 방출 프로필을 얻는다. 버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 겔 조성물, 즉 중합체, 용매 및 효능제의 30 중량%

이하의 정도로 효능제를 적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 중량% 이하의 적재가 보다 바람직하다.

효능제의 방출 속도 및 하중은 목적하는 지속 전달 기간에 걸쳐 효능제의 치료학적으로 효과적인 전달을 제공하도록 조절

될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효능제는 효능제가 분배되는 약제 저장부를 제공하도록 수 중의 효능제의 포화 농도 이상의 농

도로 중합체 겔 중에 존재할 것이다. 효능제의 방출 속도가 투여될 효능제와 같은 특정한 환경에 의존하는 반면, 약 7 내지

약 90 일 동안 약 0.1 내지 약 100 ㎍/일, 바람직하게는 약 1 내지 약 10 ㎍/일의 정도로 방출 속도가 달성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걸쳐 전달이 일어난다면 더많은 양이 전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다 큰 버스트가 용인될 수 있다면 방출 속도가

더 클 수 있다. 겔 조성물이 수술에 의해 이식되는 경우에, 또는 질병 상태 또는 또다른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동시

에 행해질 때 "리브 비하인드" 저장부로서 겔 조성물이 사용되는 경우, 이식물이 주입된다면 통상 투여되는 고단위 복용량

을 제공할 수 있다. 추가로, 효능제의 복용량은 이식된 겔의 부피 또는 주입된 주입가능한 겔의 부피를 조정함으로써 제어

될 수 있다. 리소자임에 관한 도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스템이 보다 더 점성인 경우 버스트 효과를 피할 수 있으며,

첫 번째 날 동안에는 조성물 중의 효능제의 1 중량%의 정도로 전달될 수 있다.

도 5A 및 5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조성물로부터 쥐에서 얻은 인간 성장 호르몬 ("hGH")의 대표적인 방출 프로필을 예시

한다. 벤질 벤조에이트의 잇점은 상기 비교에서 명백하다. hGH-벤질 벤조에이트 이식물은 hGH가 안정화되지 않는 경우

(도 5A) 및 hGH가 아연 이온으로 안정화되는 경우 (도 5B) 모두 낮은 버스트 및 방출 시간에 따른 hGH의 거의 0차 서방

성을 보여준다.

다른 성분들이 조성물에 유용한 성질을 제공하거나 바랄 수 있는 정도까지 겔 조성물 중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성분들은

폴리에틸렌 글리콜, 습도제 (hydroscopic agent), 안정화제, 세공 형성제, 및 기타이다. 조성물이 수성 환경에서 가용성이

거나 불안정한 펩티드 또는 단백질을 포함하는 경우, 조성물 중에, 예컨대 안정화제일 수 있는 용해도 조절제를 포함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수 있다. 여러가지 조절제는 본원에 참고로 인용삽입되어 있는, 미국 특허 제 5,654,010 호 및 동 제

5,656,297 호에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hGH의 경우에 이가 금속, 바람직하게는 아연의 염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효능제와 복합물을 형성하거나 결합하여 안정화 또는 조절된 방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상기 조절제 및 안정화제의

예는 탄산마그네슘, 탄산아연, 탄산칼슘, 아세트산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아세트산아연, 황산아연, 염화아연, 염화마그

네슘, 산화마그네슘, 수산화마그네슘, 기타 제산제 등으로서 조성물 중에 존재하는 바람직하게는 이가의 금속계를 포함한

등록특허 10-0616793

- 16 -



다. 사용된 이러한 시약의 양은 혹시 있다면 형성된 복합물의 특성 또는 효능제와 시약 사이의 결합의 특성에 의존할 것이

다. 용해도 조절제 또는 안정화제 대 효능제의 몰비는 약 100:1 내지 1:1, 바람직하게는 10:1 내지 1:1이 통상 이용될 수

있다.

세공 형성제는, 체액과 접촉하였을 때 용해되거나, 분산되거나 또는 분해되어 중합체 매트릭스 내에 세공 또는 채널을 만

드는 생체적합성 물질을 포함한다. 전형적으로, 당 (예를 들면, 수크로스, 덱스트로스), 수용성 염 (예를 들면, 염화나트륨,

인산나트륨, 염화칼슘, 및 탄산나트륨), 수용성 용매 (예컨대, N-메틸-2-피롤리돈 및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 수용성 중합

체 (예컨대, 카르복스메틸셀룰로스,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등) 등과 같은 수용성인 유기 및 비유기 물질을 통상적으로

세공 형성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중합체 중량의 약 0.1 내지 약 100 %의 변화하는 양으로 존재할 수 있

으나, 전형적으로 중합체 중량의 50 % 미만으로, 보다 전형적으로는 10-20 % 미만으로 존재할 것이다.

효능제가 없는 본 발명의 조성물은 상처 치유, 뼈 치료 및 다른 구조적인 지지 목적에 유용하다.

본 발명의 여러가지 면을 더 이해하기 위하여, 전술된 도면에서 공개된 결과를 하기 실시예에 따라 얻었다.

실시예 1

50 % 수크로스 및 50 % 닭의 리소자임 (건조 중량 기준)을 분무 건조하여 리소자임 입자를 만들었다.

