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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세 돌출 부재를 환자의 각질층에 적용하기 위한 어플리케이터는 하우징, 상기 하우징 내에서 이동하는 피스톤 및 어플리

케이터를 기동하기에 적합한 캡을 포함한다. 상기 어플리케이터는 프리-세팅되고 자동 트리거링 되기 때문에 다른 타입의

어플리케이터 장치를 프리-세팅하고 기동시키는 데에 필요한 힘이나 민첩성을 갖지 못한 환자에 의해도 사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미세 돌출부, 어플리케이터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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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충격에 의해 관통 부재(penetrating member)를 피부에 인가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고, 더욱 상세

하게는, 본 발명은 제제의 경피 송달 또는 샘플링을 위해, 미세 돌출부 어레이와 같은 관통 부재로 각질층을 재현성 있게

관통할 수 있는 자가 설정, 자동 트리깅(trigging) 임팩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활성제(또는 약품)는 전통적으로 경구를 통하거나 주사에 의해 가장 많이 투여되었다. 불행하게도, 많은 제제는 경구를 통

해 투여될 때 혈류에 들어가기 전에 흡수되지 않거나 안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급격히 감소

고, 이에 의해 요망하는 활성을 가지지 못한다. 더욱이, 경구 투여제는 일반적으로 주사제만큼 빨리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다. 반면에, 혈류 내로의 제제의 직접 주입은, 투여하는 동안 제제의 변형이 없다는 것이 보장되나, 어렵고, 불편하고 고통

스러우며, 때때로 환자들이 잘 동의하지 않는 불편한 과정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경피 송달은 이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피하 주사나 정맥 주사를 통해 송달되어야 하는 활성제의 투약

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된다. 경피 제제 송달은 양쪽 영역 모두에서 개선을 제공한다. 경구 송달과 비교할 때, 경피

송달은 소화관의 가혹한 환경을 피하고, 위장의 약품 대사를 우회하고, 초회통과효과(first-pass effect)를 줄이고, 소화

및 간 효소에 의한 비활성화 가능성을 피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경피"란 단어는 외과용 메스로 절개하거나 피하 주사침으로 피부를 뚫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절개나

피부에 침투됨이 없이 피부를 통해 국부 조직 또는 전신 순환 시스템에 활성제(예를 들어, 약과 같은 치료제나 백신과 같은

면역학상의 활성제)의 송달을 의미한다.

경피 활성제 송달 시스템은 제제의 송달을 전기(예를 들어, 전리 요법) 및 초음파(예를 들어, 음성 영동법)를 포함하는 외부

에너지원에 의지하는 반면, 경피 제제 송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제제의 투여를 수동적인 확산에 의지한다. 좀 더 일반적

인 수동 경피 제제 송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고농도의 제제를 포함하는 제제 저장소를 포함한다. 저장소는 피부에 접촉하

기에 적합하여, 제제가 피부를 통해 환자의 신체 조직이나 혈류 내로 확산하도록 한다.

본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경피 제제 플럭스는 피부의 상태, 제제 분자의 크기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피부

에 걸친 농도 기울기에 따른다. 많은 활성제에 대해 피부의 투과성이 낮기 때문에, 경피 송달은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이러

한 저 투과성은 기본적으로 각질층, 지질 이중층에 의해 둘러싸인 케라틴 섬유들(즉, 케라티노사이트)로 채워진 평평하고

죽은 세포들로 구성된 최외곽의 피부층에 기인한다. 이 지질 이중층의 고차의 구조는 각질층에 상대적으로 불침투성의 특

성을 제공한다.

수동 경피 확산제 플럭스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일반적인 방법은 피부 침투 강화제를 이용한 피부의 전처리 또는 약품과 피

부 침투 강화제의 동시-송달을 포함한다. 침투 강화제는, 제제가 송달되는 신체 표면에 가해질 때, 이를 통한 제제의 플럭

스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경피 단백질 플럭스를 강화시키는 이러한 방법들의 효능은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제한된다.

이와 같이, 활성 수송 시스템은 각질층을 통한 제제의 플럭스를 보조하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를 강화시키기 위해 외

부 에너지원을 사용한다. 경피 제제의 송달을 강화하는 한 가지를 "전기 송달"이라고 한다. 전기 송달은 전기력을 사용하

고, 피부와 같은 신체 표면을 통해 제제의 송달을 돕기 위해 전류의 인가를 가져온다.

또한, 기계적으로 최외곽 피부층을 침투 또는 분열시켜 경피 송달이 이루어지는 제제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피부 내의

경로를 생성하는 진보된 많은 기술 및 시스템이 있다. 난절자(scarifiers)로 공지된, 초기의 백신 장치는 일반적으로 적용

영역에서 스크래치를 내거나 국소 절개를 하기 위해 피부에 가해지는 복수의 틴(tines) 또는 바늘을 포함한다. 백신은 미국

특허 제 5,487,726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피부 상에 또는 미국 특허 제 4,453,926호, 제 4,109,655호 및 제 3,136,314호

에 개시된 바와 같이 난절자 틴에 적용된 습식 액체로서 인가된다.

그러나, 난절자와 관련된 많은 단점 및 결점이 있다. 제제를 송달하기 위해 난절자를 사용하는 것의 심각한 단점은 경피 제

제의 흐름을 결정하고 송달할 투약량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탄성력, 변형 및 구멍을 내는 것이 빗나가고

이에 저항하는 피부의 탄성 특성에 따라, 미세한 피어싱 요소들은 주로 피부에 일정하게 침투하지 않고/않거나 제제의 피

부 침투에 따른 액체 코팅을 손쉽게 씻어낸다.

게다가, 피부의 자가 치료 과정 때문에, 피부에 만들어진 구멍이나 슬릿은 각질층으로부터 피어싱 장치를 제거한 후에 확

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피부의 탄성 특성은 피부 내로 미세한 피어싱 장치들이 침투할 때까지 미세한 피어싱 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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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지는 활성제 액체 코팅을 제거하도록 작용한다. 더욱이, 피어싱 장치에 의해 형성된 미세한 슬릿은 장치의 제거 후에

빠르게 회복되므로, 피어싱 장치에 의해 생성된 통로를 통한 액체 제제 용액의 통로를 제한하고, 차례로 이러한 장치의 경

피 흐름을 제한한다.

경피 약품의 송달을 강화시키기 위해 미세한 피부 피어싱 장치들이 채용된 다른 시스템 및 장치가 미국 특허 제 5,879,326

호, 제 3,814,097호, 제 5,279,54호, 제 5,250,023호, 제 3,964,482호, 재발행 특허 제 25,637호 및 PCT 공개 특허 WO

96/37155, W0 96/37256, WO 96/17648, WO 97/03718, WO 98/11937, WO 98/00193, WO 97/48440, WO 97/

48441, WO 97/48442, WO 98/00193, WO 99/64580, WO 98/28037, WO 98/29298, WO 98/29365에 개시되어 있으

며, 이들 모두는 그 전체로서 여기에 참고문헌으로 포함된다.

상기 개시된 시스템 및 장치는 피부의 최외곽층(즉, 각질층)을 피어싱하기 위한 다양한 모양, 크기 및 배열의 피어싱 요소

들을 채용한다. 이 참고문헌들에 개시된 피어싱 장치들은 일반적으로 패드나 시트와 같이 얇고, 평평한 부재로부터 수직하

게 연장된다. 이들 장치 중 일부의 피어싱 요소는 극도로 작고, 일부는 단지 약 25 내지 400 마이크론의 길이 및 약 5 내지

50 마이크론의 두께의 미세 돌출부를 갖는다. 이들 작은 피어싱/절개 요소는 경피 제제 송달이 이를 통해 강화되기 위해 각

질층 내에 상응하는 작은 미세 슬릿/미세 절개를 만든다.

