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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배경기술

개체 또는 대상물로 약제를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방출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러<1>
한 제어 방출 시스템(controlled release system)은 표적 부위로의 약제의 제어 방출을 허용하면서도, 약
제가 전달되기 전에 이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이상의 단점 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수의 통상적인 제어 방출 시스템은 지질구(liposphere), 리포좀, 마이크로캡슐, 마이크로입자 <2>
및 나노입자와 같은 마이크로구조물(microstructure)을 기본으로 한다. 마이크로구조물은 통상 분산액의 
형태로 개체의 체내로 도입된다. 마이크로구조물 분산액은 다수의 적용에서 유용하지만, 이들 시스템은 
보철용에 필요한 구조적 완전성을 갖는 연속적 차단막 또는 고체 이식편을 형성하는데는 사용할 수없다. 
또한, 상당한 유체 유동이 있는 신체의 공동, 예를 들면 입 또는 눈에 삽입되는 경우에, 마이크로구조물
은 크기가 작고 불연속적 특성으로 인하여 불량하게 유지될 수 있다. 당해 마이크로구조물 기본 시스템의 
다른 한계점은 광범위하고 복잡한 외과적 수술 없이는 도입된 것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도
입한 후에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마이크로구조물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을 개체의 신체로부터 제거하
기가 고체 이식편 보다도 상당히 어렵다.

통상의 제어 전달 시스템은 또한 매크로구조물(macrostructure)로서도 제조될 수 있다. 활성제<3>
(예: 약제)를 중합체와 블렌딩할 수 있다. 그 다음, 블랜드를 이식을 위해 원통, 원판 또는 섬유상과 같
은 특정 형태로 성형시킨다. 또한, 생분해가능한 중합체로부터 형성된 고체 다공성 이식편이, 상기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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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방출 마이크로시스템 중의 하나를 개체의 적소에 유지시키기 위한 용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들 고
체 이식 방법 중의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에, 약제 전달 시스템은 통상 절개를 통하여 체내로 삽입된다. 
이러한 절개 부위는 종종 목적하는 것보다 더 커지며, 일부 개체는 이러한 치료를 수용하는데 있어 거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통상의  제어  방출  시스템의  마이크로구조물  및  매크로구조물은  모두  중합체-약제 공액체<4>
(congugate)로부터 제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들은 다른 통상의 제어 방출 시스템의 유사한 구조
물에 대해 앞서 기술한 바와 동일한 단점을 갖게 된다. 또한, 중합체-약제 공액체는 수용성 중합체로부티 
제조되어,  경우에 따라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중합체-약제 공액체가 다양한 약제 방출 메카니즘 
(예: 가수분해, 효소 분해 또는 광분해)을 제공하고 방출 속도를 상당한 정도로 제어하므로, 이들이 상기
한 단점 없이 제조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상기한 시스템의 단점은, 액체로서 (예를 들어, 주사기를 통해) 투여된 다음, 동일 반응계 내에<5>
서 고체 이식편으로 후속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약재 전달 시스템의 개발에 의해 다소 해결되었다. 예를 
들면,  생분해가능한 제어 방출 전달 시스템으로 사용하기 위한 액체 중합체성 조성물이 미국 특허 제
4,938,763호, 제 5,278,201호 및 제5,278,202호에 기술되어 있다. 이들 조성물은 액체 상태로 체내에 투
여될 수 있다. 체내에서는, 조성물이 응집되거나 경화되어 고체를 형성한다. 이러한 중합체성 조성물 중 
하나는 수용성 용매에 용해된 비반응성의 열가소성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중합체성 
용액은, 예를 들면 주사기를 통하여 체내로 도입되고, 여기서 주위의 체액으로 용매의 소산 또는 확산시
키면서 "경화(set up)"되거나 고화된다. 다른 주사가능한 중합체성 조성물은 동일 반응계 내에서 경화될 
수 있는 초기중합체의 열경화 시스템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중합체성 시스템은 대개 경화제를 사용하
여 가교결합에 의해 경화되어 고체를 형성하는 반응성 액체 올리고머성 초기중합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주사용 액체 중합체성 시스템은 다수의 독특한 장점을 갖는다. 절개에 대한 요건을 해결<6>
하면서, 액체 전달 시스템은 보철 장치 또는 연속 차단막으로서 사용되기에 충분한 구조적 완전성을 갖는 
이식편을 형성할 수 있다. 고체 이식편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들 액체 시스템은 상당한 유체 유동이 있는 
신체 부분에서 마이크로구조물 분산액과 함께 관찰되는 소산의 문제점을 또한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에도 불구하고, 동일 반응계내에서 이식편 형성용으로 현재 시판중인 액체 전달 시스템은 특별한 바람직
한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

생분해가능한 중합체 및 활성제가 수용성 용매에 용해되어 있는 액체 전달시스템이 체액과 같은 <7>
수성 매질과 접하는 경우에, 용매는 수성 매질로 소산되거나 확산된다. 중합체가 침전되거나 응집되어 고
체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경우에, 활성제는 중합체 매트릭스를 통해 포획되거나 포집된다. 그 다음에, 활
성제의 방출은 중합체성 매트릭스내로부터의 약제의 용해 또는 확산에 대한 일반적인 방식을 따른다. 그
러나, 액체 전달 시스템으로부터의 고체 매트릭스의 형성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통상 수 시간에 걸쳐 
발생된다. 이러한 초기 기간 동안에, 활성제의 확산 속도는 후속적으로 형성되는 고체 매트릭스로부터 발
생하는 방출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를 수 있다. 이러한 초기의 분출 영향(즉, 처음 24시간이내에 방출되
는 활성제의 양)으로 고체 매트릭스가 형성되기 전에, 다량의 활성제가 손실되거나 방출될 수 있다. 활성
제가 특히 독성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초기 방출 또는 분출은 독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인접한 조
직을 손상시킬 수 있다.

초기 분출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면서 동일 반응계 내에서 이식편을 형성하는 액체 전달 시<8>
스템의 개발은 상당한 진전을 의미한다. 당해 전달 시스템은 보다 고농도의 활성제를 이식편으로 안전하
게 혼입시킬 수 있다. 훨씬 높은 퍼센트의 활성제가 지속적 방출용 이식편에 잔류하여 초기 분출 도중에 
손실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시스템의 효능이 또한 개선된다. 최적으로, 액체 전달 시스템은 시스템으로
부터의 활성제의 방출을 제어하는 다수의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독성 부작용의 가능
성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당해 치료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액체 형태로 도입되어 동일 반응계 
내에서 고체 이식편을 형성할 수 있고, 활성제의 초기 분출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개체의 체내로의 활성제
의 지속성 방출을 촉진하는 제어 방출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생체내에서 활성제를 전달하는데 유용하고, 활성제의 초기 분출이 이전에 가능했던 것<9>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제어되는 액체 조성물을 제공한다. 이는, 예를 들면 활성제를 제어 방출 성분내로 혼
입시키고, 제어 방출 성분을 미국 특허 제4,938,763호, 제5,278,201호 및 제5,278,202호에 기술되어 있는 
액체 중합체 시스템과 혼합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제어 방출 성분에는 마이크로구조물(예: 마이크로캡
슐) 또는 매크로구조물(예: 필름 또는 섬유) 제어 방출 시스템, 분자 제어 방출 시스템(예: 중합체/약제 
공액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 포함된다. 생성된 액체 전달 조성물은 제어 방출 성분과 혼합된 생체적합
성 초기중합체,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의 액체 또는 용액 제형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액체 전달 조성물
은 액체 형태로 개체의 체내에 도입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액체 조성물은 동일 반응계 내에서 고화되
거나 경화되어 제어 방출 이식편을 형성한다.