50:50의 락트산:글리콜산 공중합체의 40 중량%를 갖는 트리아세틴 60 중량%를 37 ℃로 밤새도록 가열하여 점성 겔 물질

을 제조하였다. 점성 겔을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리소자임 입자를 20:80 리소자임 입자:겔 (중량비)의 비율로 점성 겔에 첨

가하였다. 조합물을 5 분 동안 혼합시켰다. 사용 직전에, 10 % 에탄올, 90 % 등장성 염수 용액을 유화제로서 첨가하였다.

유화제는 총 주입가능한 저장 겔 조성물 중 1/3을 이루었다. 제조된 조성물은 주입에 적당하였다.

도 2는 도 1에 관하여 기술된 조성물로부터 수득한 시험관내 방출 속도를 도시한다. 50:50 락트산:글리콜산 중합체 40 중

량% 및 트리아세틴 60 중량%로부터 제조된 겔은 농후하고 따라서 주입하기에는 곤란하나 버스트가 거의 없었다 (효능제

의 2 % 미만이 첫 번째 8일 안에 전달된다). 50:50 락트산:글리콜산 중합체 40 중량% 및 n-메틸-2-피롤리돈 60 중량%로

부터 제조된 겔은 묽고 주입가능하나 버스트가 크다 (효능제의 70 % 초과가 첫 번째 8 일 안에 전달된다). 50:50 락트산:

글리콜산 중합체 27 중량%, 트리아세틴 40 중량%, 및 10 % 에탄올의, 90 % 등장성 염수 용액 33 중량%로부터 제조된 겔

은 묽고 주입가능하나 버스트가 거의 없다 (효능제의 10 % 미만이 첫 번째 8 일 안에 전달된다). 각 경우에, 리소자임은 효

능제이며 효능제, 중합체 및 용매를 합친 제제의 20 중량%를 이룬다.

실시예 2 - hGH 입자 제조

인간 성장 호르몬 (hGH) 입자 (아연 아세테이트 임의 함유)를 하기와 같이 제조하였다:

수 중의 hGH 용액 (5 mg/ml) (BresaGen Corporation, Adelaide, Australia)을 농도/투석 선택기 디아필러링 기기

(Concentration/Dialysis Selector diafiltering apparatus)를 사용하여 10 mg/ml로 농축시켰다. 그 후 디아필터된 hGH

용액을 5 배 부피의 트리스 또는 포스페이트 완충 용액 (pH 7.6)으로 세척하였다. 이어서 hGH 입자를 통상적인 기술을 사

용하여 분무 건조 또는 냉동 건조에 의해 형성시켰다. hGH (5 mg/mL) 함유 인산염 완충 용액 (5 또는 50 mM) 및 다양한

농도의 아연 아세테이트 (0 내지 30 mM)을 하기 파라미터에서 설정된 야마토 미니 스프레이드라이어 (Yamato Mini

Spraydryer)로 분무 건조시켰다.

 분무 건조기 파라미터  설정

 분무 공기  2 psi

 유입부 온도  120 ℃

 흡입기 다이알  7.5

 용액 펌프  2-4

 메인 공기 밸브  40-45 psi

크기가 2 - 100 미크론 사이인 hGH 입자를 얻었다. 냉동건조된 입자는 하기 냉동 및 건조 사이클에 따라 두라스탑

(Durastop) μP 냉동건조기를 사용하여 hGH 함유 (5 mg/ml) 트리스 완충 용액 (5 또는 50 mM : pH 7.6) 및 다양한 농도

의 아연 아세테이트 (0 내지 30 mM)로부터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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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 사이클  2.5 C/분으로 -30 ℃까지 질주한 후 30 분간 유지

 2.5 C/분으로 -30 ℃부터 -50 ℃까지 질주한 후 60 분간 유지

 건조 사이클  0.5 C/분으로 10 ℃까지 질주한 후 960 분간 유지

 0.5 C/분으로 20 ℃까지 질주한 후 480 분간 유지

 0.5 C/분으로 25 ℃까지 질주한 후 300 분간 유지

 0.5 C/분으로 30 ℃까지 질주한 후 300 분간 유지

 0.5 C/분으로 5 ℃까지 질주한 후 5000 분간 유지

크기가 2 - 100 미크론 사이인 hGH 입자를 얻었다.

hGH 아연 복합 용액 제조

트리스 완충액 및 인산염 완충액을 사용하여 아연 아세테이트 용액을 제조하였다. 바람직한 몰 부피의 트리즈마 염산염 및

트리즈마 염기를 별도로 제조하였다 (5 또는 50 mM). 트리즈마 염기 용액의 pH를 측정하였으며, 상응하는 트리즈마 염산

염 용액을 첨가하여 최종 pH가 7.6이 되게 트리즈마 염기 용액의 pH를 조절하였다. 원하는 몰 부피의 아연 아세테이트를

완충 용액에 첨가하였다. 원하는 몰 부피의 인산나트륨 일염기 및 인산나트륨 이염기를 별도로 제조하였다 (5 또는 50

mM). 아지드화나트륨(0.2 % w/w)을 각 인산염 용액에 첨가하였다. 이염기성 용액의 pH를 측정하고 이염기성 용액의 pH

를 조절하기 위하여 상응하는 일염기성 용액을 첨가하여 최종 pH를 7.6으로 하였다. 원하는 몰 부피의 아연 아세테이트를

완충 용액에 첨가하였다. 아연 아세테이트 함유 트리스 또는 인산염 완충액을 디아필터된 hGH 용액에 첨가하여 원하는 최

종 아연 아세테이트 몰 부피를 얻었다 (5 및 30 mM 사이). 최종 hGH 농도는 5 mg/ml이었다.