상기 개시된 시스템들은 전형적으로 활성제를 보유하기 위한 저장소 및 장치의 공동의 틴에 의한 것과 같이, 각질층을 통

해 저장소로부터 제제를 송달하기에 적합한 송달 시스템을 포함한다. 실례는 PCT 공개 특허 WO 93/17754에 개시된 액

체 제제 저장소을 갖는 장치이다.

여기에 참고문헌으로 모두 포함된 미국 출원 제 10/045,842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물리적인 저장소 내에 함유되는 대신

미세 돌출부 또는 미세 돌출부 어레이 상에 코팅되어 송달되는 활성제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물리적 저장소의 분

리 및 저장소을 위해 제제 또는 조성을 명확하게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거한다.

미세 돌출부 어레이가 경피 송달 또는 제제의 샘플링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될 때, 일관되고 완전하고 반복 가능한 침투가

바람직하다. 피부 접촉면으로부터 돌출된 미세 돌출부를 갖는 피부 패치의 수동 부착은 종종 패치의 길이 및 두께에 걸쳐

관통 깊이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온다. 게다가, 수동 부착은 사용자가 지속적이고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각질층 피

어싱을 제공하는 자동 장치를 이용하여 각질층에 미세 돌출부 어레이를 가하는 방식으로 인해, 미세 돌출부 어레이의 길이

및 두께에 걸쳐서 뿐만 아니라, 미세 돌출부의 부착들 사이에서도 부착 간의 관통 깊이에서의 큰 차이를 가져온다.

체액(예를 들어, 혈액)을 샘플링용 란셋을 송달하기 위한 일부 공지된 스프링 로딩 어플리케이터 장치들이 PCT 공개 특허

WO 99/26539호 및 WO 97/42886호에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장치는 부착에 앞서 어플리케이터를 양손으로 프리-

세팅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다. 특히, 공지된 스프링 로딩 란셋 어플리케이터는 프리-세팅를 위해 장치의 두 부분

이 별개로 당겨지거나, 장치의 한 부분이 별개로 당겨지거나, 장치의 한 부분이 장치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꼬여지는 것을

요구한다. 이들 작동 모두에서, 양손으로 프리-세팅 조작을 행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들 장치를 사용하는 많은 환자들은

공지된 어플리케이터 장치들을 프리-세팅할 힘이나 손의 민첩성이 없다.

미국 출원 제 09/976,763호에는 미세 돌출부 어레이에 적용하기게 적합한 또 다른 스프링 로딩 어플리케이터가 개시된다.

공지된 어플리케이터는 어플리케이터의 프리-세팅를 한 손으로 다루는 것을 허용하는 프리-세팅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한

다.

어플리케이터의 단점은 사용하기 전에 수동으로 장치를 프리-세팅하는 별도의 단계를 여전히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 전에 어플리케이터를 수동으로 프리-세팅하는 단계를 제거하는 어플리케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종래의 어플리케이터 장치와 관련된 약점 및 단점을 실질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하는 미

세 돌출 부재 또는 어레이를 환자에게 가하기 위한 어플리케이터를 제공하여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자동으로 프리-세팅하는 어플리케이터를 제공하여 사용 전에 수동으로 어플리케이터를 프리-세팅

하는 단계를 제거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자동으로 프리-세팅되고 자동 트리거링(triggering)되는 어플리케이터를 제공하여 미세 돌출 부재

또는 어레이를 환자에게 가하기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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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자동으로 프리-세팅되고 자동 트리거링되는 어플리케이터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방

식으로 미세 돌출부 어레이를 가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디자인이 조밀한 미세 돌출부 어레이를 적용하기 위해 자동으로 프리-세팅되고 자동 트리거링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미세 돌출부 어레이를 적용하기 위해 프리-세팅되고 트리거링되는 어플리케이터를 제공하여 최소

한의 구성 요소를 요구하고 연장된 유용한 삶을 갖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술한 그리고 이하 언급되고 명백해질 목적들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미세 돌출부 어레이를 환자에게 가하기 위한 어플

리케이터는 (i) 제 1 종단 및 미세 돌출 부재를 수용하기 적합한 제 2 종단을 갖는 하우징; (ii) 하우징에 대하여 초기 위치로

부터 프리-세트(pre-set) 위치로 이동하기에 적합한 캡; (iii) 각질층에 대하여 미세 돌출 부재를 충돌시키기 위하여 하우

징 내에서 슬라이딩 가능하게 배치되며, 프리-세팅된(pre-set) 위치로부터 작동 위치로 이동하기에 적합한 피스톤; (iv)

캡 및 피스톤과 연통되며, 피스톤에 임팩트력을 제공하기에 그리고 각질층에 인접한 작동 위치를 향하여 피스톤을 하우징

의 제 1 종단 밖으로 바이어스하기에 적합하고, 캡과 피스톤이 프리-세팅된 위치에 있을 때 한 임팩트 스프링; (v) 캡 및 하

우징과 연통되며, 캡에 프리-세팅 력(pre-setting force)을 제공하기에 그리고 캡을 프리-세팅된 위치로부터 초기 위치로

바이어스하기에 적합하고, 피스톤이 작동 위치에 있을 때 에너지가 축적되는(energized) 프리-세팅(pre-setting) 스프링;

(vi) 캡 및 피스톤과 연통되며, 캡과 프리-세팅 스프링과 협력하여 캡이 프리-세팅된 위치에서 초기 위치로 이동할 때 피스

톤을 초기 위치로 복귀시키기에 적합한 제 1 래칭 조립체; (vii) 피스톤을 프리-세팅된 위치에 위치시키기 위하여 하우징

및 피스톤과 연통된 제 2 래칭 조립체; 및 (viii) 캡과 연통되며, 캡이 초기 위치로부터 프리-세팅된 위치로 이동할 때 제 2

래칭 조립체와 연통되기에 적합한 릴리즈 부재를 포함하되, 임팩트 스프링은 에너지가 축적되고, 제 2 래칭 조립체는 분리

되어, 그로 인하여 피스톤은 프리-세팅된 위치로부터 작동 위치로 이동하고 미세 돌출 부재를 각질층 내로 강제로 밀어넣

는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임팩트 스프링은 약 0.005 내지 0.5 주울/㎠ 범위 내의 임팩트(또는 저장된) 에너지를 갖는다. 더 바람

직하게는, 상기 임팩트 스프링(40)은 약 0.01 내지 0.3 주울/㎠ 범위 내의 저장된 에너지를 갖는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임팩트 스프링은 약 0.5 내지 20 m/초, 더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10 m/초 범위의 임팩

트 속도를 갖는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피스톤은 약 0.1 내지 20 ㎠, 더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10 ㎠ 범위 내의 표면적을 갖는

면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미세 돌출 부재는 적어도 하나의 생물학적 활성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환자의 각질층에 대하여 미세 돌출 부재를 충돌시키는 장치는 (i) 제 1 종단 및 제 2 종단을

갖는 하우징; (ii) 제 2 종단에 인접한 하우징에 결합하기에 적합하며, 미세 돌출 부재를 수용 및 위치시키기에 적합한 리테

이너; (iii) 제1 및 제 2 종단을 갖는 하우징 (iv) 하우징에 대하여 초기 위치로부터 프리-세트(pre-set) 위치로 이동하기에

적합한 캡; (v) 각질층에 대하여 미세 돌출 부재를 충돌시키기 위하여 하우징 내에서 슬라이딩 가능하게 배치되며, 프리-

세트(pre-set) 위치로부터 작동 위치로 이동하기에 적합한 피스톤; (vi) 캡 및 피스톤과 연통되며, 피스톤에 임팩트력을 제

공하기에 그리고 각질층에 인접한 작동 위치를 향하여 피스톤을 하우징의 제 1 종단 밖으로 바이어스하기에 적합하고, 캡

과 피스톤이 프리-세팅된 위치에 있을 때 한 임팩트 스프링; (vii) 캡 및 하우징과 연통되며, 캡에 프리-세팅 력(pre-

setting force)을 제공하기에 그리고 캡을 프리-세팅된 위치로부터 초기 위치로 바이어스하기에 적합하고, 피스톤이 작동

위치에 있을 때 에너지가 축적되는 프리-세팅(pre-setting) 스프링; (viii) 캡 및 피스톤과 연통되며, 캡과 프리-세팅 스프

링과 협력하여 캡이 프리-세팅된 위치에서 초기 위치로 이동할 때 피스톤을 초기 위치로 복귀시키기에 적합한 제 1 래칭

조립체; (ix) 피스톤을 프리-세팅된 위치에 위치시키기 위하여 하우징 및 피스톤과 연통된 제 2 래칭 조립체; 및 (x) 캡과

연통되며, 캡이 초기 위치로부터 프리-세팅된 위치로 이동할 때 제 2 래칭 조립체와 연통되기에 적합한 릴리즈 부재를 포

함하되, 임팩트 스프링은 에너지가 축적되고, 제 2 래칭 조립체는 분리되어, 그로 인하여 피스톤은 프리-세팅된 위치로부

터 작동 위치로 이동하고 미세 돌출 부재를 각질층 내로 강제로 밀어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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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i) 하이드로겔 제제를 함유한 겔 팩 및 상부 표면, 바닥 표면, 부재를 관통하여 연장된