동일 반응계 내에서 제어 방출 이식편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제형은 수성매질에 사실상 불용성<10>
인 생체적합성 중합체, 수성 매질에 혼화성이거나 분산성인 유기 용매, 및 제어 방출 성분을 포함하는 액
체 전달 조성물일 수 있다. 생체적합성 중합체는 유기 용매에 실질적으로 용해된다. 제어 방출 성분은 중
합체/용매 용액에 용해되거나 분산되거나 또는 혼입될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생체적합성 중
합체는 생분해 가능하고/하거나 생부식 가능하다.

액체 전달 조성물은 개체의 체내 또는 체외에서 제어 방출 고체 이식편을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11>
있다. 본 발명의 한 양태에 있어서, 액체 전달 조성물은 개체의 이식 부위로 도입되어, 조성물이 체액과 
접촉하는 경우에 고화되어 제어 방출 이식편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있어서, 고체 이식편은 
액체 조성물과 수성 매질을 접촉시킴으로써 개체의 외부에 형성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체 이식편을 
개체의 이식 부위로 삽입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있어서,  액체  전달  조성물은  개체의  조직위에  막드레싱(film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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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ing)을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막 드레싱을 형성하는데 유효한) 양의 액체 조성물을, 예를 들
면 분무, 도포 또는 주사에 의해 조직내로 투여하고, 액체 전달 조성물과 수성 매질을 접촉시켜 막 드레
싱을 조직위에 형성시킨다.

본 발명은 또한, 동일 반응계 내에서 제어 방출 고체 이식편을 형성하기 위하여 개체의 이식 부<13>
위로 액체 전달 조성물을 투여함으로써 활성제를 사용하여 개체를 치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활성제를 
사용한 개체의 치료는 또한, 액체 전달 조성물과 수성 매질을 접촉시켜 개체의 외부에 형성된 제어 방출 
고체 이식편을 개체에 삽입시킴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유효량의 액체 전달 조성물을 투
여하여 조직위에 막 드레싱을 형성함으로써 개체의 조직(예: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
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있어서, 활성제가 혼입된 제어 방출 성분은 또한 액체의 생체적합성 초기<14>
중합체를 포함하는 액체 전달 조성물의 일부로서 개체의 체내로 도입시킬 수 있다. 액체 초기중합체는 하
나 이상의 중합성 에틸렌계 불포화 그풉(예, 아크릴계-에스테르 말단화된 초기중합체)을 갖는다. 경화제
를 사용하는 경우, 경화제는 통상 사용 직전에 조성물에 가한다. 초기중합체는 경화제를 도입한 후 단시
간 동안은 액체로 잔류한다. 이 기간 동안에, 액체 전달 조성물을, 예를들면 주사기를 이용하여 체내로 
도입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혼합물이 동일 반응계 내에서 고화되어 고체 이식편을 형성한다. 액체 전
달 시스템의 다른 양태는 또한 초기중합체 및 제어 방출 성분 외에도, 수성 매질에 혼화성이거나 분산성
인 기공 형성제(pore-forming agent) 또는 유기 용매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기공 형성제 또는 유기 용
매를, 경화제의 첨가와 함께 또는 이의 첨가 직후에 액체 초기 중합체 조성물에 가할 수 있다. 초기중합
체와 혼합된 기공 형성제 또는 유기 용매를 포함하는 액체 전달 조성물이 사용되는 경우, 형성된 이식편
은 내부에 제어 방출 성분이 혼입된 고체 미세다공성 중합체 매트릭스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액체 초기중합체 조성물을 개체내로 도입시킴을 포함하는, 활성제를 사용<15>
한 개체의 치료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는 유효량의 액체 초기중합체 조성물을 손상
된 조직에 투여하여 막 드레싱을 형성시킴을 포함하는, 개체의 손상된 조직의 치료방법을 제공한다.

생체내에 활성제를 전달하는데 유용하고, 활성제의 초기 분출을 이전에 가능했던 것보다 더 효과<16>
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액체 조성물을 제공하는 다른 방법은, 활성제를 수불용성 생체적합성 중합체와 공
액화시킨 다음, 생성된 중합체-활성제공액체를 생체적합성 용매에 용해시켜, 미국 특허 제4,938,763호. 
제5,278,201호 및 제5,278,202호에 기술된 것과 유사한 액체 중합체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다. 수불용성 
생체적합성 중합체는 상기한 특허에 기술된 것이거나 이와 관련된 공중합체일 수 있다. 또한, 액체 중합
체 시스템은 활성제와 공액화되지 않는 수불용성 생체적합성 중합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가지 
양태에 있어서, 이들 액체 조성물은 액체 형태로 개체의 체내로 도입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액체 조성
물은 동일 반응계 내에서 고화되거나 응집되어 제어 방출 이식편을 형성하는데, 이때 활성제는 고체 매트
릭스 중합체와 공액화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있어서, 고체 이식편은 액체 조성물과 수성 매질을 접
촉시킴으로써 개체의 체외에 형성시킬수 있다. 그 다음에, 고체 이식편을 개체의 이식 부위로 삽입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있어서, 액체 전달 조성물은 개체의 조직위에 막 드레싱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N-메틸-2-피롤리돈(NMP)에 용해된 75/25 폴리(D,L-락티드-코-글리콜리드)(PLG)중의 제형<17>
으로부터 방출된 날트렉손의 누적량을 나타낸다. 제형은 유리날트렉손, 또는 날트렉손 및 폴리(D,L-락티
드)(PLA)의 용융 융합에 의해 제조된 마이크로입자를 함유한다. 각각의 제형은 5.0%(w/w)의 날트렉손(유
리 약재를 기준으로 함)을 함유한다.

도 2는 NMP에 용해된 75/25 PLG중의 제형으로부터 방출된 항정신병 약제 (APD)의 누적량을 나타<18>
내는 것이다. 제형은 유리 APD, 또는 고분자량의 폴리(비닐피롤리디논)("PVP")과 포집된 APD를 함유한다. 
각각의 제형은 5.0%(w/w)의 APD(유리 약제를 기준으로 함)를 함유한다.

도 3은 DMSO에 용해된 75/25 PLG중의 제형으로부터 방출된 염소 e6의 누적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19>
제형은 유리 염소 e6, 또는 (N-2-하이드록시프로필)-메타크릴아미드)/N-메타크럴로일글리신 공중합체에 공

유결합된 염소 e6을 함유한다. 각각의 제형은 0.5%(w/w)의 염소 e6(유리 약제를 기준으로 함)을 함유한다.

본 발명은 활성제가 지속적이고 제어된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고체 구조물을 형성하는데 사<20>
용될 수 있는 생체적합성 액체 전달 조성물을 제공한다. 이 조성물은 통상 액체 형태로 투여된다. 투여 
후에, 조성물은 고화되거나 경화("설정")되어 고체 또는 젤라틴성 매트릭스("이식편")를 형성하는데, 이
는 실질적으로 수성 매질(예: 체액)에 불용성이다. 제시된 제형에서의 활성제의 상대적인 분배 특성을 기
준으로 하여, 활성제의 비교적 다량의 초기 방출을 관찰할 수 있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초기 방
출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활성제가 치료학적 측면이 큰 약제일 수 있다. 그러나, 다
른 경우에 있이, 초기 방출로 인접한 조직이 손상되거나, 독성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

제어 방출 성분을 포함하는 액체 중합체 시스템<21>

활성제의  물리적  상태를  개질시킴으로써,  예를  들면  활성제를  제어  방출  성분내에  혼입시킨 <22>
다음, 액체 전달 조성물에 용해, 분산 또는 혼입시킴으로써 초기 분출을 감소시키거나 피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제어 방출 성분은 마이크로구조물, 매크로구조물, 공액체, 착물 또는 수용해도가 낮은 염을 포
함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제어 방출 성분으로부터 활성제를 방출하는데 필요한 추가 시간은 활성제의 
실질적인 양의 초기 손실 없이 제형을 고체 이식편으로 고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생체내에 활성제를 전달하는데 유용하고, 활성제의 초기 분출을 이전에 가능했던 것보다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있다.