겔 비히클 제조

메틀러 (Mettler) PJ3000 탑 로더 밸런스에서 유리 용기의 무게를 달았다. 폴리(D,L-락티드-코-글리콜리드) 50:50

RESOMER(등록상표) RG502 (PLGA-502)를 유리 용기 내에서 칭량하였다. PLGA-502 함유 유리 용기의 무게를 재고

상응하는 용매를 첨가하였다. 여러가지 중합체/용매 조합물에 대해 백분율로 표현된 양이 하기 표 2에 개시되어 있다. 중

합체/용매 혼합물을 스테인레스 스틸 사각끝 스패츌라로 수동으로 교반하여 백색 중합체 입자를 함유하는 끈적거리는 호

박색 페이스트성 물질을 얻었다. 중합체/용매 혼합물을 함유하는 용기를 밀봉하고 39 ℃로 균형이 유지된 온도 조절 인큐

베이터 내에 놓았다. 중합체/용매 혼합물이 투명한 호박색 균질 겔이 되는 것으로 보일 때 이들을 인큐베이터에서 제거하

였다. 인큐베이션 시간 간격은 용매와 중합체 종류 및 용매와 중합체 비율에 의존하여 1 내지 4일에 이른다. 부가적인 저장

겔 비히클을 하기 중합체로부터 제조한다: 폴리(D,L-락티드-코-글리콜리드) 50:50 RESOMER(등록상표) L104, PLGA-

L104, 코드 번호. 33007, 폴리(D,L-락티드-코-글리콜리드) 50:50 RESOMER(등록상표) RG206, PLGA-206, 코드 번호.

8815, 폴리(D,L-락티드-코-글리콜리드) 50:50 RESOMER(등록상표) RG502, PLGA-502, 코드 0000366, 폴리(D,L-락

티드-코-글리콜리드) 50:50 RESOMER(등록상표) RG502H, PLGA-502H, 코드 번호. 260187, 폴리(D,L-락티드-코-글

리콜리드) 50:50 RESOMER(등록상표) RG503, PLGA-503, 코드 번호. 0080765, 폴리(D,L-락티드-코-글리콜리드)

50:50 RESOMER(등록상표) RG506, PLGA-506, 코드 번호. 95051, 폴리(D,L-락티드-코-글리콜리드) 50:50

RESOMER(등록상표) RG755, PLGA-755, 코드 번호. 95037, (Boehringer Ingelheim Chemicals, Inc., Petersburg,

VA), 및 하기 용매 또는 혼합물: 글리세릴 트리아세테이트(Eastman Chemical Co., Kingsport, TN), 벤질 벤조에이트

("BB"), 에틸 벤조에이트("EB"), 메틸 벤조에이트("MB"), 트리아세틴("TA") 및 트리에틸 시트레이트("TC")(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용매 조합, 예컨대 20 % 트리아세틴 및 80 % 벤질 벤조에이트가 사용되었을 때, 용매 혼합

물을 예비칭량된 건조 중합체에 직접 첨가하였다. 대표적인 중합체 분자량은 14,400 - 39,700 (Mw)[6,400 - 12,200

(Mn)] 범위 내에 있었다. 대표적인 겔 비히클이 하기 표 2에 기술되어 있다.

[표 2]

겔 비히클

 용매/중합체  용매  중합체  용매량  중합체량  겔 중량  비율

 50/50  BB  PLGA-502  5 g  5 g  10 g  1.0

 50/50  TA/BB 혼합물  PLGA-502  5 g  5 g  10 g  1.0

 60/40  TA/BB 혼합물  PLGA-502  6 g  4 g  10 g  1.5

 70/30  TA/BB 혼합물  PLGA-502  7 g  3 g  10 g  2.3

 80/20  TA/BB 혼합물  PLGA-502  8 g  2 g  10 g  4.0

 50/50  EB  PLGA-502  5 g  5 g  10 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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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0  TA/EB 혼합물  PLGA-502  5 g  5 g  10 g  1.0

 50/50  BB  PLGA-502  25 g  25 g  50 g  1.0

 55/45  BB  PLGA-502  27.5 g  22.5 g  50 g  1.2

 50/50  BB  PLGA-502  50 g  50 g  100 g  1.0

 50/50  TA/BB 혼합물  PLGA-502  50 g  50 g  100 g  1.0

 50/50  BB  PLGA-502H  5 g  5 g  10 g  1.0

 50/50  BB  PLGA-503  50 g  50 g  100 g  1.0

약제 적재

상기와 같이 제조된, 아연 아세테이트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분무건조된 또는 냉동건조된 hGH 입자(10-20 % w/w)를 특정

한 투명한 호박색 저장 겔 비히클에 첨가하고 건조 분말이 완전히 습윤될 때까지 수동으로 블렌딩시켰다. 이어서, 사각-끝

금속 스페츌라가 부착된 카프라모(Caframo) 기계식 교반기를 사용하여 밀크성 담황색 입자/겔 혼합물을 통상적으로 혼합

하여 완전히 블렌딩하였다. 생성된 제제가 하기 표 3 및 4에 예시된다. "L"은 냉동건조된 hGH 입자를 표시하고 "SD"는 분

무 건조된 hGH 입자를 표시한다. 최종 균질 겔 제제를 저장 또는 분배하기 위하여 3, 10 또는 30 cc 일회용 실린지로 옮겼

다.