다수의 개구 그리고 바닥 표면으로부터 돌출된 다수의 각질층 관통 미세 돌출부를 구비한 미세 돌출 부재를 포함하되, 미

세 돌출 부재는 겔 팩을 수용하기에 적합하여 하이드로겔 제제가 미세 돌출 부재 개구를 통하여 유동하는 한 패치 시스템;

및 (ii) 제 1 종단 및 미세 돌출 부재를 수용하기 적합한 제 2 종단을 갖는 하우징; 하우징에 대하여 초기 위치로부터 프리-

세트(pre-set) 위치로 이동하기에 적합한 캡; 각질층에 대하여 미세 돌출 부재를 충돌시키기 위하여 하우징 내에서 슬라이

딩 가능하게 배치되며, 프리-세트(pre-set) 위치로부터 각질층에 인접한 작동 위치로 이동하기에 적합한 피스톤; 캡 및 피

스톤과 연통되며, 피스톤에 임팩트력을 제공하기에 그리고 작동 위치를 향하여 피스톤을 하우징의 제 1 종단 밖으로 바이

어스하기에 적합하고, 캡과 피스톤이 프리-세팅된 위치에 있을 때 한 임팩트 스프링; 캡 및 하우징과 연통되며, 캡에 프리-

세팅 력(pre-setting force)을 제공하기에 그리고 캡을 프리-세팅된 위치로부터 초기 위치로 바이어스하기에 적합하고,

피스톤이 작동 위치에 있을 때 에너지가 축적되는(energized) 프리-세팅(pre-setting) 스프링; 캡 및 피스톤과 연통되며,

캡과 프리-세팅 스프링과 협력하여 캡이 프리-세팅된 위치에서 초기 위치로 이동할 때 피스톤을 초기 위치로 복귀시키기

에 적합한 제 1 래칭 조립체; 피스톤을 프리-세팅된 위치에 위치시키기 위하여 하우징 및 피스톤과 연통된 제 2 래칭 조립

체; 및 캡과 연통되며, 캡이 초기 위치로부터 프리-세팅된 위치로 이동할 때 제 2 래칭 조립체와 연통되기에 적합한 릴리즈

부재를 포함하되, 임팩트 스프링은 에너지가 축적되고, 제 2 래칭 조립체는 분리되어, 그로 인하여 피스톤은 프리-세팅된

위치로부터 작동 위치로 이동하고 미세 돌출 부재를 각질층 내로 강제로 밀어넣는 어플리케이터를 포함하는 생물학적 활

성제를 환자에게 송달하는 경피 송달 시스템이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어플리케이터는 상기 제 2 종단에 근접하게 상기 어플리케이터의 하우징을 결합시키기에 접합한 리테

이너를 포함하며, 상기 리테이너는 상기 미세 돌출 부재를 수용 및 위치시키기에 적합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약제 제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생물학적 활성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생물학적 활성제는 루틴화-호르몬-방출-호르몬(LHRH), LHRH 유사체, 바소프레신, 데스

모프레신, 코르티코트로핀(ACTH), ACTH 유사체, 칼시토닌, 파리티로이드 호르몬(PTH), 바소프레신, 디아미노 [Val4,

D-Arg8] 아르기닌 바소프레신, 인터페론 알파, 인터페론 베타, 인터페론 감마, 에리스로포이에틴(EPO), 과립구 대식세포

콜로니 자극 인자(GM-CSF), 과립구 콜로니 자극 인자(G-CSF), 인터류킨-10(IL-10),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

몬(GHRH), 성장 호르몬 방출 인자(GHRF), 인슐린, 인슐트로핀, 칼토닌, 옥트레오티드, 엔돌핀, TRN, N-[[(s)-4-옥소-

2-아제티디닐]카르보닐]-L-히스티딜-L-프롤리나미드, 립프레신, 뇌하수체 호르몬, 폴리클 루테오이드, aANF, 성장 인

자, bMSH, GH, 소마토스타틴, 브레디키닌, 소마토트로핀, 혈소판-유도 성장 인자 촉진 인자, 아스파라기나아제, 블레오

마이신 설페이트, 키모파페인, 콜레시스토키닌, 콜리오닉 고나도트로핀, 코르티코트로핀(ACTH), 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

프로스테놀(혈소판 응집 억제제), 글루카곤, HCG, 하이루로그, 히알루로니다아제, 인터페론, 인터류킨, 메노트로핀(유로

폴리트로핀(FSH) 및 LH), 옥시토닌, 스트렙토카이네스, 조직 플라즈미노겐 활성제, 유로키나제, 바소프레신, 데스모프레

신, ANP, ANP 클리어런스 억제제, 안기오테신 II 길항제, 항이뇨 호르몬 길항제, 브레디키닌 길항제, 세레다제, CSI's, 칼

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엔케팔린, FAB 프레그먼트, IgE 펩타이드 억제제, IGF-1, 향신경성 인자, 콜로니

자극 인자, 파라티로이드 호르몬(PTH) 및 효능제, 파라티로이드 호르몬 길항제, 프로스타글래딘 길항제, 펜티게타이드,

단백질 C, 단백질 S, 레닌 억제제, 티모신 알파-1, 트롬볼리틱, TNF, 바소프레신 길항제 유사체, 알파-1 안티트립신(재조

합형), TGF-베타, 폰다파리눅스, 아르데파린, 달테파린, 디파이브로타이드, 엔녹사파린, 히루딘, 나드로파린, 레비파린,

틴자파린, 펜토산 폴리설페이트, 올리고뉴글리오티드 및 올리고뉴클리오티드 유도체, 알렌드론산, 클로론산, 에티드로닉

산, 이반드로닉산, 인카드로닉산, 파미드로닉산, 리세드로닉산, 틸루드록닉산, 졸레드로닉산, 아가트로반, RWJ 445167,

RWJ-671515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생물학적 활성제는 단백질 형태의 항원, 다당류, 올리고당, 리포단백질, 시토메갈로바이

러스,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루벨라 바이러스 및 베리셀라 조스터와 같

은 약화되었거나 또는 죽은 바이러스, 백일해균, 클로스트리듐 테타니, 코리네박테리아 디프테리아, 그룹 A 스트렙토코커

스, 레지오넬라 뉴모필라, 네이세리아 메닌가이티디스, 슈도모나스 에루지노사, 스트렙토코커스 뉴모니아, 트레포네마 팔

리둠 및 비브리오 콜레라 및 이들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약제 제제는 경로 개방 모듈레이터(pathway patency modulator) 및 혈관 수축 신경제

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약 제제를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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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구성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에 도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한 이하의 구체적인 설명으로부터

명백할 것이며, 도면에 있어서 동일한 참조 기호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부분 또는 요소들을 지칭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어플리케이터의 정단면도로서, 상기 어플리케이터에 부착된 패치 리테이너에 대한 초

기 형상 또는 초기 위치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프리-세팅 위치를 도시한 리테이너의 정단면도이다.