적합한 제어 방출 성분의 예로는 마이크로입자, 나노입자, 사이클로덱스트린, 마이크로캡슐, 미<23>
셀(micelle) 및 리포좀과 같은 마이크로구조물이 포함된다. 제어 방출 성분은 또한 섬유, 로드(rod),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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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원판 또는 원통과 같은 매크로구조물을 포함할 수 있다. 적합한 제어 방출 성분은 또한 활성제의 수
용해도가 낮은 활성제의 염, 및 활성제가 담체 분자와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착물 또는 공액체를 포
함한다. 추가로 제어 방출 성분의 정의에는 상기 방식의 혼합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제어 방출 성분은 
착물,  공액체 또는 수용해도가 낮은 염의 일부로서 활성제를 포함하는 마이크로구조물(예: 마이크로캡
슐)일 수 있다.

액체 전달 조성물을 주사에 의해 개체내로 도입시키는 경우, 마이크로캡슐 또는 마이크로입자의 <24>
크기는 통상 500㎛ 이하, 바람직하게는 150㎛ 이하로 제한된다. 500㎛ 보다 큰 마이크로구조물은 주사기 
또는 고무관을 통해 전달하기가 어렵고, 주위의 조직에 영향을 주거나 자극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 제어 방출 성분은 섬유, 필름 또는 보다 큰 중합체 비이드와 같은 매크로구조물을 포함할 수 있
다. 이들은 조성물이 고화되어 내부에 매크로구조물이 혼입된 매트릭스를 형성하도록 액체 전달 조성물의 
액체 부분에 분산되거나 혼입 또는 연관될 수 있다. 또한, 액체 부분이 접착제로서 작용하여 개체의 신체
의 이식 부위의 적소에 매크로구조물을 유지할 수 있다. 매크로구조물은 500마이크론 이상이다. 매크로구
조물의 크기에 대한 상한은 특정 용도에 좌우된다.

고체 매트릭스로 형성되는 경우에, 생성된 이식편은 활성제의 방출을 제어하기 위한 둘 이상의 <25>
방식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제어 방출 성분으로부터 활성제의 방출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제1 방식 및 
이식편 매트릭스로부터의 방출을 기준으로 하는 제2 방식을 제공한다. 제2 방식은 이식 물질의 생분해 및
/또는 생부식 속도에 의해 좌우되며, 또한 이식편이 미세다공성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확산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제어 방출 성분으로부터의 방출 속도는, 예를 들면 제어 방출 성분이 중합체성 마이크로입자 또
는 마이크로캡슐인 경우에도 중합체 매트릭스의 생분해 및/또는 생부식 속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방
출 속도는, 예를 들면 제어 방출 성분이 담체 분자와 활성제의 공액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다른 
공정에 의해 또한 좌우될 수 있다. 공액체로부터의 활성제의 방출 속도는 또한 공액체의 파괴 속도에 의
해 좌우될 수 있다.

특정한 제어 방출 성분의 선택은 활성제의 물리적 특성(예: 용해도, 안정성등)과 액체 조성물 및 <26>
생성된 이식편의 목적하는 특성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제어 방출 성분은 하나 이상의 다양한 물질을 포
함할 수 있다. 제어 방출 성분은, 예를 들면 마이크로입자의 매트릭스로서, 마이크로캡슐의 피막으로서 
또는 활성제 공액체의 담체의 분자로서 중합체를 포함할 수 있다. 제어 방출 성분은, 예를 들면 활성제가 
수용해도가 낮은 염으로서 존재하는 경우에 소수성 대이온(counterion)을 포함할 수 있다. 제어 방출 성
분이 중합체 피복내에 포집되어 활성제-공액체로서 포함되는 경우에, 이는 상기한 것들의 혼합물을 포함
할 수 있다.

제어 방출 성분은 마이크로입자, 마이크로캡슐 또는 나노입자와 같은, 다수의 마이크로구조물을 <27>
포함할 수 있다. 보다 작은 입자(예: 크기가 10 내지 1000nm 의 범위인 나노입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마이크로입자 또는 마이크로캡슐의 통상적인 크기는 1 내지 500㎛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이크로캡슐은 
활성제를 포함하는 물질과 단순한 저장조가 막 쉘에 의해 둘러싸인 저장조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이 저장
조는 활성제만을 함유하거나, 중합체 매트릭스 또는 방출 속도 개질제와 같은 다른 물질을 함유할 수 있
다. 또한, 저장조는 공액체, 착물 또는 수용해도가 낮은 염의 일부로서 혼입된 활성제를 포함할 수 있다. 
마이크로입자는 활성제가 입자 매트릭스 전체에 통상의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분포된 작은 모놀리식 완전
체(monolithic entity)이다. 그러나, 많은 실제 제형이 이들 두 정의 내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마이크
로캡슐은 마이크로캡슐화 공정 도중에 응집될 수 있다. 다른 경우에, "마이크로캡슐" 시스템에 함유된 활
성제 입자의 크기는 마이크로캡슐 자체의 크기와 동일한 순서일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용어 "마이
크로구조물"은 마이크로입자, 나노입자, 마이크로캡슐 또는 관련 중간체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
다. 이들 마이크로구조물을 제조하는 다양한 물리적 방법 및 화학적 방법이 개발되었고, 그 기술은 익히 
확립되었고 공지되었다(참조 문헌: Patrick V. Deasy, "Microencapsulation and Related Drug Processes, 
" Marcel Dekker Inc., New York(1984)). 마이크로캡슐 및 마이크로입자의 제조방법의 다양한 예가 공지 
되어  있다(참고  문헌: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4,061,254호,  제4,818,542호,  제5,019,400호  및 제
5,271,961호; 및 Wakiyama et al., Chem. Pharm Bull., 29, 3363-68(1981)). 목적하는 화학적 특성 및 물
리적 특성에 따라, 이러한 방법들 중 다수가 마이크로캡슐 또는 마이크로입자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마이크로입자는 지질구의 형태일 수 있다. 이 경우에, 마이크로입자는 인지질 및 임의의 불활성 <28>
고체 물질(예: 왁스)을 포함한다. 지질구는 이들의 표면에 인지질 층이 혼입된 고체의 수불용성 마이크로
입자이다. 지질구의 코어(core)는 고체 활성제, 또는 불활성 고체 물질에 분산된 활성제를 
함유한다(참조: 미국 특허 제5,188,837호).

활성제 함유 리포좀은 통상 잘 공지된 방법 중의 하나에 의해 수용액 중에서 형성된다(참조: 미<29>
국 특허 제5,049,386호), 리포좀 함유 수용액은, 예를 들면 상기 용액의 유-중-수 에멀젼을 액체 초기중
합체 중에서 형성시킴으로써 본 발명의 조성물에 혼입시킬 수 있다. 경화된 후, 리포좀이 혼입된 중합체 
매트릭스가 형성된다.

나노입자는 nm 크기 범위(10 내지 1000nm)로 제조되는 약제 또는 다른 활성 분자용 담체이다. 약<30>
제는 중합체의 콜로이드성 코아세르베이션(colloidal  coacervation),  고체 콜로이드성 중합체성 담체의 
표면에 대한 흡수, 및 중합, 중축합 또는 코아세르베이션에 의한 입자의 피복, 중합 또는 중축합에 의한 
나노구간화(nanocompartmentation)하에서의 구형 미셀의 고화 및 전기 모세관 유화를 사용한 계면 중합 
기술을 사용하여 나노입자로 혼입시킬 수 있다.