[표 3]

생체내 hGH

 제제  중합체  용매  약제 입자  트리즈마 완충

액(mM) 농도  PLGA  농도  종류  농도  방법  아연 농도(mM)

 A  45 %  502  45 %  TA  10 %  L  0  50

 B  45 %  502  45 %  TA  10 %  L  7.5  50

 C  45 %  502  45 %  TA  10 %  L  15  50

 D  45 %  502  45 %  BB  10 %  L  0  50

 E  45 %  502  45 %  BB  10 %  L  7.5  50

 F  45 %  502  45 %  BB  10 %  L  15  50

 G  45 %  502  45 %  NMP  10 %  L  0  50

 H  45 %  502  45 %  NMP  10 %  L  15  50

 I  45 %  502  45 %  TA  10 %  SD  0  50

 J  45 %  502  45 %  TA  10 %  SD  7.5  50

 K  45 %  502  45 %  BB  10 %  SD  0  50

 L  45 %  502  45 %  BB  10 %  SD  7.5  50

[표 4]

생체내 hGH (모든 경우에 아연 농도는 15 mM임)

 제제  중합체  용매  약제 입자  트리즈마 완충

액(mM) 농도  PLGA  농도  종류  농도  방법

 F  45 %  502  45 %  BB  10 %  L  50

 N  45 %  502  45 %  80% BB/20% TA  10 %  L  5

 P  45 %  502H  45 %  TA  10 %  L  5

 Q  45 %  502H  45 %  BB  10 %  L  5

 R  45 %  502  45 %  EB  10 %  L  5

 S  45 %  502  45 %  TC  10 %  L  5

 T  40 %  502  40 %  BB  20 %  L  5

 W  45 %  502-2  45 %  BB  10 %  L  5

 X  45 %  502  45 %  TA  10 %  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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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3 - 리소자임 시험관내 연구

달걀 흰자위에서 얻은 리소자임 (Sigma Chemicals Co., St Louis, MO) 시험관내 연구가 수용성이 매우 큰 용매 NMP와

본 발명에서 유용한 덜 가용성인 용매 트리아세틴과 벤질 벤조에이트와의 상이한 비히클 제제를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되

었다. 저장 겔 제제를 3 cc 일회용 실린지로 분배하여 DelrinTM 컵 플랫폼 또는 250 μ메시 1 인치2 폴리프로필렌 스크린

상에서 칭량하였다. 이어서, 저장 겔 제제를 함유하는 컵 또는 스크린을 수용체 완충액 10 ml를 함유하는 플라스틱 바이알

에 침지시켰다. 스냅 방식의 뚜껑을 플라스틱 바이알 위에 놓아 증발을 억제하였다. 저장 겔 제제를 함유하는 바이알을

37 ℃로 맞추어진 Haake 교반 수조에 침지시켰다. 각각의 시점에서, 핀셋으로 저장 겔 제제를 함유하는 DelrinTM 컵 플랫

폼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크린 플랫폼을 수용체 완충액 10 ml를 함유하는 새로운 플라스틱 바이알에 옮겼다. 일회용 전달

피펫으로 수용체 샘플을 HPLC 바이알에 옮겼다. 수용체 완충액은 아지드화나트륨을 함유 (0.2 %)하는 pH 7로 조절된 인

산염 완충 염수, PBS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수용체 완충액은 트윈(tween)-80를 함유 (0.1 %)하였다. 수거 간격은 통상 2,

4, 8 시간, 1, 2, 3, 4, 7, 10 일 및 2, 3, 4, 5, 6, 7, 8 주이었다. 냉동 자동샘플러 (4 ℃)를 사용하여 수용체 샘플 전부를 구

배 용출 역상 고 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RP-HPLC) 평가분석을 이용하여 리소자임 농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벤질 벤조에이트 및 벤질 벤조에이트 용매 혼합물을 이용하는 본 발명의 조성물이 NMP로 형성된 겔 조성물에 의해 나타

난 것 보다 리소자임 버스트가 실질적으로 적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실시예 4 - 시험관내 함수량 연구

저장 겔 비히클을 함유하는 전체 컵 플랫폼을 제거하여 건조하게 블롯하고 특정한 시간 간격으로 무수 플라스틱 바이알에

넣는 것을 제외하고, DelrinTM 컵 플랫폼을 사용하여 생체내 약제 방출에 대해 실시예 3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동일한 과