도 4은 본 발명의 따라, 피부 부위에 근접한 피스톤에 대한 작동 위치를 도시한 리테이너의 정단면도이다.

도 4는 도 1에 도시된 초기 위치에서의 어플리케이터의 측단면도이다.

도 5는 도 2에 도시된 프리-세팅 위치에서의 어플리케이터의 측단면도이다.

도 6은 도 3에 도시된 작동 위치에서의 어플리케이터의 측단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도 1 내지 도 6에 도시된 어플리케이터와 결합하기에 적합한 패치 리테이너의 정단면도이다.

도 8에 도시된 패드 리테이너의 사시도이다.

도 9는 미세 돌출부 배열의 일 실시예의 부분 사시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본 발명은 구체적인 예시 물질, 방법 또는 구조에 제한되지 않으며, 이러한 것들은

물론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개시되는 물질 및 방법과 유사하거나 등가의 많은 물질 및 방법들이 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으며, 단지 바람직한 물질 및 방법들이 여기에 개시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는 단지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들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제한적인 것으로 의도되지

않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기술적, 과학적 용어는 본 밞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에 의해 통상 이해되는 바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또한, 앞에서 인용되었거나 또는 이후로 인용되는 모든 문헌, 특허 및 특허출원 그 전체로서 본 발명에 참고로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본 명세서 및 첨부된 청구범위에 사용되는, 단수 형태는 그 내용이 명백하게 다르게 기술하지 않는 한 복수의

지시 대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미세 돌출부"라는 지칭은 둘 이상의 미세 돌출부 등을 포함한다.

<정의>

여기서 사용되는 "경피성(transdermal)"이라는 용어는 국부 또는 전신 요법을 위해 피부 안으로 및/또는 피부를 통한 제제

(agent)의 송달(delivery)를 의미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경피성 플럭스(transdermal flux)"이라는 용어는 경피성 송달의 속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생물학적 활성제(biologically active agent)"라는 용어는 약리학적 유효량으로 투여되었을 때 약리학적

으로 유효한 약을 함유하는 조성물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이러한 활성제의 예는 제한됨이 없이 루틴화-호르몬-방출-호

르몬(LHRH), LHRH 유사체(고세렐린, 류프롤리드, 부세렐린, 트립토렐린, 고나도렐린 및 네프파렐린, 메노트로핀스(유로

폴리트로핀(FSH) 및 LH)), 바소프레신, 데스모프레신, 코르티코트로핀(ACTH), ACTH(1-24)와 같은 ACTH 유사체, 칼

시토닌, 바소프레신, 디아미노 [Val4, D-Arg8] 아르기닌 바소프레신, 인터페론 알파, 인터페론 베타, 인터페론 감마, 에

리스로포이에틴(EPO), GM-CSF(과립구 대식세포 콜로니 자극 인자), G-CSF(과립구 콜로니 자극 인자), 인터류킨-10

(IL-10), 글루카곤, 옥트레오티드, 엔돌핀, TRN, NT-36(화학명: N-[[(s)-4-옥소-2-아제티디닐]카르보닐]-L-히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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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L-프롤리나미드), 립프레신, aANF, bMSH, 소마토스타틴, 브레디키닌, 소마토트로핀, 혈소판-유도 성장 인자 촉진 인

자, 키모파페인, 콜레시스토키닌, 콜리오닉 고나도트로핀, 에포프로스테놀(혈소판 응집 억제제), 글루카곤, 하이루로그, 인

터페론, 인터류킨, 메노트로핀(유로폴리트로핀(FSH) 및 LH), 옥시토닌, 스트렙토카이네스, 조직 플라즈미노겐 활성제, 유

로키나제, ANP, ANP 클리어런스 억제제, 안기오테신 II 길항제, 항이뇨 호르몬 길항제, 브레디키닌 길항제, 세레다제,

CSI's,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엔케팔린, FAB 프레그먼트, IgE 펩타이드 억제제, IGF-1, 향신경성 인자,

콜로니 자극 인자, 파라티로이드 호르몬 및 효능제, 파라티로이드 호르몬 길항제, 프로스타글래딘 길항제, 펜티게타이드,

단백질 C, 단백질 S, 레닌 억제제, 티모신 알파-1, 트롬볼리틱, TNF, 바소프레신 길항제 유사체, 알파-1 안티트립신(재조

합형), TGF-베타, 폰다파리눅스, 아르데파린, 달테파린, 디파이브로타이드, 엔녹사파린, 히루딘, 나드로파린, 레비파린,

틴자파린, 펜토산 폴리설페이트, 올리고뉴글리오티드 및 포르미비르센(formivirsen), 알렌드론산, 클로론산, 에티드로닉

산, 이반드로닉산, 인카드로닉산, 파미드로닉산, 리세드로닉산, 틸루드록닉산, 졸레드로닉산, 아가트로반, RWJ 445167,

RWJ-671515 및 이들의 혼합물과 같은 올리고뉴클리오티드 유도체를 포함한다.

상기 언급된 생물학적 활성제는 유리 염기, 대전 또는 비대전 분자, 분자 착체 또는 비자극, 약리적으로 허용되는 염들의

성분들과 같은 다양한 형태일 수도 있다. 또한, 신체 pH, 효소 등에서 용이하게 가수분해되는, 상기 활성제(에테르, 에스테

르, 아미드 등)의 단순 유도체들도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생물학적 활성제(biologically active agent)"라는 용어는 백신 또는 다른 면역 활성제 또는 면역 활성제

의 생성을 유발할 수 있고, 면역학적 유효량으로 투여될 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역학적으로 유효한 제제를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백신"이라는 용어는 종래 및/또는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백신을 말하며, 독감 백신, 라임병 백신, 광견

병 백신, 홍역 백신, 이하선염 백신, 수두 백신, 천연두 백신, 헤파타이티스 백신, 백일해 백신, 및 디프테리아 백신, 재조합

단백질 백신, DNA 백신 및 암치료 백신을 포함하지만, 이들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백신" 이라는 용어는 제한됨

이 없이 단백질 형태의 항원, 다당류, 올리고당, 리포단백질, 시토메갈로바이러스,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 헤파타이티

스 C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루벨라 바이러스 및 베리셀라 조스터와 같은 약화되었거나 또는 죽은 바이러스, 백일

해균, 클로스트리듐 테트라니, 코리네박테리아 디프테리아, 그룹 A 스트렙토코커스, 레지오넬라 뉴모필라, 네이세리아 메

닌가이티디스, 슈도모나스 에루지노사, 스트렙토코커스 뉴모니아, 트레포네마 팔리둠 및 비브리오 콜레라 및 이들의 혼합

을 포함한다.

둘 이상의 생물학적 활성제가 제형 또는 미세 돌출부 피막의 미세 돌출부 안에 함유될 수 있으며, "활성제"라는 용어의 사

용은 둘 이상의 그러한 활성제를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생물학적 유효량(biologically effective amount)" 또는 "생물학적 유효율(biologically effective rate)"라는 용어는 생물

학적 활성제가 약제학적 활성제이고, 원하는 치료상, 종종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약리 활성제의 양 또

는 속도를 지칭할 때에 사용된다.