에를 들면, 나노입자는 문헌(참조 문헌: Gref et al., Science, 263, 1600-1602(1994))에 기술된 <31>
바와 같이 나노구(nanosphere)를 포함할 수 있다. 나노구는 친유성 블록 및 친수성 블록을 갖는 이블록 
중합체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활성제는 나노구 전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통상 나노구의 친유성 코어 전
체에 걸쳐 분자 분산액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나노구가 고 하중하에 존재하는 경우에, 활성제의 상 분
리가 발생하여 활성제의 응집체 또는 결정을 형성할 수 있다.

액체 전달 조성물은 또한 섬유, 로드, 필름, 원판 또는 원통과 같은 다수의 매크로구조물을 포함<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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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들 매크로구조물은 활성제가 방출 속도를 제어하는 막으로 둘러싸인 저장조 시스템, 또는 
활성제가 매크로구조물 매트릭스에 걸쳐 분포된 모놀리식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액체 전달 조성물은 초기 분출 효과 없이도 활성제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방출 잇점을 <33>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있어서, 이는 활성제(예:약제)를, 공액체를 포함하는 제어 방출 성분에 
혼입시킴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액체는 활성제가 담체 분자에 공유 결합된 제어 방출 
성분으로서 정의된다. 활성제를 담체 분자에 공유 결합시킴으로써, 활성제의 용해도 및 이동 특성이 변화
된다. 바람직하게는, 담체 분자는 자체로 생물학적 활성이 없으며 용이하게 생분해된다. 담체 분자는 통
상 중합체이지만, 또한 보다 작은 유기 분자일수도 있다. 예를 들면, 활성제는 에스테르 또는 아미드 결
합을 통해 작은 분자(예: 스테아르산)에 공유 결합되어 활성제의 수용해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약제  공액체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중합체는  수용성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 <34>
글리콜, 폴리-L-아스파르트산, 폴리(글루탐산), 폴리라이신, 폴리(말산), 덱스트란, 및 N-(2-하이드록시
프로필)-메타크릴아미드(HPMA)의 공중합체일수 있다. 약제 공액체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중합체는 또한 
수불용성 중합체를 포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폴리글리콜라이드, 폴리(DL-락티드)(PLA), 폴리카프로락
톤(PCL),  폴리오르토에스테르,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아미드, 폴리안하이드라이드, 폴리우레탄, 폴리에스
테르아미드,  폴리포스파젠,  폴리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  폴리하이드록시발레레이트,  폴리알킬렌 옥살레이
트, 및 이들의 공중합체, 삼원 공중합체 또는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는 이
들의 분자량 및 공중합체[예: 폴리(락티드-코-라이신) 및 폴리(락티드-코-말로락톤산)]에 혼입된 단량체
의 비에 따라 수용성이거나 수불용성일 수 있다. 약제를 이들 중합체에 공액화시키기 위하여, 이들은 하
이드록실, 카복실 또는 아민 그룹과 같은 반응성 그룹을 가져야만 한다. 이들 반응성 그룹은 중합체의 말
단에 존재하거나, 중합체 주 구조의 측쇄에 존재할 수 있다. 반응성 그룹이 말단 그룹인 경우에, 중합체
의 분자량은 목적하는 약제 하중을 성취하기에 충분한 말단 그룹을 가지기 위하여 비교적 작아야만 한다. 
반응성 그룹을 갖는 중합체에 약제를 결합시키는 다수의 방법에 존재한다. 상기 방법은 활성화된 에스테
르 그룹(예: p-니트로페닐 에스테르, 하이드록시석신이미드 에스테르)의 형성, 및 디사이클로헥실 카보디
이미드(DCC)의 사용을 포함한다. 중합체-약제 공액체는 마이크로구조물 또는 매크로구조물로서 액체 중합
체 조성물로 혼입시킬 수 있다. 이들을 또한 액체 중합체 조성물에 단순히 용해시키거나 분산시킬 수도 
있다.

폴리(아미노산), 폴리(아미노산 에스테르), 폴리(카복실산), 폴리(하이드록시카복실산), 폴리오<35>
르토에스테르, 폴리포스파젠, 폴리알킬렌 글리콜 및 관련 공중합체와 같은 다양한 중합체가 중합체/약제 
공액체의 제조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폴리-L-아스파르트산, 폴리(라이신) 및 폴리(글루탐산)과 같은 폴
리(아미노산)이 중합체/약제 공액체의 제조에 사용된다. 폴리(락트산-코-라이신)(PLA/Lys) 및 폴리(에틸
렌 글리콜)-폴리(아스파르트산) 블록 공중합체와 같은 관련 공중합체가 또한 사용된다. 중합체/약제 공액
체의 제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다른 중합체에는 덱스트란, 및 N-(2-하이드록시프로필)-메타크릴아미드의 
공중합체(HPMA  공중합체)가 포함된다. 약제 공액체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중합체는 수용성 중합체(예: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L-아스파르트산 및 폴리(라이신))이거나, 수불용성 중합체(예: 폴리(락티드-코-
글리콜라이드)(PLG))일 수 있다. 사용되는 공중합체(예: PLA/Lys)의 일부는 공중합체에 혼입된 단량체의 
비에 따라 수용성이거나 수불용성일 수 있다. 담체 분자로서 사용될 수 있는 열가소성 중합체의 다른 예
에는 폴리(글리콜라이드), 폴리(D,L-락티드)(PLA),  폴리(카프로락톤)(PLC),  및 말로락톤산과 D,L-락티드
의 공중합체(PLA/MLA)가 포함된다.

액체 전달 조성물은 수성 매질에 실질적으로 불용성인 열가소성 중합체(예: 저분자량의 PLA 또는 <36>
PLG)에 활성제가 공유 결합되어 있는 공액체와 유기 용매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조성물은 활성제
에 결합된 것 뿐만 아니라, 결합되지 않은 형태의 열가소성 중합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있어서, 제어 방출 성분은 담체 분자가 활성제와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37>
는 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착물은 또한 활성제 및 담체 분자와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금속 양이온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착물은 카복실 그룹을 갖는 생분해가능한 중합체를 포함할 수 있다. 중합체
의 카복실 그룹은 약제 및 금속(예: 아연, 마그네슘 또는 칼슘)과 배위 착물을 형성할 수 있다. 이들 착
물은 물과 접촉시 파괴될 수 있다. 그러나, 약제가 착물의 일루라는 사실이 약제가 상응하는 유리 약제만
큼 신속히 이식편으로 부터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어 방출 성분은 활성제의 수용해도가 낮은 염과 같은 염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38>
용어 "수용해도가 낮은 염"은 용해도가 25mg/ℓ (25ppm) 이하인 염으로서 정의된다. 본 발명에서는, 수용
해도가 낮은 염의 용해도는 염을 40℃ 이하의 온도에서 증류수에 4시간 동안 분산시키거나 교반할 경우에 
용액에서 측정할 수 있는 염의 양으로서 정의된다. 수용해도가 낮은 염은 통상의 활성제에 대한 대 이온
으로서 비독성의 수불용성 카복실레이트 음이온(예: 파모산, 주석산 또는 스테아르산의 음이온 형태)을 
포함한다. 이러한 초기 분출 효과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활성제가 수용성 생체 활성제(예: 펩티드)인 경우
에 특히 유용하다(참조: 미국 특허 제5,192,741호). 활성제의 수용해도가 낮은 염은 본 발명의 액체 전달 
조성물에 분산시킬 수 있다. 또는, 수용해도가 낮은 염을 액체 전달 조성물로 혼입시키기 전에, 마이크로
입자의 중합체성 매트릭스에서 포집시키거나 분산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제어 방출 성분은 최종 액체 전달 조성물에서 가용성이거나 불용성인 중합체 또는 물<39>
질, 즉 유기 용매 또는 액체 초기중합체에서 가용성이거나 불용성인 중합체 또는 물질로부터 제조할 수 
있다. 제조시 사용되는 중합체 또는 물질은 불용성이며, 조성물은, 예를 들면 마이크로입자 또는 마이크
로캡슐의 분산액 으로서 제조하고 저장할 수 있다. 중합체 또는 물질이 벌크 액체 조성물에서 가용성인 
경우에, 제어 방출 성분은 이를 사용하기 직전에 조성물에 가하이 혼합할 수 있다. 당해 조성물이 사용될 
수 있는 정확한 시간 영역은 특정한 조성물중의 중합체 또는 물질의 용해 속도에 좌우될 것이다. 예를 들
면, 제어 방출 성분의 중합체 또는 물질이 벌크 조성물에 거의 용해되지 않는 경우에, 조성물을 제한된 
시간 동안에 분산액 또는 혼합물로서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제어 방출 성분이 벌크 액체 조성물에서 가
용성인 활성제 공액체인 경우에, 조성물의 모든 성분은 이를 사용하기 직전에 함께 블렌딩하여 사용전에 
액체 조성물을 잘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가지 양태에 있어서, 제어 방출 성분은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의 용액 제형에 용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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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또는 혼입시켜 액체 전달 조성물을 형성할 수 있다. 액체 전달 조성물은 통상 비독성 유기 용매에 
용해된 생분해가능하고/하거나 생부식성이고 생체적합성인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용매는 수
성 매질(예: 체액)에서 혼화성이거나 분산성이다. 이러한 액체 조성물을 개체의 신체의 이식 부위로 주입
하거나 삽입시킬 수 있다. 인접한 조직에서 체액과 접촉하는 경우에, 액체 조성물은 동일 반응계 내에서 
고화되어 제어 방출 이식편을 형성한다. 제어 방출 이식편은 제어 방출 성분이 내부에 혼입된 고체 중합
체 매트릭스이다.