정을 이용하였다. 수용체 용액은 멸균수이었으며 각 시간 간격에서 남아있는 샘플을 교환하였다. 초기 및 최종 저장 겔 비

히클 중량을 기록하여 중량 변화를 관찰하였다. 함수량을 Vaporizer VA-06이 장착된 Mitsubishi Moisture Meter CA-

06인 칼 피셔 기기(Karl Fischer Apparatus)를 사용하여 저장 겔 비히클에서 구하였다. 선택된 겔에 대한 결과가 도 4A-

4B에서 예시된다. 이들 결과는 본 발명의 겔 조성물이 NMP만을 사용하여 형성된 겔 조성물 보다 실질적으로 물을 덜 흡

수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실시예 5 - hGH 생체내 연구

쥐에서의 생체내 연구에서 본 발명의 이식 시스템을 통하여 hGH의 전신 투여에 대한 hGH의 혈청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하기 개방 프로토콜을 실시하였다. 분무 건조(SD) 또는 냉동건조(L)된 저장 겔 hGH 제제를 주문생산된 0.5 cc 일회용 실

린지에 적재하였다. 일회용 16 게이지 니들을 실린지에 부착하여 순환기 조로 37 ℃까지 가열시켰다. 저장 겔 hGH 제제를

쥐에 주입하고 혈액을 특정 시간 간격으로 채취하였다. 모든 혈청 샘플을 4 ℃에서 저장한 후 분석하였다. 방사 면역 평가

분석(RIA)를 사용하여 변하지 않는 hGH 함량에 대해 샘플을 분석하였다. 트리아세틴 및 벤질 벤조에이트에 대한 대표적

인 결과가 도 5A 및 도 5B에 예시되어 있으며, 본 발명의 조성물에 의해 버스트가 월등히 조절됨이 입증된다.

실시예 6

본 발명의 이식 시스템을 동일양의 인터페론 알파-2a 및 -2b, 컨센서스 인터페론, 메티오닌 인간 성장 호르몬, 데스-페닐

알라린 인간 성장 호르몬, 카르보플라틴 및 인술린형 성장 인자를 사용하여 실시예 2에 따라 제조하였다. 실시예 5에 따라

쥐에 투여된 약제를 함유하는 점성 겔의 양을 개별 약제의 상대적인 생물학적 활성을 고려하여 조절한다. 이식 시스템을

쥐에 이식하여 활성제의 전신 농도를 제공한다.

실시예 7

카르보플라틴 함유 이식 시스템을 실시예 6에 따라 제조하고 종양 보유 쥐의 고형 종양에 직접 주입하였다. 이식 시스템은

종양에 카르보플라틴을 국소 전달하기에 적당하다.

실시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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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0.5, 1 및 2 mg의 수크로스로 안정화된, 0.5, 1.5 및 3 mg의 인터페론 알파-2b, 및 나머지가 적용가능한 50 mg 벤

질 벤조에이트 및 45-49 mg의 PLGA 502를 함유하는 100 mg 이식가능한 저장물 (수 평균 분자량 약 10,000)을 실시예

2(아연을 첨가하지 않음)에 따라 제조하였다. 이식물은 제한된 버스트를 나타내며, 이식에 대해 적당하다. 이식 시스템은

쥐에 이식되어 인터페론 알파-2b의 전신 농도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여러 측면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의미있는 잇점을 얻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식되었을 때 낮거나 최

소의 버스트 효과를 발휘하는 전신 및 국소 투여용 효능제를 함유하는 이식가능한 또는 주입가능한 점성 겔을 얻었다. 더

우기, 단순한 가공 단계를 이용하여 동물 내에 수술에 의해 이식하거나 표준 니들을 통하여 저분배력을 이용하여 수술하지

않고 동물 내의 일정 장소에 주입시킬 수 있는 겔 조성물을 얻을 수 있다. 일단 그 장소에서, 조성물은 실질적으로 버스트

효과를 피하여 원하는 효능제 방출 프로필을 제공할 것이다. 추가로, 일반 효능제가 충분히 투여되었다면, 이들은 완전히

생분해성이기 때문에 이 조성물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 여전히 또다른 잇점으로서, 본 발명은 펩티드 및 헥산 기재 약제와

같은, 특정한 효능제를 분해시킬 수 있는 미립자의 사용 또는 미세캡슐화 기법 (미립자 및 미세캡슐은 사용 환경에서 제거

하기가 곤란할 수 있음)을 피한다는 것이다. 물, 극단의 온도, 또는 기타 용매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점성 겔이 형성되기 때문

에, 효능제의 현탁 입자들은 건조한 상태 및 그들의 원래 형상대로 남아있으며, 이것은 그들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추가로,

덩어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원한다면 주입가능한 저장 겔 조성물이 사용 환경으로부터 회수될 수 있다.

