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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복합 기능성 혈관색전용 물질

요약

본 발명은 각종 종양의 영양 혈관과 혈관 기형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혈관 색전용 물질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

으로는 특정 형태학적 특성, 물리화학적 특성, 방사선학적 특성을 가지며 복합 기능성을 갖춘, 친수성 고분자 물질과 

금속 물질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구형 또는 무형의 형태를 갖는 신규 혈관색전용 물질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혈관색전용 물질은 본 발명의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물리화학적, 및 방사선학적 특징들은 임상 사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색전술 전후의 진단에도 도움을 주며, 종양의 국소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치료 등이 가능하여 임상

에서 상기 질환들에 대한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대표도

도 2b

색인어

혈관색전용 물질, 혈관조영술, 폴리비닐 알코올, 이산화티탄, 백금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 1b는 구형(Bead form) 및 무형(Sponge form)의 PVA 물질을 나타낸 도면.

도 2a 및 도 2b는 무형 및 구형의 신규 혈관색전용 물질에 대한 도면.

도 3은 토끼 신장을 대상으로 한 혈관색전술 결과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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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PVA와 TiO 2 의 혼합물의 X선 촬영에 의한 상을 보여주는 도면.

도 5는 PVA와 TiO 2 의 혼합물의 CT 촬영에 의한 상을 보여주는 도면.

도 6은 PVA와 TiO 2 의 혼합물의 MRI 촬영에 의한 상을 보여주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각종 종양의 영양 혈관과 혈관 기형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혈관 색전용 물질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

으로는 특정 형태학적 특성, 물리화학적 특성, 방사선학적 특성을 가지며 복합 기능성을 갖춘, 친수성 고분자 물질과 

금속 물질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구형 또는 무형의 형태를 갖는 신규 혈관색전용 물질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종 혈관색전용 물질은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면서 가는 혈관 카테터를 통하여 주입하여 영양 혈관이나 

혈관 기형 등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혈관색전용 물질은 안정성이 있으며 인체에 무해하고 부작용이 없는 여러 종류의 물질들을 목적에 따라 선

택,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에는 단순히 혈관을 막는 기능뿐만 아니라 특수 약물이나 방사선 동위원소 등을 국소 부위

에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물질들이 임상에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인체에 무해하고, 친수성이며, 거의 영구적인 것으로, 구형 또는 무형으로 되어 있고, 특정 

형태학적 특성, 물리화학적 특성, 방사선학적 특성을 가지며, 방사선 동위원소와 약물 전달 능력을 갖춘, 신규 복합 기

능성 혈관색전용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본 발명의 목적은 친수성 고분자 물질과 금속 물질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구형 또는 무형의 형태를 갖는 복합 기

능성 혈관색전용 물질에 의해 달성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친수성 고분자 물질 및 금속 물질을 포함하는 구형 또는 무형의 복합 기능성 혈관색전용 물질에 관

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혈관색전용 물질을 구성하는 고분자 물질로는 주로 폴리비닐 알코올이 사용되며, 특히 분자량 50,00

0 내지 300,000의 폴리비닐 알코올이 바 람직하다. 금속 물질로는 TiO 2 , Pt 또는 TiO 2 와 Pt의 혼합물로 이루어

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물질이 바람직하다. 상기 고분자 물질과 금속 물질의 혼합비는 4 내지 10:1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의 신규 혈관색전용 물질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한다.

<형태학적 특성>
본 발명의 혈관색전용 물질은 각각 도 2a 및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형 또는 무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크기가 10 내지 1000 ㎛로서 여러 크기로 제조 가능하며, 매우 가는 혈관 카테터내로 주입하는 것도 용이하다.

토기의 장기를 대상으로 혈관색전술(예비 동물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도 3에 나타내었다.

<물리화학적 특성>
본 발명의 혈관색전용 물질은 고분자 물질인 폴리비닐 알코올 (분자량 50,000 내지 300,000) 및 0.02 내지 2 ㎛ 크

기의 TiO 2 (99.95), Pt(99.9999) 분말 또는 TiO 2 와 Pt의 혼합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으로, 비중은 1.2 내지 2.5

이고, 인체에 무해하며 강한 친수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방사선학적 특성>
현재 사용중인 거의 모든 혈관색전용 물질은 방사선(X선) 조사에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색전술 후 색전용 물질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본 발명의 혈관색전용 물질은 X선에 비투과성인 금속 물질을 포함하 고 있어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특

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혈관색전용 물질은 X선 촬영에서 비투과 상(도 4 참조)을 나타낸다.

또한, 본 발명의 혈관색전용 물질은 컴퓨터 단층 촬영시에도 고밀도 상(도 5 참조)을 나타내며, 더욱이 핵자기 공명 

단층 촬영에도 영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저공명성 상(도 6 참조)을 나타낸다.

<복합 기능성>
일반적으로 종양 치료를 위하여 방사선 조사나 항암제 등을 사용하는데 이들이 전신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고 병소

에 대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소 병소 방사선 조사 또는 항암제 주입을 임상에서 실행하고 있다.

본 발명의 혈관색전용 물질은 영양 혈관을 막는 색전 효과뿐만 아니라, 중성자 조사에 의한 금속 물질의 동위원소화

에 의해 물질 자체가 동위원소화하여 치료에 유효한 베타와 감마선을 배출할 수 있으며, 항암제 등의 약물 첨가가 가

능하여 국소 병소 치료 효과를 높이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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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혈관색전용 물질은 유중건조법 또는 동결건조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혈관색전용 물질의 제조 방법의 대표적인 실시예를 설명한다.