"생물학적 유효량" 또는 "생물학적 유효량"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활성제가 면역학적 활성제이고, 원하는 면역학적, 종종

바람직한 결과를 자극하거나 또는 개시하는 데에 필요한 면역학적 활성제의 양 또는 속도를 지칭할 때에도 사용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혈관 수축 신경제(vasoconstrictor)" 용어는 혈관의 루멘(lumen)을 축소하여, 말초 혈류(peripheral

blood flow)를 감소시키는 조성물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적합한 혈관 수축 신경제의 예로서는, 제한됨이 없이, 아미데프

린(amidephrine), 카파미놀(cafaminol), 시크로펜타민(cyclopentamine), 디옥시에피네프린(dioxyepinephrine), 에피네

프린(epinephrine), 펠리프레신(felypressin), 인다나졸린(indanazoline), 메티졸린(metizoline), 미도드린(midodrine),

나파졸린(naphazoline), 노르데프린(nordefrin), 옥토드린(octodrine), 오린프레신(orinpressin), 옥시메타졸린

(oxymetazoline), 페닐에프린(phenylephrine), 페닐에타놀라민(phenylethanolamine), 페닐프로파놀라민

(phenylpropanolamine), 프로필헥세드린(propylhexedrine), 수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테트라하이드로졸린

(tetrahydrozoline), 트라마졸린(tramazoline), 투아미노헵탄(tuaminoheptane), 티마졸린(tymazoline), 바소프레신

(vasopressin), 자일로메타졸린(xylometazoline)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미세 돌출부(microprojections)" 및 "미세 돌기 (microprotrusions)"는 동물, 구체적으로는 포유류 및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피부의 하부 표피층, 또는 표피 및 진피층들 안으로 각질층을 꿰뚫거나 관통하는 데에 적합한

피어싱 요소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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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미세 돌출부는 1000 미크론 이하의 돌출 길이를 갖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미세 돌출

부는 500 미크론, 보다 바람직하게는, 250 미크론 이하의 돌출 길이를 갖는다. 상기 미세 돌출부는 일반적으로 5 내지 50

미크론의 폭과 두께를 갖는다. 상기 미세 돌출부는 바늘, 블레이드, 핀, 펀치 및 이들이 조합된 형태와 같은 서로 다른 형태

로 형성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미세 돌출부 어레이"라는 용어는 각질층을 관통하기 위해 열(array) 지어 배열된 복수의 미세 돌출부들

을 말한다. 상기 미세 돌출부 어레이는 얇은 시트로부터 복수의 미세 돌출부를 에칭하거나 펀칭하고,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형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기 시트의 면 외측으로 미세 돌출부들을 접거나 구부려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미세 돌출

부 어레이는 다른 공지된 방법들,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 6,050,988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각 스트립(들)의 모서리를 따라

미세 돌출부를 갖는 하나 이상의 스트립을 형성하는 것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시트 또는 부재의 면적(area)에 대한 언급 및 상기 시트 또는 부재의 면적당(per area) 어떤 성질에 대한 언급은 상기

시트의 외연 또는 경계에 의해 정해지는 면적을 지칭하는 것이다.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어플리케이터는 경피성 치료제의 송달 또는 샘

플링과 관련하여 각질층에 미세 돌출부 어레이의 반복적인 임팩트 어플리케이션(impact application)에 즉시 적용될 수 있

다. 어플리케이터(100)가 특정 타입의 미세 돌출부와의 사용을 위해 기술되더라도, 상기 어플리케이터는 다른 타입의 각

질층 미세-관통 부재들과도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세히 논의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어플리케이터는 자동 프리-세팅되므로, 종래에 어플리케이터를 수동으로

프리-세팅해야하는 단계를 제거한다. 상기 어플리케이터는 또한 자동 트리거링(auto-triggering)된다. 따라서, 상기 어플

리케이터는 다른 타입의 스프링 로딩(spring-loaded) 어플리케이터 장치를 프리-세팅하기 위한 손힘이나 손의 정교함이

없는 환자에 의해 손쉽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어플리케이터는 장치로부터 피스톤을 바이어스시키는 임팩트 스프링의 직경의 외측으로 로딩되는 트리거

링 메커니즘을 채용하여, 보다 작은 직경을 갖는 와이어로부터 제조되는 보다 작은 직경을 갖는 스프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스프링은 무게가 적게 나가는 반면에 동일한 왕복 거리로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임팩트 스프링의 이러한 질량 감소는 더 큰 임팩트 속도를 얻기 위해 스프링을 압축하는 데에 더 적은 힘이

필요하게 한다.

또한, 상기 임팩트 스프링 및 상기 프리-세팅 스프링은 서로 다른 내경 및 외경을 가지며, 어플리케이터 내에서의 이들의

위치는 스프링을 잘못된 위치에 위치시킬 가능성을 방지한다. 또한, 상기 피스톤, 내부 컵 및 외부 컵은 동작 방향

(functional orientation)으로만 조립될 수 있도록 통일될 수도 있다.

상기 피스톤, 내부 컵 및 외부 컵은 추가적인 조립 단계들, 예를 들어, 스크류 삽입, 초음파 용접, 접착제 본딩 또는 솔벤트

본딩에 대한 필요성을 피하기 위해 상호 스냅 체결(snap)되도록 설계 및 형상될 수 있다. 이러한 스냅들은 어플리케이터의

분해 및 메커니즘의 변경을 어렵게 한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어플리케이터(10)는 일반적으로 내부 컵(14)을 구비한 하우징(12) 및 상기 하우징(12)의 내부

에서 이동하는 피스톤(30)을 포함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우징(12)은 패치(60) 또는 미세 돌출부 어레이(64)로

각질층에 충격을 가하는 어플리케이터(10)를 작동시키기 위한 외부 컵(또는 캡)(20)을 더 포함한다.

어플리케이터(10)는 외부 컵(20)의 상단(23)으로부터 안쪽으로 연장된 스프링 가이드(22) 내부에 위치한 임팩트 스프링

(40)을 더 포함한다. 또한, 상기 임팩트 스프링(40)은 피스톤 스프링 시트 또는 리세스(34) 안에 안착된다. 본 발명에 따라,

상기 임팩트 스프링(40)은 상기 피스톤(30)을 상기 어플리케이터 하우징(12)에 대해 하방으로(화살표 A로 표시된 방향)

피스톤(30)을 바이어스 시킨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피스톤(30)은 본 발명에 따라 실질적으로 평평하며, 약간 볼록하거나 또는 신체 표면(즉, 특정 피

부 부위)에 맞게 형성될 있는 하부 표면 또는 면(32)을 갖는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상기 어플리케이터

(10)가 작동될 때, 피스톤(30)의 하부 면(32)은 미세 돌출부 어레이 또는 미세 돌출부 어레이를 갖는 경피성 패치가 각질층

에 밀착하여 이를 관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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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하면, 피스톤 표면(32)은 바람직하게는 대략 0.1 내지 20 ㎠ 범위에 속하는 표면적을 갖는다. 더 바람직하게

는, 피스톤 표면(32)은 대략 1 내지 10 ㎠ 범위에 속하는 표면적을 갖는다.

도 1을 다시 참조하면, 어플리케이터(10)는 상기 임팩트 스프링의 주변에 위치하는 프리-세팅 스프링(42)을 더 포함한다.

상기 프리-세팅 스프링(42)은 내부 컵(14)의 상단에 근접하게 배치된 스프링 시트(16) 안에 안착될 수도 있다. 여기서 구

체적으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상기 프리-세팅 스프링(42)은 외부 컵(20)을 어플리케이터(10)의 작동 후에 내부 컵(14)에

대해 상방으로(화살표 B로 표시된 방향)바이어스 시킨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 컵(14)은 피스톤(30)이 프리-세팅 위치에 유지되고, 상방으로의 피스톤(30)의 과도한 이동

을 억제하는 상부(19a) 및 바닥(19b) 면을 구비한 피스톤 멈춤부(18)를 더 포함한다.

도 4(도 1에 도시된 도면에 대해 대략 90° 회전된 어플리케이터의 다른 단면도임)를 참조하면, 피스톤(30)은 피스톤 면

(32)에 대한 반대측 종단에 근접하여 배치된 적어도 하나 이상, 더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둘 이상의 록킹 부재(36)(즉, 제 1

래칭 에셈블리)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록킹 부재936)은 상기 어플리케이터(10; 도 6 참조)의 작동 후에 외부

컵(20) 록킹 부재 시트(24)와 접촉하고, 피스톤(30)을 도 4에 도시된 프리-세팅 위치로 상승시키기에 접합하도록 조정하

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피스톤(30)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보다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둘 이상의 플렉서블 릴리즈 캐치

(38; 즉, 제 2 래칭 어셈블리)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릴리즈 캐치(38)는 내부 컵(14) 피스톤 멈춤부918)의

상부(19a)와 연결(또는 그 위에 위치)되도록 설계 및 조정된다(도 1 및 도 2 참조). 이하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상기 릴리즈 캐치(38)는 또한 내부로 구부러져서 상기 컵(20)과 스프링 가이드(22)가 초기 위치로부터 프리-세팅 위치로

이동할 때에 상기 멈춤부(18)로부터 풀릴 수 있도록 조정된다(도 2 참조).