상술한 전형적인 실시태양은 본 발명을 한정하기보다는 모든 측면에서 예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당업계

의 숙련가에 의해 본원에 포함된 기술 사항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상세한 이행의 측면에서 많은 변형을 할 수 있다. 상기

한 모든 변형 및 개질은 하기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된 본 발명의 범위 및 취지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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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락트산 기재 중합체, 이 락트산 기재 중합체와 점성 겔을 형성하기 위한 양의 용매 (이 용매는 벤조산의 저급 알킬 및 아르

알킬 에스터에서 선택되는 것으로, 단일 용매 또는 용매 혼합물을 포함하며 여기에서 저급알킬은 1-6개의 탄소 원자를 가

지며 아르알킬기는 (C1-6알킬)페닐이고, 용매 총량은 겔 비히클의 40 중량% 이상을 구성함), 및 겔에 용해되거나 분산된

효능제를 함유하는, 치료 대상에 대한 효능제의 전신 전달용의 이식가능한 조성물.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락트산 기재 중합체, 이 락트산 기재 중합체와 점성 겔을 형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가소화량의 용매 (이 용매는 단일 용매,

또는 벤조산의 C1-6 알킬 및 (C1-6알킬)페닐 에스테르계로부터 선택된 용매 혼합물을 포함함), 및 겔에 용해되거나 분산

된 효능제를 함유하고, 용매 총량은 겔 비히클의 40 중량% 이상을 구성하는, 치료 대상에 대한 효능제의 전달용의 이식가

능한 생분해성 조성물.

청구항 22.

A) 생체적합성 락트산 기재 중합체;

B) 상기 락트산 기재 중합체를 용해시켜 점성 겔을 형성할 수 있으며, 하기 구조식을 갖는 화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생체적합성 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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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기 식들 중, R1은 C1-6 알킬, 페닐 또는 (C1-6알킬)페닐이고, R2는 (C1-6알킬)페닐 또는 C1-6 알킬이고, R1 및 R2는

동일 또는 상이할 수 있되, 단, R1과 R2가 각각 C1-6 알킬일 때 R1 및 R2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총 탄소 원자의 합한 수는

4 이상인 것을 조건으로 한다);

C) 효능제; 및 하나 이상의

D) 유화제;

E) 세공 형성제;

F) 효능제의 용해도 조절제; 및

G) 삼투제

를 함유하는, 치료 대상에 대한 효능제 전달용의 이식가능한 겔 조성물.

청구항 23.

A) 생체적합성 락트산-기재 중합체;

B) 상기 락트산 기재 중합체를 용해시켜 점성 겔을 형성할 수 있으며, 하기 구조식을 갖는 화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생체적합성 용매:

(상기 식 중, R1은 C1-6 알킬, 페닐 또는 (C1-6알킬)페닐이고, R2는 (C1-6알킬)페닐 또는 C1-6 알킬이고, R1 및 R2는

동일 또는 상이할 수 있되, 단, R1과 R2가 각각 C1-6 알킬일 때 R1 및 R2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총 탄소 원자의 합한 수는

4 이상인 것을 조건으로 한다);

C) 효능제; 및 하나 이상의

D) 유화제;

E) 세공 형성제;

F) 효능제의 용해도 조절제; 및

G) 삼투제

를 함유하는, 치료 대상에 대한 효능제 전달용의 이식가능한 겔 조성물.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R1이 페닐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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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R2이 벤질인 조성물.

청구항 26.

A) 생체적합성 락트산 기재 중합체, 및 벤조산의 C1-6 알킬 및 (C1-6알킬)페닐 에스테르계로부터 선택된 용매를 혼합하

여 점성 겔을 형성하는 단계;

B) 유화제 중에서 용해도 조절제와 연합된 효능제를 분산시키거나 용해시켜 효능제를 함유하는 유화제를 형성하는 단계;

및

C) 점성 겔과 효능제 함유 유화제 (상기 효능제 함유 유화제는 점성 겔 중에 분산된 소적 상을 형성함)를 혼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주입가능한 저장 겔 조성물의 제조 방법.

청구항 27.

A) 생체적합성 락트산 기재 중합체;

B) 벤조산의 저급 알킬 및 아르알킬 에스터에서 선택되는 것으로, 여기에서 저급알킬은 1-6개의 탄소 원자를 가지며 아르

알킬기는 (C1-6알킬)페닐인 생체적합성 용매;

C) cDNA, DNA, 펩티드, 단백질 및 이들의 프래그먼트 및 유도체에서 선택된 효능제; 및 하나 이상의

D) 유화제;

E) 세공 형성제;

F) 효능제의 용해도 조절제; 및

G) 삼투제

를 함유하는, 전신 투여용 겔 조성물.

청구항 28.

A) 생체적합성 락트산 기재 중합체;

B) 벤조산의 저급 알킬 및 아르알킬 에스터에서 선택되는 것으로, 여기에서 저급알킬은 1-6개의 탄소 원자를 가지며 아르

알킬기는 (C1-6알킬)페닐인, 상기 락트산 기재 중합체를 용해시켜 점성 겔을 형성하기에 적당한 용매;

C) 효능제, 및 하나 이상의

D) 유화제;

E) 세공 형성제;

등록특허 10-0616793

- 24 -



F) 효능제와 연합하는 효능제의 용해도 조절제; 및

G) 삼투제

를 함유하며, 용해도 조절제와 연합된 효능제는 적어도 치료 대상에게 효능제를 투여하는 시점까지 상기 용매로부터 분리

된 상태로 유지되는 치료 대상에 대한 효능제의 투여용 키트.