또한, 제어 방출 성분을 초기중합체의 액체 제형에 용해시키기나 분산시켜 액체 전달 조성물을 <41>
형성시킬 수 있다. 이식 부위로 주입되거나 삽입된 후에, 초기중합체는 경화되어 제어 방출 성분이 내부
에 혼입된 고체 중합체성 매트릭스를 형성한다. 경화 단계는, 경화제를 사용하여 수행하거나, 다른 공지
된 방법, 예를 들면 초기중합체를 전자파 방사선에 노출시킴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경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초기중합체 및 제어 방출 성분을 포함하는 혼합물이 형성된다. 경화제는 통상 주입 직전에 상기 
혼합물에 가하여 액체 초기중합체 제제를 형성한다.

본 발명의 한가지 양태에 있어서, 활성제를 포함하는 제어 방출 성분을 액체 조성물의 일부로서 <42>
개체의 신체에 도입시킬 수 있다. 액체 조성물은 유기 용매와 혼합되어 수성 매질에서 실질적으로 불용성
인 생체적합성 중합체와 제어 방출 성분을 포함한다. 유기 용매는 수성 매질에서 혼화성이거나 분산성이
다. 바람직하게는, 생체적합성 중합체는 생분해 가능하고/하거나 생부식 가능하다. 중합체는 통상 폴리락
티드, 폴리카프로톤 또는 폴리글리콜라이드와 같은 열가소성 중합체이다. 활성제는 생체 활성제 또는 진
단 시약일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생체 활성제(bioactive agent)"는 약제, 약, 또는 신체에 대
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의미한다.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진단 시약"은 생리학적 상태 또
는 기능의 검출 또는 모니터링이 가능한 물질(예: 조영제)을 의미한다. 액체 전달 조성물은 개체의 신체
의 이식 부위로 주입 또는 삽입시킬 수 있다. 인접한 조직의 수성 매질(예: 체액)과 접촉시, 액체 전달 
조성물은 동일 반응계 내에서 고화되어 제어 방출 이식편을 형성한다. 액체 조성물의 유기 용매는 주위의 
조직 유체로 소산되고, 중합체는 응집되어 고체 이식편을 형성한다. 이식편은 제어 방출 성분이 내부에 
혼입된 고체 중합체 매트릭스이다. 이식편은 약제, 약, 진단 시약 등과 같은 활성제의 제어 전달을 가능
하게 한다.

액체 조성물은 또한 체외에 이식편 전구체를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식편 전구체의 구조<43>
는 외부 낭(sack) 및 액체 충전물로 구성된다. 이식편 전구체가 개체의 신체로 도입된 후에, 체액과 접촉
하면 동일 반응계 내에서 제어 방출 이식편을 형성한다. 이식편 전구체는 수성 매질에 실질적으로 불용성
인 생체적합성 중합체, 활성제를 포함하는 제어 방출 성분, 및 수성 매질에 혼화성이거나 분산성인 유기 
용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이식 부위"는 제어 방출 이식편이 내부 또는 외부 형성되거나 적용되는 <44>
부위를 포함함을 의미하며, 예를 들면 근육 또는 지방과 같은 연조직, 또는 뼈와 같은 경질 조직이 있다. 
이식 부위의 예로는 조직 재생 부위와 같은 조직 결손; 치주 포켓(periodontal pocket), 외과적 절개 부
위 또는 기타 형성된 포켓 또는 공동과 같은 빈 공간; 구강, 질, 직장 또는 비강 및 눈의 맹낭 등과 같은 
자연 공동; 및 액체 전달 조성물 또는 이식편 전구체가 위치하여 고체 이식편으로 형성될 수 있는 다른 
부위가 포함된다.

본 발명의 액체 전달 조성물은 제어 방출 성분 및 유기 용매와 함께, 생체적합성 중합체 또는 공<45>
중합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원에서 참조로 인용된 미국 특허 제4,938,763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유기 
용매는 생체적합성이고, 수성 매질에서 혼화성이거나 분산성이다. 액체 전달 조성물은 임의로 기공 형성
제 및/또는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속도 개질제를 포함할 수 있다. 액체 조성물 및 생성된 이식편 전구체 
및/또는 고체 이식편은 이식 부위에서 중합체, 용매, 제어 방출 성분 또는 중합체 매트릭스가 실질적으로 
조직 자극 또는 괴사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제적합성이다.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는 실질적으로 수성 매질(예: 체액)에 불용성이며, 동물의 체내에서 생분해 <46>
가능하고 생부식 가능하고/하거나 생흡수 가능하다. 용어"생분해가능한"은 이식편의 중합체 및/또는 중합
체 매트릭스가 사람의 체내에서 효소 작용, 가수분해 작용 및/또는 다른 유사한 메카니즘에 의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됨을 의미한다. 용어 "생부식가능한"은 이식편 매트릭스가 주위의 조직 유체 및 세포 
작용 등에서 발견되는 물질과 접촉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적어도 부분적으로 부식 또는 분해됨을 의미
한다. 용어 "생흡수가능한"은 중합체 매트릭스가 파괴되어, 예를 들면 세포, 조직 등에 의해 사람의 체내
로 흡수됨을 의미한다.

열가소성 중합체<47>

액제 전달 조성물에 유용한 열가소성 중합체에는 생분해 가능하고/하거나 생부식 가능하고 생체<48>
흡수가능하며, 열에 노출시 연화되지만 냉각시 이들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생체적합성 중합체가 포함
된다. 열가소성 중합체는 유기 용매에 실질적으로 용해될 수 있다. 열가소성 중합체는 또한 중합체 용액
으로부터 용매 성분을 소산시키고 중합체를 수성 매질과 접촉시키는 경우에, 응집되거나 침전되어 외막과 
고체 미세다공성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내부 코어를 형성할 수 있다.