도 1 내지 도 6은 어플리케이터(10)와 사용상 결합되는 패치 리테이너(50)을 도시하고 있다. 도 7 및 도 8을 참조하면, 상

기 리테이너(50)는 바람직하게는 내부 컵(14)의 선단(15)과 결합할 할 수 있는 제 1 종단(52)을 갖는 실질적으로 고리 형

태의 형상을 갖는다. 상기 리테이너(50)의 제 2 종단 또는 선단(54)은 각질층 접촉 면을 제공한다.

도 7을 참조하면, 리테이너(50)은 패치(60)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패치 시트(56)를 포함한다. 상기 패치(60)이 리테이너

(50)에 탑재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예를 들어, 패치(60)는 리테이터(50)의 선단(54)에 근접하게 위치할 수 있다.), 다른

물체들(예를 들어, 사용자의 손가락)과 상기 패치의 미세 돌출부가 우연히 접촉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되는 상기 패치

(60)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단(54)으로부터 멀리 탑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상기 패치(60)는 패치 베이스 물질의 연약한 부분에 의해 패치 시트(56)에 부착되는 패치 물

질(62)의 환형 고리에 연결된다. 상기 패치(60)는 피스톤(30)의 하향 힘에 의해 상기 리테이너 시트(56)로부터 분리된다.

이와 다르게, 상기 패치(60)가 피스톤(30)에 이형 가능하게 부착되거나, 피스톤(30) 밑의 피부에 위치할 수도 있다.

언급된 바와 같이, 두 가지 중요한 어플리케이터(10)의 구성은 임팩트 스프링(40) 및 프리-세팅 스프링(42)의 위치와, 작

은 직경 및 이에 의한 작은 질량의 임팩트 스프링(40)의 사용이다.

본 기술분야에 주지된 바와 같이, 스프링의 질량(m)은 스프링의 물질의 밀도(ρ), 와이어의 직경(d) 및 와이어의 길이(L)의

함수이며,

m = ρπLd2/4

와이어의 길이(L)은 스프링의 평균 직경(D), 스프릴의 길이(s) 및 피치(P)의 함수이다.

본 기술분야에 또한 주지된 바와 같이, 스프링의 강성(stiffness)는 스프링 물질의 모듈러스(E), 와이어의 직경(d), 스프링

의 평균 직경(D), 스프링의 길이(s) 및 피치(P)의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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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EPd4/8sD3

임팩트 스프링의 강성-대-중량비를 극대화하기 위해, 와이어의 직경, d는 최대가 되어야 하며, 스프링의 평균 직경은 최소

가 되어야 한다.

또한, 스프링에 축적된 에너지(PE)는 스프링의 강성(k) 및 그 왕복 이동 경로의 시작점(x0)와 종점(x1)에서의 스프링의 압

축 양의 함수이다.

PE = k(x1
2 - x0

2)/2

상술한 관계식들과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임팩트 스프링(40)은 약 0.005 내지 0.5 주울/㎠ 범위의 저장 또는 임팩트

에너지를 가지며, 여기서 면적(즉, ㎠)은 피스톤 면(32)을 말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임팩트 스프링(40)은 대략 0.01 내

지 0.3 주울/㎠ 범위의 저장 에너지를 갖는다.

본 발명에 의하면, 도시된 실시예에서, 임팩트 스프링(40)은 0.5 내지 20 m/sec 범위의 속도를 갖는다. 더 바람직하게는,

상기 임팩트 스프링(40)은 1 내지 10 m/sec 범위의 속도를 갖는다.

이제 도면을 참조하여, 어플리케이터(10)의 작동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및 도 4를 참조하면, 리테이너(50) 안에 위치한

패치(60)과의 초기 또는 준비 위치에 있는 어플리케이터(10)가 도시되어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초기 위치에서,

피스톤(30)은 피스톤 멈춤부(18)과 접촉하여 위치하고, 플렉서블 릴리즈 캐치(38)은 피스톤 멈춤부(18)의 상부(19a) 상에

안착된다.

도 2 및 도 4(도 2에 도시된 도면에 대하여 약 90° 회전된 어플리케이터(10)의 다른 횡단면도)를 참고하면, 사용자가 어플

리케이터(10)를 피부 부위(5)에 대하여 위치시키고 외측 컵(20) 상에 하향 힘(화살표 B에 의하여 표시된 방향)을 가할 때,

스프링 가이드(22)가 릴리즈 캐치(38; release catch)에 접촉할 때까지 임팩트(40) 및 프리-세팅(42; pre-setting) 스프

링은 눌려져(즉, 에너지가 축적되는) 릴리즈 캐치(38)는 내측(화살표 R1 및 R2에 표시된 방향)으로 휘어지며, 그로 인하여

릴리즈 캐치(38)는 피스톤 멈춤부(18)로부터 분리되고 피스톤(30)은 작동된 위치까지 하향 이동하여 패치(60)와 함께 피

부 부위(5; 즉, 각질층)에 부딪힌다(도 3 및 도 6 참조).

본 발명에 따르면, 여기서 알려진 활성화 전에 컵(20) 및 피부 부위(5) 상에 가해지는 힘(즉, 억제력(hold-down force))은

바람직하게는 15 파운드(lbs) 미만, 더바람직하게는, 억제력은 약 2 내지 15 파운드 범위 내에 있다.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억제력은 약 5 내지 10 파운드 범위 내에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터(10)의 리-코일을 감소시키고, 대부분의

경우에 리-코일을 제거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억제력은 리테이너(50)의 선단(54)에 의하여 각질층이 팽팽해지게 하며, 따라서 피부 부위(5)는 최적의

팽팽함 상태에 있으며 이때 패치(60)는 피부 부위(5)에 부딪힌다. 본 발명의 다른 가상 실시예(도시되지 않음)에서, 리테이

너(50)는 플렉서블 바이어싱 링(flexible biasing ring)을 포함하며, 이 링은 리테이터(50)의 선단(54) 상에 배치되어 해제

력(releasing force)이 어플리케이터(10)에 가해질 때 각질층을 더 팽팽하게 한다.

이제 도 3 및 도 6을 참고하면, 피스톤(30)이 작동 위치(여기서, 피스톤(30)은 리테이너(50)의 선단(54)에 인접함)에 있을

때, 프리-세팅 스프링(42)은 압축되어(에너지가 축적되는(energize)) 어플리케이터 외부 컵(20)을 상부 방향으로 바이어

스시킨다. 하향 힘이 외부 컵(20)에서 제거될 때, 프리-세팅 스프링(42)에 의하여 제공된 바이어스력은 서로 연결된 외부

컵(20)과 피스톤(30)(도 6 참조)을 도 1 및 도 6에 도시된 초기 위치로 다시 이동시킨다.

도시되지 않은, 다른 가상 실시예에서, 릴리즈 캐치(38)는 피스톤 멈춤부(18)의 상부(19a)와 연결된 경사면을 갖는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릴리즈 힘이 얻어질 때까지, 임팩트(40)와 프리-세팅(42) 스프링은 압축되고 에너지화되며, 그로 인하여

릴리즈 캐치(38)는 분리(즉, 피스톤 멈춤부(18)에서 벗어나 미끄러짐)되며 피스톤(30)은 도 3 및 도 6에 도시된 작동 위치

로 하향 이동한다.