청구항 29.

폴리(락티드-코-글리콜리드)공중합체를 함유하는 효능제, 상기 중합체와 점성 겔을 형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가소화량의

용매; 및 cDNA, DNA, 펩티드, 단백질 및 이들의 프래그먼트 및 유도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효능제를 함유하

고, 용매 총량은 겔 비히클의 40 중량% 이상을 구성하며, 상기 용매는 단일 용매, 또는 벤조산, 프탈산 또는 살리실산의

C1-6 알킬 및 (C1-6알킬)페닐 에스테르계, C1-6알킬 에스테르, 및 페닐, (C1-6알킬)페닐 또는 C1-6 알킬 케톤계로부

터 선택되는 용매 혼합물을 포함하는, 효능제의 전신 전달용의 이식가능한 조성물.

청구항 30.

폴리(락티드-코-글리콜리드)공중합체; 이 중합체와 점성 겔을 형성하기 위한 벤조산의 C1-6 알킬 또는 (C1-6알킬)페닐

에스테르를 함유하는 효과적인 가소화량의 용매, 및 효능제를 함유하고, 용매 총량은 겔 비히클의 40 중량% 이상을 구성

하는, 효능제의 지속 전달용의 이식가능한 조성물.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제 30 항에 있어서, 용매가 벤질 벤조에이트인 조성물.

청구항 33.

제 30 항에 있어서, 효능제의 용해도 조절제를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34.

제 30 항에 있어서, 세공 형성제를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35.

제 30 항에 있어서, 유화제를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36.

제 30 항에 있어서, 삼투제를 함유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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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7.

제 33 항에 있어서, 용해도 조절제가 이가 금속의 염으로부터 선택되는 조성물.

청구항 38.

제 34 항에 있어서, 세공 형성제가 수용성인 조성물.

청구항 39.

제 34 항에 있어서, 세공 형성제가 수용성 당, 염, 용매, 및 중합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조성물.

청구항 40.

제 35 항에 있어서, 유화제가 알콜계, 프로필렌 글리콜,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롤, 물 및 이들의 용액 및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조성물.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제 35 항에 있어서, 유화제가 에탄올, 이소프로필 알콜, 물, 이들의 용액 및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조성

물.

청구항 43.

제 30 항에 있어서, 공중합체의 락트산 : 글리콜산의 단량체 비율이 100 : 0 내지 15 : 85인 조성물.

청구항 44.

제 30 항에 있어서, 공중합체의 수 평균 분자량이 1,000 내지 120,000인 조성물.

청구항 45.

제 30 항에 있어서, 용매가 트리아세틴, 디아세틴, 트리부틸린, 트리에틸 시트레이트, 트리부틸 시트레이트, 아세틸 트리에

틸 시트레이트, 아세틸 트리부틸 시트레이트, 트리에틸글리세리드, 트리에틸 포스페이트, 디에틸 프탈레이트, 디에틸 타르

트레이트, 광유, 폴리부텐, 실리콘 유체, 글리세린, 에틸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리콜, 옥탄올, 에틸 락테이트, 프로필렌 글

리콜, 프로필렌 카르보네이트, 에틸렌 카르보네이트, 부티로락톤, 산화에틸렌, 산화프로필렌, N-메틸-2-피롤리돈, 2-피

롤리돈, 글리세롤 포르말, 메틸 아세테이트, 에틸 아세테이트, 메틸 에틸 케톤, 디메틸포름아미드, 디메틸 술폭시드, 테트

라히드로푸란, 카프로락탐, 데실메틸술폭시드, 올레산, 및 1-도데실아자시클로-헵탄-2-온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성분 용매를 함유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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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제 45 항에 있어서, 성분 용매가 트리아세틴 및 N-메틸-2-피롤리돈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조성물.

청구항 48.

제 45 항에 있어서, 성분 용매가 트리아세틴인 조성물.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삭제

청구항 52.
삭제

청구항 53.
삭제

청구항 54.
삭제

청구항 55.
삭제

청구항 56.
삭제

청구항 57.
삭제

청구항 58.
삭제

청구항 59.

제 18 항에 있어서, 겔이 이식 후 비경질을 유지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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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0.

제 59 항에 있어서, 겔이 이식 후 적어도 24 시간 동안 37 ℃ 미만의 유리 전이 온도를 유지하는 조성물.

청구항 61.

생체적합성 락트산 기재 중합체, 이 락트산 기재 중합체와 점성 겔을 형성하는 생체적합성 용매, 및 효능제를 함유하고, 이

식 후 첫 번째 21 일 안에 수 중에서 그의 벌크 중량의 40 % 이하를 흡수하며, 상기 용매는 단일 용매, 또는 벤조산, 프탈산

또는 살리실산의 C1-6 알킬 및 (C1-6알킬)페닐 에스테르계, C1-6알킬 에스테르, 및 페닐, (C1-6알킬)페닐 또는 C1-6

알킬 케톤계로부터 선택되는 용매 혼합물을 포함하는 이식가능한 겔 조성물.

청구항 62.

제 6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이 이식 후 첫 번째 14 일 안에 수 중에서 그의 벌크 중량의 30 % 미만을 흡수하는 조성물.