중합체 용액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열가소성 중합체에는 일반적으로 전술한 특성을 갖는 화합물이 <49>
포함된다. 그 예로는 폴리락티드, 폴리글리콜라이드, 폴리카프로락톤, 폴리안하이드라이드,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테르아미드, 폴리오르토에스테르, 폴리디옥사논, 폴리아세탈, 폴리케탈, 플리카보네
이트, 폴리오르토에스테르, 폴리포스파젠, 폴리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 폴리하이드록시발레레이트, 폴리알
킬렌  옥살레이트,  폴리알킬렌  석시네이트,  폴리(아미노산),  폴리(메틸비닐  에테르),  폴리(말레산 무수
물), 키틴, 키토산, 및 이들의 공중합체, 삼원 공중합체 또는 혼합물이 있다. 폴리락티드, 폴리카프로락
톤, 폴리글리콜라이드 및 이들의 공중합체가 매우 바람직한 열가소성 중합체이다.

열가소성 중합체는 적절한 유기 용매와 혼합되어 용액을 형성한다. 특정 용매 중에서의 중합체의 <50>
용해도 또는 혼화성은 중합체의 결정도, 친수성, 수소 결합능력 및 분자량과 같은 인자에 따라 변할 것이
다. 결과적으로, 용매 중에서의 중합체의 분자량 및 농도를 조절하여 목적하는 용해도를 수득한다. 열가
소성 중합체는 결정도가 낮으며 수소 결합 정도가 낮고 수용해도가 낮으며 유기 용매 중의 용해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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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

용매<51>

본  발명의  액체  전달  조성물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매는  생체적합성이고  약제학적으로 <52>
허용되며, 중합체 성분 및 수성 매질과 혼화성이고, 예를 들면, 이식 부위를 둘러싸는 조직액(예: 혈청, 
림프, 뇌척수액(CSF) 및 침 등)과 같은 수성 매질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용매는 바람직하게는 
생체적합성이 있다. 통상, 용매는 힐데브란트 용해도 파라미터(Hildebrand solubility parameter)가 약 9

내지 약 13(cal/㎤)
½
이다. 용매의 극성도는 약 10% 이상의 수용해도를 제공하고 중합체 성분을 용해시키

기에 효과적이어야 한다.

액체 전달 조성물에 유용한 용매에는, 예를 들면 N-메틸-2-피롤리돈; 2-피톨리돈; 탄소수 2 내지 <53>
8의 지방족 알콜; 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롤; 테트라글리콜; 글리세롤 포르말; 솔케탈; 알킬 에스테르
(예: 에틸 아세테이트, 에틸 락테이트, 에틸 부티레이트, 디부틸 말로네이트, 트리부틸 시트레이트, 트리
-n-헥실 아세틸시트레이트, 디에틸 석시네이트, 디에틸 글루타레이트, 디에틸 말로네이트 및 트리에틸시
트레이트), 트리아세틴; 트리부티린, 디에틸 카보네이트;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지방족 케톤(예: 아세톤 
및 메틸 에틸 케톤); 디알킬아미드(예: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및 디메틸포름아미드); 사이클릭 알킬 아미드
(예:  카프로락탐);  디메틸 설폭사이드;  디메틸 설폰;  데실메틸설폭사이드;  올레산;  방향족 아미드(예: 
N,N-디에틸-m-톨루아미드);  1-도데실아자사이클로헵탄-2-온  및 1,3-디메틸-3,4,5,6-테트라하이드로-

2(1H)-피리미디논 등이 포함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용매에는 N-메틸-2-피톨리돈(NMP), 2-피톨리
돈, 에틸 락테이트, 디메틸 설폭사이드(DMSO)및 프로필렌 카보네이트가 포함된다.

중합체 성분에 대한 용해도를 변화시키는 용매 혼합물이 응집 속도 또는 경화 속도가 느린 중합<54>
체의 응집 속도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합체는 양호한 용매(즉, 중합체가 고도로 
가용성인 용매) 및 불량한 용매(poor solvent)(즉, 중합체의 용해도가 낮은 용매) 또는 비용매(즉, 중합
체가 불용성인 용매)를 포함하는 용매 혼합물과 혼합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용매 혼합물은, 중합체가 
이식 부위에서 주위의 수성 매질(예: 조직 유체)로의 용매의 소산시 용액 중에 응접되거나 침전되더라도 
가용성을 유지하도록 혼합되어 있는, 불량한 용매 또는 비용매와 유효량의 양호한 용매를 함유한다.

액체 조성물 중에서의 중합체의 농도는 일반적으로 용매의 확산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중합체가 <55>
응집 또는 침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농도는 중합체 약 0.01g/용매 ml 내지 대략 포화 농도, 바람직하게
는 약 0.1g/ml 내지 대략 포화 농도,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0.2g/ml 내지 약 0.7g/ml의 범위일 수 있다.

열경화성 중합체<56>

동일 반응계 내에서 형성된 생분해 가능한 이식편은 또한 적절히 관능화된 생분해 가능한 초기중<57>
합체를 가교결합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액체 열경화 시스템은 제어 방출 성분 및 반응성
의 액체 초기중합체를 포함한다. 액체 초기중합체는 대개 경화 촉매를 사용하여 동일 반응계 내에서 경화
시켜 고체 매트릭스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중합성 관능 그룹에 결합되어 생체적합성 초기중합체를 형
성할 수 있는 임의의 생체적합성 올리고머가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기술된 생분해가능한 임의의 열
가소성 중합체가 사용될 수 있지만, 이들 중합체의 저분자량 올리고머는 액체이어야만 하고 중합성 관능 
그룹을 함유하는 유도체화제와 반응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관능 그룹을 가져야만 한다는 한계가 있다. 
적절한 액체 초기중합체는 유도체화제와 반응하여 하나 이상의 중합성 에틸렌계 불포화 그룹을 갖는 초기
중합체를 형성하는 펜턴트 하이드록실 그룹을 갖는 올리고머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하이드록시 말단화
된 저분자량의 폴리락티드는 아크릴로일 클로라이드와 반응하여 아크릴계 에스테르로 말단 캡핑된 폴리락
티드 올리고머를 생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초기중합제의 에틸렌계 불포화 그룹은 경화 촉매(예: 유리 
라디칼 개시제)를 가하거나 전자기 방사선에 노출시킴으로써 중합시킬 수 있다.

초기중합체는 경화제의 첨가 후에 단기간 동안 액체 상태로 잔류하기 때문에, 액체 초기중합체와 <58>
제어 방출 성분 및 경화제의 혼합물을 조작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를 주사기에 넣어 개체의 체내로 
주입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혼합물은 절개할 필요없이 동일 반응계 내에서 고체 이식편을 형성한다. 
열가소성 중합체를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의 경우에, 활성제의 방출 속도는 이식편으로 부터의 활성제의 
확산 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몇몇 경우에, 방출 속도는 중합체성 매트릭스 이식편의 생분해 및/또는 
생부식에 의해 좌우된다. 다른 경우에, 방출 속도는 제어 방출 성분으로부터의 활성제의 방출 속도에 의
해 좌우된다.

활성제<59>

본 발명의 액체 전달 조성물은 생체 활성제 또는 진단 시약과 같은 활성제를 단독으로 포함하거<60>
나, 또는 개체에서 인접 조직 또는 기관이나 원거리의 조직 및 기관에 대해 활성제의 전달 시스템을 제공
하는 이식편 또는 막 드레싱이 혼합되어 포함한다. 이식편 전구체 및 이식편에 단독으로 또는 혼합되어 
사용될 수 있는 생체 활성제에는, 예를 들면 포유동물을 포함한 동물의 체내에 국소 또는 전신의 생물학
적, 생리학적 또는 치료학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고 고체 이식편 매트릭스로부터 인접한 조직액 또는 주
위의 조직액으로 방출될 수 있는 약제, 약 또는 기타 적절한 생물학적, 생리학적 또는 약제학적 활성 물
질이 포함된다. 사용될 수 있는 진단 시약에는 방사선 진단 시약과 같은 조영제가 포함된다.