<실시예 1>
유중건조법에 의한 구형의 혈관색전용 물질의 제조

3차 증류수에 7 중량의 폴리비닐 알코올(PVA) 및 0.5 내지 1.75 중량의 Pt 또는 TiO 2 분말을 넣어 30 ℃에서 80 ℃

로 서서히 가열하면서 교반시켜 PVA를 완전히 용해시킨 다음, 상온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밀봉 방치하여 용액 내 기

포를 제거하였다.

분산액(유동 파라핀) 1 ㎏에 계면활성제인 소르비탄 모노스테아레이트 0.3 중량를 넣고 상온에서 70 ℃로 서서히 가

열하면서 1200 rpm에서 교반시키고, 상기 PVA와 금속 물질(Pt 또는 TiO 2 )의 혼합 용액을 주사기를 사용하여 서서

히 투입하여 미세한 액적 상태로 만들고, 이를 95 ℃ 내지 110 ℃로 중탕 가열하여 분산액 내의 액적을 서서히 4시간 

동안 건조시켜 구형의 PVA와 금속의 혼합물을 제조하고, 이를 여과지로 걸러내고, n-헥산으로 반복 세척하여 건조

하였다.

건조물을 체를 사용하여 크기별로 나누었다. 단, PVA와 금속 물질의 고형 성분 비율은 4:1이 되도록 하고, 두 종류의

금속 물질을 함께 사용할 때, 이들 간의 비율은 목적에 따라 차이를 두었으나, 총 금속 물질과 PVA간의 양은 동일하

게 하였다. 단, PVA만으로 구형의 색전용 물질을 제조할 때에는 8 중량의 PVA를 사용하고, 항암제 첨가는 적정량을 

선택하여 추가로 사용하였다.

<실시예 2>
동결건조법에 의한 무형의 혈관색전용 물질의 제조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PVA와 금속 물질의 혼합 용액을 만든 다음, 상온에서 동일 양(고형 성분 비율 1:1)의 중

탄산암모늄을 첨가하고 잘 섞은 다음, 상온 및 진공(10 3 torr) 상태에서 기포를 형성하고, 용기를 액체 질소로 급냉

동(-170 ℃)하여 동결시켰다. 10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여 용기 내 상기 물질들이 완전히 동결된 것을 확인하고, 

액체 질소를 꺼내어 30분 동안 진공 상태에서 추가로 수분을 제거한 후, 1시간 동안 얼음물과 소금의 혼합액에 담가(

-10 ℃) 진공 상태에서 추가 수분을 제거하고, 4시간 동안 실온 진공 상태에서 건조한 다음, 완전 수분 제거를 위하여

물 중탕(50 ℃)에서 1시간 동안 다시 진공 건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액체 질소를 용기 내에 넣고 용기 내 물질을 분쇄하여 체로 걸러 크기별로 나누었다. 단, 금속 물질의 첨

가없이 PVA만을 사용할 경우에도 중탄산암모늄과의 성분 비율은 1:1을 유지하였다. 항암제 첨가는 적정량을 선택하

여 추가로 사용하였다.

<실시예 3>
본 발명의 혈관색전용 물질의 동위원소화

본 발명의 혈관색전용 물질에 함유된 금속 물질의 동위원소화는 원자로(하나로 원자로)의 중심부(core)에서 중성자(

1.7×10 13 개/㎠/초)를 산출하는 곳에서 1분, 10분간씩 쏘여 이를 다중 채널 검출기(Multi-Channel Detector)를 사

용하여 중성자 방사화 분석에 의해 물질에서 배출되는 베타 및 감마선을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하기 표 1에 나타낸다.

[표 1]

PVA+TiO 2+Pt(2), (n, 감마) 반응 후 (원자력 연구소)

원소 농도 방사성 핵종 베타선 감마선

Ti 11.60 Ti-51

1.56 MeV (8) 0.32 MeV (93)

2.17 MeV (92)
0.61 MeV (1.2)

0.93 MeV (4.9)

Pt 3.13 Pt-199 진행 중

Na 0.56 Na-24 진행 중

Cl 563 ppm Cl-38 진행 중

Al 130 ppm Al-28 진행 중

V 1.5 ppm V-52 진행 중

<실시예 4>
본 발명의 혈관색전용 물질의 항암 효과

본 발명의 혈관색전용 물질의 항암 효과는 항암제의 하나인 시스플라틴 (Cisplatin) 5 내지 50 ㎎을 본 발명의 혈관색

전용 물질에 첨가하고, 이를 배양한 암세포에 적용하여 항암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하기 표 2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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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PVA와 Pt 혼합물에 시스플라틴 23.98 ㎎을 첨가하여 측정한 결과 (원자력 연구소)

원소 방사성 동위원소 T 1/2 농도

Pt Pt-195m 96.48hr 6.22±0.06

Au Au-198 64.80hr 6.42±0.02ppm

Na Na-24 15.0hr 2.67±0.15

Cl Cl-38 37.7min 3.69±0.02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혈관색전용 물질은 종양과 혈관 기형 등의 치료를 위한 복합 기능성 물질로서, 본 발명의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물리화학적, 및 방사선학적 특징들은 임상 사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색전술 전후의 진단에도 도움을 주며, 

종양의 국소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치료 등이 가능하여 임상에서 상기 질환들에 대한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친수성 고분자 물질과 금속 물질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구형 또는 무형의 형태를 갖는 복합 기능성 혈관색전용 물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친수성 고분자 물질이 분자량 50,000 내지 300,000의 폴리비닐 알코올인 혈관색전용 물질.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물질이 TiO 2 , Pt 또는 TiO 2 와 Pt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인 혈관

색전용 물질.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분자 물질과 금속 물질의 혼합비가 4 내지 10:1인 혈관색전용 물질.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중성자 조사에 의해 동위원소화된 것인 혈관색전용 물질.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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