청구항 63.

제 62 항에 있어서, 조성물이 이식 후 첫 번째 7 일 안에 수 중에서 그의 벌크 중량의 25 % 미만을 흡수하는 조성물.

청구항 64.

제 21 항 또는 제 22 항에 있어서, 조성물이 이식 후 첫 번째 21 일 안에 수 중에서 그의 벌크 중량의 40 % 이하를 흡수하

는 조성물.

청구항 65.

제 21 항 또는 제 22 항에 있어서, 조성물이 이식 후 첫 번째 14 일 안에 수 중에서 그의 벌크 중량의 30 % 이하를 흡수하

는 조성물.

청구항 66.

제 21 항 또는 제 22 항에 있어서, 조성물이 이식 후 첫 번째 7 일 안에 수 중에서 그의 벌크 중량의 25 % 미만을 흡수하는

조성물.

청구항 67.
삭제

청구항 68.
삭제

청구항 69.
삭제

청구항 7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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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1.
삭제

청구항 72.
삭제

청구항 73.
삭제

청구항 74.

생체적합성 락트산 기재 중합체 및 이 락트산 기재 중합체와 점성 겔을 형성하는 용매로부터 형성된 점성 겔 전체에 용해

되거나 분산된 효능제, 및 유화제, 세공 형성제, 효능제의 용해도 조절제 및 삼투제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버스트 지수

가 8 이하이며, 상기 용매는 단일 용매, 또는 벤조산, 프탈산 또는 살리실산의 C1-6 알킬 및 (C1-6알킬)페닐 에스테르계,

C1-6알킬 에스테르, 및 페닐, (C1-6알킬)페닐 또는 C1-6 알킬 케톤계로부터 선택되는 용매 혼합물을 포함하는, 효능제

의 전신 운반용의 이식가능한 겔 조성물.

청구항 75.

제 74 항에 있어서, 효능제가 중합체, 용매 및 효능제를 합친 양의 1 내지 50 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조성물.

청구항 76.

생체적합성 락트산 기재 중합체, 및 이 락트산 기재 중합체와 점성 겔을 형성하는 용매로부터 형성된 점성 겔 전체에 용해

되거나 분산된 효능제, 및 유화제, 세공 형성제, 효능제의 용해도 조절제 및 삼투제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상기 용매가

단일 용매, 또는 벤조산, 프탈산 또는 살리실산의 C1-6 알킬 및 (C1-6알킬)페닐 에스테르계, C1-6알킬 에스테르, 및 페

닐, (C1-6알킬)페닐 또는 C1-6 알킬 케톤계로부터 선택되는 용매 혼합물을 포함하는, 효능제의 전신 전달용의 이식가능

한 겔 조성물로서, 효능제의 국소 투여를 위한 전달 기간에 걸쳐 전달되어야 하는 효능제 양의 20 중량% 이하가 이식 후

24 시간 안에 방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77.

제 74 항 또는 제 76 항에 있어서, 효능제가 cDNA, DNA, 단백질, 펩티드 및 이들의 유도체나 프래그먼트, 또는 화학요법

제인 조성물.

청구항 78.

제 77 항에 있어서, 효능제가 인간 성장 호르몬, 메티오닌-인간 성장 호르몬, 데스-페닐알라닌 인간 성장 호르몬, 인터페

론 알파-2a, 인터페론 알파-2b, 또는 컨센서스(consensus) 인터페론인 조성물.

청구항 79.

제 74 항 또는 제 76 항에 있어서, 용매가 벤조산의 저급 알킬 및 아르알킬 에스터에서 선택되는 것으로, 여기에서 저급알

킬은 1-6개의 탄소 원자를 가지며 아르알킬기는 (C1-6알킬)페닐인 용매를 함유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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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0.

제 79 항에 있어서, 용매가 페닐산의 C1-6 알킬 및 (C1-6알킬)페닐 에스테르계; (C1-6알킬)페닐, 페닐 및 C1-6 알킬 케

톤계; 및 시트르산의 C1-6 알킬 에스테르계로부터 선택되는 조성물.

청구항 81.

제 74 항 또는 제 76 항에 있어서, 락트산 기재 중합체가 폴리락티드계, 폴리글리콜리드계, 폴리카프로락톤계, 폴리무수물

계, 폴리아민계, 폴리우레탄계, 폴리에스테르아미드계, 폴리오르토에스테르계, 폴리디옥사논계, 폴리아세탈계, 폴리케탈

계, 폴리카르보네이트계, 폴리오르토카르보네이트계, 폴리포스파젠계, 숙시네이트계, 폴리(말산), 폴리(아미노산), 폴리비

닐피롤리돈,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히드록시셀룰로스, 키틴, 키토산, 및 이들의 공중합체, 삼원중합체 및 혼합물로 이루

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조성물.

청구항 82.

제 74 항 또는 제 76 항에 있어서, 중합체가 락트산 기재 중합체이고, 용매가 벤조산의 C1-6 알킬 및 (C1-6 알킬)페닐 에

스테르계로부터 선택되는 조성물.

청구항 83.

제 82 항에 있어서, 용매가 벤질 벤조에이트를 함유하는 조성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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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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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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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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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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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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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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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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