활성제는 균질 혼합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중합체 용액에서 가용성이거나, 현탁액 또는 분산액을 <61>
형성하기 위하여 중합체 용액에서 불용성일 수 있다. 이식시, 활성제는 바람직하게는 이식편 매트릭스 내
에 혼입된다. 매트릭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됨으로써, 활성제는 매트릭스로부터 인접한 조직액으
로, 바람직하게는 제어된 속도로 방출된다. 매트릭스로부터의 활성제의 방출은, 예를 들면 수성매질 중의 
활성제의 용해도, 매트릭스 내에서의 활성제의 분포 및 이식편 매트릭스의 크기, 형태, 다공성, 용해도 
및 생분해성 등에 의해 변할 수 있다.

액체 전달 조성물은 동물에 목적하는 수준의 생물학적, 생리학적, 약물학적 및/또는 치료학적 효<62>
과를 제공하기에 유효한 양의 생체 활성제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생체 활성제의 약물학적 특성
에 의해 나타나는 것 이외에, 액체 전달 조성물에 포함된 생채 활성제의 양에 대한 상한선에는 제한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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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합체 용액으로 혼입된 생체 활성제의 양에 대한 하한선은 생체 활성제의 활성 및 치료에 필요한 기
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생체 활성제는 동물의 생물학적 또는 생리학적 활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활성제는 <63>
세포 성장 및 조직 재생, 및 출산 조절기능을 증진시키고, 신경 촉진 또는 뼈 성장을 유발하는 등의 역할
을 할 수 있다. 유용한 생체 활성제의 예로는 세포와 조직의 성장 및 생존을 촉진시키거나 세포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물질 또는 이의 대사 전구체[예: 신경 성장 촉진 물질(예: 강글리오사이드) 및 신경 성
장 인자 등]; 경조직 또는 연조직 성장 촉진제[예; 피브로넥틴(FN), 사람 성장 호르몬(HGH), 단백질 성장 
인자 인터류킨-1(IL-1) 등];뼈 성장 촉진 물질(예: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인산삼칼슘 등), 및 이식 부위
의 감염 방지에 유용한 물질 [예: 항바이러스제(예: 비다라빈 또는 아시클로비르), 항균제(예: 페니실린 
또는 테트라사이클린), 구충제(예: 퀴나크린 또는 클로로퀸)]이 포함된다.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생체 활성제에는 또한 소염제(예: 하이드로코르티손, 프레드니손 <64>
등); 항균제(예: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및 바시트라신 등); 구충제(예: 퀴나크린 및 클로로퀸 등); 항
진균제(예: 니스타틴 및 겐타마이신 등); 항바이러스제(예: 아시클로비르, 리바리빈 및 인터페론 등); 종
양 치료제(예: 메토트렉세이트, 5-플루오로우라실, 아드리아마이신, 독소에 공액화된 종양 특이성 항체, 
종양 괴사 인자 등); 진통제(예: 살리실산,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플루르비프로펜 및 모르핀 등); 
국소  마취제(예:  리도카인,  부피바카인  및  벤조카인등);  백신(예:  간염,  인플루엔자,  홍역,  풍진, 
파상풍, 폴리오(polio) 및 광견병 백신 등); 중추신경계 제제(예: 신경안정제, B-아드레날린성 차단제, 
도파민 등); 성장 인자(예: 콜로니 촉진 인자, 혈소판 유도된 성장 인자,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 형질전
환 성장 인자 B, 사람 성장 호르몬, 뼈 형태 형성성 단백질,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등); 호르몬(예: 프
로게스테론, 난포 촉진 호르몬, 인슐린 및 소마토트로핀 등); 항히스타민제(예: 디펜하이드라민, 클로르
펜크라민 등); 심혈관계 제제(예: 디지탈리스, 니트로글리세린, 파파베린 및 스트렙토키나제 등); 궤양 
치료제(예: 시메티딘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이소프로파미드 요오다이드 등); 기관지확장제(예: 메타프로테
르날 설페이트 및 아미노필린 등); 혈관확장제(예: 테오필린, 니아신 및 미녹시딜 등) 및 다른 유사 물질
이 포함된다. 생체 활성제는 또한 고혈압치료제, 항응고제, 진경제 또는 항정신병제일 수 있다. 본 발명
에서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생체 활성제의 예는 본 명세서에 참조로 인용된, 1991년 10월 28일자로 출
원될 본 출원인의 상응하는 미국 특허원 제07/783,512호에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형성된 이식편은 이식 부위에 인접한 조직 또는 이로부터 원거리의 조직에 대한 약제, <65>
약, 기타 생물학적 활성 제제 및 진단 시약의 전달 시스템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활성제는 제어 방출 성
분으로 혼입시킨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있어서, 활성제는 또한 제어 방출 성분을 둘러싸는 중합체성 
매트릭스내로 직접 혼입시킬 수 있다.

액체 중합체-약제 공약체<66>

미국 특허 제4,938,763호, 제5,278,201호 및 제5,278,202호에 기술된 액체중합체 시스템으로부터<67>
의 약제의 초기 분출은, 활성제를 직접 수불용성의 생분해가능한 중합체에 공액화시키고, 생성된 중합체-
약제 공액체를 생체적합성 용매에 용해시켜 상기한 특허에 기술된 것과 유사한 액체 중합체 시스템을 형
성시킴으로써 또한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다. 수불용성의 생체적합성 중합체는 상기 특허에 기술된 
것 또는 관련 공중합체일 수 있다. 따라서, 폴리글리콜라이드, 폴리(D,L-락티드), 폴리카프로락톤, 폴리
오르토에스테르,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아미드, 폴리안하이드라이드,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테라미드, 폴리
포스파젠,  폴리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  폴리하이드록시발레레이트,  폴리알킬렌  옥살레이트,  및  목적하는 
약제하중을 성취하기에 충분히 저분자량인 이들의 공중합체, 삼원 공중합체 또는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폴리(락티드-코-말로락톤산)과 같은 관련 공중합체 또는 삼원 공중합체, 또는 상기한 중합체와 
다른 중합체와의 혼합물을 사용하여 활성제가 직접 중합체 매트릭스와 공액화된 고체 이식편을 형성할 수 
있다.

단량체 비(D,L-락티드 대 말로락톤산)는 특정한 용도에 필요한 수불용성과 카복시 그룹 함량의 <68>
균형을 수득하기 위하여 변화시킬 수 있다. 몇몇 경우에, 목적하는 특성을 갖는 공중합체를 수득하기 위
하여, 단량체의 다른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MLABE를 또한 글리콜라이드 또
는 카프로락톤과 중합시킨 다음, 수소화에 의해 벤질 보호 그룹을 제거하여, 각각 폴리(글기콜라이드-코-
말로락톤산) 또는 폴리(카프로락톤-코-말로락톤산)을 수득할 수 있다. 폴리(D,L-락티드/글리콜라이드/말
로락톤산)과 같은 삼원 공중합체를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기공 구조물<69>

본 발명의 액체 전달 조성물을 사용하여 형성된 이식편은 바람직하게는 미세 다공성 내부 코어와 <70>
미세다공성 표층을 포함한다. 통상, 내부 코어의 기공은 실질적으로 균일하며, 고체 이식편의 표층은 코
어의 다공성 특성에 비해 본질적으로 비다공성이다. 바람직하게는, 이식편의 표층의 기공은 내부 코어의 
기공보다 크기가 상당히 작은 직경을 갖는데, 예를 들면 표층의 평균 기공 크기에 대한 코어의 평균기공 
크기의 비는 약 2/1 내지 약 100/l, 바람직하게는 약 2/2 내지 약 10/1이다.