본 발명의 어플리케이터(10)는 패치(60)와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이 패치는 일반적으로 미세 돌출부 어레이(64), 제제 저

장부 및 지지부(backing)를 포함한다. 그러나, 어플리케이터(10)는 또한 제제 저장부 없이 미세 돌출부 어레이와 함께 사

공개특허 10-2006-0099523

- 10 -



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미세 돌출부 어레이는 예비 조치 부재(pretreatment member)로서 사용되며, 본 설명에 완전히 참

고적으로 포함된 계류중인 미국출원 제06/514,387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별도의 경피성 제제 송달을 이용한 제제의 응용

또는 표본 장치의 응용이 이 미세 돌출부 사용에 뒤따른다.

대안적으로, 본 설명에 완전히 참고적으로 포함된 미국출원 제 10/674,626호 및 제 60/514,433호에 개시된 것과 같은, 미

세 돌출부 어레이는 예를 들어, 백신을 경피적으로 송달하기 위한 미세 돌출부 상의 코팅막으로서 제제와 포함될 수 있다.

어플리케이터(10)는 또한 각질층에 대하여, 예를 들어 본 설명에 완전히 참고적으로 유사하게 포함된 미국특허 제

5,879,326호 및 PTC 공개 WO99/29364에 개시된 다른 미세 관통 요소에 충격을 주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제 도 9를 참고하면, 미세 돌출부 어레이(64)의 한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으며, 이는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

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미세 돌출부 어레이(64)는 다수의 미세 돌출부(68)를 포함하며, 이 미세 돌출부들은 시트 또

는 플레이트(70)의 한 표면으로부터 하향 연장된다. 미세 돌출부(68)는 바람직하게는, 압력이 어레이(64) 또는 패치(60)에

가해질 때, 표피의 각질층을 관통하기 위한 규격 및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미세 돌출부(68)는 신체 표면에 미세 슬릿(microslit)을 형성하기 위하여 더 적용되어 신체 표면을 통하여 약제(예를 들어,

하이드로겔 제제)의 투여를 증가시킨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신체 표면"은 일반적으로 동물 또는 사람의

피부를 말한다.

미세 돌출부(68)는 일반적으로 시트 재료의 단일 편으로부터 형성되며, 피부의 각질층을 관통하기에 충분하게 날카롭고

길다.

설명된 실시예에서, 시트(70)는 미세 돌출부들(68) 사이의 개구(69)를 갖고 형성되어 있어 이를 통과한 활성제의 이동을

향상시킨다.

위에서 설명한 미세 돌출부 어레이(68) 및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미세 돌출부 장치 그리고 어레이의

더 상세한 설명은 본 설명에 완전히 참고적으로 포함된 미국특허 제 6,322,808호, 제 6,230,051B1호 및 계류중인 미국출

원 제 10/045,842호 내에 개시된다.

본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이해될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어플리케이터는 경피 제제 송달, 경피

시료(예를 들어, 글루코스) 샘플링 또는 양 경우에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경피 송달 장치

는, 제한되지는 않지만, 수동 장치, 음압 구동 장치, 삼투압 장치 및 역 전기전달장치(reverse electrotransport device)를

포함한다.

상술한 설명으로부터, 본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숙달된 자들은 그 중에서도 본 발명이 환자에게 생물학적으로 활성제

를 송달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숙달된 자들에 의하여 이해될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많은 이점들을 갖는다.

ㆍ 자가 세팅(self-setting)

ㆍ 자동 트리거링(auto-triggering)

ㆍ 선행 기술의 어플리케이터와 비교하여 적은 억제력 또는 릴리이즈 힘

ㆍ 용이한 조립

ㆍ 가상 탬퍼 저항(virtually tamper resistant)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에 대한 다양한 변화 및 변형을 이룰 수 있어 본

발명을 다양한 용도 및 조건에 개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들 변화 및 변형은 하기의 청구범위의 등가물의 완전한 범위

내에 있도록 적절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의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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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환자의 각질층에 대하여 미세 돌출 부재를 충돌시키는 장치에 있어서,

제 1 종단 및 미세 돌출 부재를 수용하기 적합한 제 2 종단을 갖는 하우징;

하우징에 대하여 초기 위치로부터 프리-세트(pre-set) 위치로 이동하기에 적합한 캡;

각질층에 대하여 미세 돌출 부재를 충돌시키기 위하여 하우징 내에서 슬라이딩 가능하게 배치되며, 프리-세트(pre-set)

위치로부터 작동 위치로 이동하기에 적합한 피스톤;

캡 및 피스톤과 연통되며, 피스톤에 임팩트력을 제공하기에 그리고 각질층에 인접한 작동 위치를 향하여 피스톤을 하우징

의 제 1 종단 밖으로 바이어스하기에 적합하고, 캡과 피스톤이 프리-세팅된 위치에 있을 때 한 임팩트 스프링;

캡 및 하우징과 연통되며, 캡에 프리-세팅 력(pre-setting force)을 제공하기에 그리고 캡을 프리-세팅된 위치로부터 초

기 위치로 바이어스하기에 적합하고, 피스톤이 작동 위치에 있을 때 에너지가 축적되는(energized) 프리-세팅(pre-

setting) 스프링;

캡 및 피스톤과 연통되며, 캡과 프리-세팅 스프링과 협력하여 캡이 프리-세팅된 위치에서 초기 위치로 이동할 때 피스톤

을 초기 위치로 복귀시키기에 적합한 제 1 래칭 조립체;

피스톤을 프리-세팅된 위치에 위치시키기 위하여 하우징 및 피스톤과 연통된 제 2 래칭 조립체; 및

캡과 연통되며, 캡이 초기 위치로부터 프리-세팅된 위치로 이동할 때 제 2 래칭 조립체와 연통되기에 적합한 릴리즈 부재

를 포함하되,

임팩트 스프링은 에너지가 축적되고, 제 2 래칭 조립체는 분리되어, 그로 인하여 피스톤은 프리-세팅된 위치로부터 작동

위치로 이동하고 미세 돌출 부재를 각질층 내로 강제로 밀어넣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임팩트 스프링은 약 0.005 내지 0.5 주울/㎠ 범위 내의 저장된 에너지를 갖는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임팩트 스프링은 약 0.01 내지 0.3 주울/㎠ 범위 내의 저장된 에너지를 갖는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임팩트 스프링은 약 0.5 내지 20 m/초 범위 내의 임팩트 속도를 갖는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임팩트 스프링은 약 1.0 내지 10 m/초 범위 내의 임팩트 속도를 갖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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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피스톤은 약 0.1 내지 20 ㎠ 범위 내의 표면적을 갖는 면을 갖는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면은 약 1.0 내지 10 ㎠ 범위 내의 표면적을 갖는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미세 돌출 부재는 적어도 하나의 생물학적 화설제를 갖는 약제 제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제 2 래칭 조립체는 임팩트 스프링의 외부에 배치되어 있는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프리-세팅 스프링은 임팩트 스프링의 외부에 배치되어 있는 장치.

청구항 11.

환자의 각질층에 대하여 미세 돌출 부재를 충돌시키는 장치에 있어서,

제 1 종단 및 제 2 종단을 갖는 하우징;

제 2 종단에 인접한 하우징에 결합하기에 적합하며, 미세 돌출 부재를 수용 및 위치시키기에 적합한 리테이너;

하우징에 대하여 초기 위치로부터 프리-세트(pre-set) 위치로 이동하기에 적합한 캡;

각질층에 대하여 미세 돌출 부재를 충돌시키기 위하여 하우징 내에서 슬라이딩 가능하게 배치되며, 프리-세트(pre-set)

위치로부터 작동 위치로 이동하기에 적합한 피스톤;

캡 및 피스톤과 연통되며, 피스톤에 임팩트력을 제공하기에 그리고 각질층에 인접한 작동 위치를 향하여 피스톤을 하우징

의 제 1 종단 밖으로 바이어스하기에 적합하고, 캡과 피스톤이 프리-세팅된 위치에 있을 때 한 임팩트 스프링;

캡 및 하우징과 연통되며, 캡에 프리-세팅 력(pre-setting force)을 제공하기에 그리고 캡을 프리-세팅된 위치로부터 초

기 위치로 바이어스하기에 적합하고, 피스톤이 작동 위치에 있을 때 에너지가 축적되는 프리-세팅(pre-setting) 스프링;

캡 및 피스톤과 연통되며, 캡과 프리-세팅 스프링과 협력하여 캡이 프리-세팅된 위치에서 초기 위치로 이동할 때 피스톤

을 초기 위치로 복귀시키기에 적합한 제 1 래칭 조립체;

피스톤을 프리-세팅된 위치에 위치시키기 위하여 하우징 및 피스톤과 연통된 제 2 래칭 조립체; 및

캡과 연통되며, 캡이 초기 위치로부터 프리-세팅된 위치로 이동할 때 제 2 래칭 조립체와 연통되기에 적합한 릴리즈 부재

를 포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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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스프링은 에너지가 축적되고, 제 2 래칭 조립체는 분리되어, 그로 인하여 피스톤은 프리-세팅된 위치로부터 작동

위치로 이동하고 미세 돌출 부재를 각질층 내로 강제로 밀어넣는 장치.

청구항 12.

생물학적 활성제를 환자에게 송달하는 경피 송달 시스템에 있어서,

하이드로겔 제제를 함유한 겔 팩 및 상부 표면, 바닥 표면, 부재를 관통하여 연장된 다수의 개구 그리고 바닥 표면으로부터

돌출된 다수의 각질층 관통 미세 돌출부를 구비한 미세 돌출 부재를 포함하되, 미세 돌출 부재는 겔 팩을 수용하기에 적합

하여 하이드로겔 제제가 미세 돌출 부재 개구를 통하여 유동하는 한 패치 시스템; 및

제 1 종단 및 미세 돌출 부재를 수용하기 적합한 제 2 종단을 갖는 하우징; 하우징에 대하여 초기 위치로부터 프리-세트

(pre-set) 위치로 이동하기에 적합한 캡; 각질층에 대하여 미세 돌출 부재를 충돌시키기 위하여 하우징 내에서 슬라이딩

가능하게 배치되며, 프리-세트(pre-set) 위치로부터 각질층에 인접한 작동 위치로 이동하기에 적합한 피스톤; 캡 및 피스

톤과 연통되며, 피스톤에 임팩트력을 제공하기에 그리고 작동 위치를 향하여 피스톤을 하우징의 제 1 종단 밖으로 바이어

스하기에 적합하고, 캡과 피스톤이 프리-세팅된 위치에 있을 때 한 임팩트 스프링; 캡 및 하우징과 연통되며, 캡에 프리-세

팅 력(pre-setting force)을 제공하기에 그리고 캡을 프리-세팅된 위치로부터 초기 위치로 바이어스하기에 적합하고, 피

스톤이 작동 위치에 있을 때 에너지가 축적되는(energized) 프리-세팅(pre-setting) 스프링; 캡 및 피스톤과 연통되며, 캡

과 프리-세팅 스프링과 협력하여 캡이 프리-세팅된 위치에서 초기 위치로 이동할 때 피스톤을 초기 위치로 복귀시키기에

적합한 제 1 래칭 조립체; 피스톤을 프리-세팅된 위치에 위치시키기 위하여 하우징 및 피스톤과 연통된 제 2 래칭 조립체;

및 캡과 연통되며, 캡이 초기 위치로부터 프리-세팅된 위치로 이동할 때 제 2 래칭 조립체와 연통되기에 적합한 릴리즈 부

재를 포함하되, 임팩트 스프링은 에너지가 축적되고, 제 2 래칭 조립체는 분리되어, 그로 인하여 피스톤은 프리-세팅된 위

치로부터 작동 위치로 이동하고 미세 돌출 부재를 각질층 내로 강제로 밀어넣는 어플리케이터를 포함한 송달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하이드로겔 제제는 적어도 하나의 생물학적 활성제를 포함하는 송달 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생물학적 활성제는

루틴화-호르몬-방출-호르몬(LHRH), LHRH 유사체, 바소프레신, 데스모프레신, 코르티코트로핀(ACTH), ACTH 유사체,

칼시토닌, 파리티로이드 호르몬(PTH), 바소프레신, 디아미노 [Val4, D-Arg8] 아르기닌 바소프레신, 인터페론 알파, 인

터페론 베타, 인터페론 감마, 에리스로포이에틴(EPO), 과립구 대식세포 콜로니 자극 인자(GM-CSF), 과립구 콜로니 자극

인자(G-CSF), 인터류킨-10(IL-10),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GHRH), 성장 호르몬 방출 인자(GHRF), 인슐린,

인슐트로핀, 칼토닌, 옥트레오티드, 엔돌핀, TRN, N-[[(s)-4-옥소-2-아제티디닐]카르보닐]-L-히스티딜-L-프롤리나

미드, 립프레신, 뇌하수체 호르몬, 폴리클 루테오이드, aANF, 성장 인자, bMSH, GH, 소마토스타틴, 브레디키닌, 소마토

트로핀, 혈소판-유도 성장 인자 촉진 인자, 아스파라기나아제, 블레오마이신 설페이트, 키모파페인, 콜레시스토키닌, 콜리

오닉 고나도트로핀, 코르티코트로핀(ACTH), 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프로스테놀(혈소판 응집 억제제), 글루카곤, HCG,

하이루로그, 히알루로니다아제, 인터페론, 인터류킨, 메노트로핀(유로폴리트로핀(FSH) 및 LH), 옥시토닌, 스트렙토카이

네스, 조직 플라즈미노겐 활성제, 유로키나제, 바소프레신, 데스모프레신, ANP, ANP 클리어런스 억제제, 안기오테신 II 길

항제, 항이뇨 호르몬 길항제, 브레디키닌 길항제, 세레다제, CSI's,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엔케팔린,

FAB 프레그먼트, IgE 펩타이드 억제제, IGF-1, 향신경성 인자, 콜로니 자극 인자, 파라티로이드 호르몬(PTH) 및 효능제,

파라티로이드 호르몬 길항제, 프로스타글래딘 길항제, 펜티게타이드, 단백질 C, 단백질 S, 레닌 억제제, 티모신 알파-1, 트

롬볼리틱, TNF, 바소프레신 길항제 유사체, 알파-1 안티트립신(재조합형), TGF-베타, 폰다파리눅스, 아르데파린, 달테

파린, 디파이브로타이드, 엔녹사파린, 히루딘, 나드로파린, 레비파린, 틴자파린, 펜토산 폴리설페이트, 올리고뉴글리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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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및 올리고뉴클리오티드 유도체, 알렌드론산, 클로론산, 에티드로닉산, 이반드로닉산, 인카드로닉산, 파미드로닉산, 리

세드로닉산, 틸루드록닉산, 졸레드로닉산, 아가트로반, RWJ 445167, RWJ-671515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

로부터 선택된 송달 시스템.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생물학적 활성제는 단백질 형태의 항원, 다당류, 올리고당, 리포단백질, 시토메갈로바이러스, 헤파타이

티스 B 바이러스,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루벨라 바이러스 및 베리셀라 조스터와 같은 약화되었거

나 또는 죽은 바이러스, 백일해균, 클로스트리듐 테타니, 코리네박테리아 디프테리아, 그룹 A 스트렙토코커스, 레지오넬라

뉴모필라, 네이세리아 메닌가이티디스, 슈도모나스 에루지노사, 스트렙토코커스 뉴모니아, 트레포네마 팔리둠 및 비브리

오 콜레라 및 이들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송달 시스템.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하이드로겔 제제는 적어도 하나의 경로 개방 모듈레이터(pathway patency modulator)를 포함하는 송

달 장치.

청구항 17.

제 12 항에 있어서, 하이드로겔 제제는 적어도 하나의 혈관 수축 신경제를 포함하는 송달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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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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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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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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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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