기공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이식편의 매트릭스 내에 형성시킬 수 있다. 고화된 중합체 매트릭<71>
스로부터 인접한 조직액으로 용매를 소산, 분산 또는 확산시킴으로써 중합체 매트릭스에 기공 채널을 포
함한 기공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응집물로부터의 용매의 소산으로 고체 이식편 내에 기공이 형성된다. 고
체 이식편의 기공의 크기는 약 1 내지 1000마이크론이며, 바람직하게는 외층의 기공 크기는 약3 내지 500
마이크론이다. 고체 미세다공성 이식편의 다공도는 약 5 내지 95%의 범위이다. 바람직하게는, 표층의 다
공도는 5 내지 약 10%이며, 코어의 다공도는 약40 내지 약 60%이다.

임의로, 기공 형성제를 중합체 용액에 포함시켜 중합체 매트릭스 내에 추가 기공을 형성할 수 있<72>
다. 이러한 시도가 본원에서 참조로 인용된 미국 특허원 제07/283,512호에 보다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적절한 기공 형성체에는 당, 염, 수용성 중합체, 및 수용성 물질을 신속히 분해하는 수불용성 물질이 포
함된다.

방출 속도 개질제<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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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체 용액은 고체 이식편 매트릭스로부터 생체 활성제의 제어되고 지속적인 방출을 제공하기 <74>
위하여 방출 속도 개질제를 포함할 수 있다. 적절한 방출 속도 개질제에는 모노카복실산의 에스테르, 디
카복실산의 에스테르, 트리카복실산의 에스테르, 다가 알콜, 지방산, 글리세롤의 트리에스테르, 스테롤, 
알콜 및 이들의 혼합물이 포함된다.

본 발명은 하기의 실시예를 참조로 추가로 기술될 것이다.<75>

실시예

실시예 1<76>

PLG/NMP 중의 날트렉손/PLA 마이크로 입자<77>

폴리(D,L-락티드)[PLA;  MW  약  2000;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Ingleheim);  레조머(Resomer) <78>
L104]를 용융시키고, 동량의 날트렉손 염기를 가하여 1:1 용융/융합 혼합물을 테플론(Teflon) 필름 위에 
제조한다. 그 다음에, 용융물을 융합 고체가 되도록 냉각시킨다. 융합 고체를 테플론 필름으로부터 분리
하여  미세한  분말로  분쇄한다.  용용/융합된  날트렉손/PLA  분말  30mg을  N-메틸피롤리돈(NMP)중의 폴리
(D,L-락티드-코-글리콜라이드)(PLG) 용액 300mg에 가하여 날트렉손의 5%(w/w) 제형을 제조한다. 처리되지 
않은 날트렉손 염기 15mg을 PLG/NMP 용액 300mg에 가하여 날트렉손의 5%(w/w) 대조용 제형을 제조한다. 
제형 한 방울을 10ml 바이알 중의 인산염 완충된 식염수 용액(PBS)의 분취량 5ml에 가하여 각각의 제형으
로부터 날트렉손의 시험관내 방출을 평가한다. 방출된 날트렉손의 양은 바이알을 37℃에서 저장한 다음, 
시간의 함수로서 흡광도를 280nm에서 모니터하여 측정한다. (도 1에 나타낸) 결과로부터, PLG/NMP 용액에 
분산된 용융/융합된 날트렉손/PLA의 마이크로입자를 포함하는 제형이 (PLG/NMP  중의 날트렉손의 대조용 
용액에 비해) 날트렉손의 초기 방출을 상당히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실시예 2<79>

PLG/NMP중의 가니렐릭스 마이크로입자<80>

가니렐릭스 아세테이트(자궁내막증 및 전립선 암의 치료에 적합한 GnRH 길항제)를 용매 불용성의 <81>
신속히 생분해되는 중합체의 마이크로입자로 혼입시킨다. 이는 중합체/용매 제형중의 가니렐릭스의 가용
성을 감소시키고, 동일한 제형중의 가니렐릭스 아세테이트의 분산 특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행한다. 
가니렐릭스 아세테이트(6gm)  및 폴리(세박산)(4gm;  "PSA")을 혼합하여 균질한 분말 혼합물을 형성한다. 
분말 혼합물을 80℃의 가열판에서 용융시켜, 가니렐릭스 아세테이트가 PSA 용융물에 균질하게 분산될 때
까지 혼합한다. 가니렐릭스. 아세테이트/PSA 용융물을 실온으로 냉각시켜 고체를 형성한 다음, 1분 동안 
크리오 분쇄기(Cryo-Mill)에서 연마하여 미세한 분말을 형성한다. 분말을 체질하여 60마이크론 미만의 입
자를 수집한다. 에틸 아세테이트중의 PLA의 50:50 용액은 45℃에서 초음파 처리기를 사용하여 에틸 아세
테이트에 동량의 PLA를 용해시켜 형성한다. 최종 제형은 가니레릭스 아세테이트/PSA 마이크로입자 1.14g
을 PLA/에틸 아세테이트 용액 4ml에 가하여 제조한다. 진탕시켜 잘 혼합한 생성 혼합물은 20게이지의 바
늘로 투여할 수있다. 에틸 아세테이트중의 PSA의 가용성으로 인하여, 이 제형은 혼합한 지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가니렐릭스를 PLA/NMP 용액에 단순히 용해시킨 제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교적 다량의 초기 
분출이 관찰된다(투여후 처음 1일 동안에 10%를 초과). 가니렐릭스의 초기 분출은 국소 조직 자극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임상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관내 및 생체내 실험으로부터, 가리렐릭스 아세테이트
/PSA 마이크로입자를 함유하는 액체 조성물이 가니렐릭스의 상당한 초기 분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입증되
었다(투여후 처음 1일 동안에 3% 미만).

실시예 3<82>

PLA/NMP중의 돼지 소마토트로핀 마이크로캡슐<83>

PLA/NMP 원액은 PLA(2000 MW)를 동량의 N-메틸피롤리돈에 용해시켜 제조한다 (50:50 PLA/NMP). <84>
돼지 소마토트로핀(PST) 마이크로캡슐을 함유하는 액체 조성물은 카복시메틸 셀룰로즈 매트릭스에 41중량
%의 PST를 함유하는 마이크로캡슐 0.2g을 PLA/NMP 용액 2.0g에 가하여 제조한다. 유사한 제형은 젤라틴 
매트릭스에 PST를 함유하는 마이크로캡슐을 50:50 PLA,/NMP 용액에 가하여 제조한다. 이들 제형으로부터
의 PST의 시험관내 방출은 20게이지의 바늘을 통해 제형(150 내지 300μ 1)을 직접 인산염 완충된 염수 
10ml로 분산시켜 측정한다. 마이크로캡슐 제형으로부터의 방출 속도는 마이크로캡슐 단독으로부터의 PST 
초기 방출보다도 상당히 낮다.

실시예 4<85>

PLG/NMP중의 마이크로캡슐화된 항정신병 약제<86>

벤즈이소아졸피리미디논 항정신병 약제(APD) 17.0g을 수용성의 생분해가능한 중합체인 폴리(비닐<87>
피롤리디논)("PVP", MW 100,000)의 수용액(물 300ml중의 중합체17.0g)에 가할 수 있다. 생성된 제제는 잘 
분산된 현탁액이다. 이 현탁액을 하기의 파라미터에 따른 뷔히(Buchi) 190 미니 분무 건조기를 사용하여 
분무 건조시킨다: 가열 속도 11, 통풍 속도 20, 압축 공기 압력 80psi, 공기 유동 800NL/시간, 노즐 개구 
0.7mm, 주입구 온도 167℃ 및 배출구 온도 103℃, 위의 조건을 사용하여 75분간 처리한 후에, PVP에 포집
된 APD의 미세한 분말 3.2g을 수득한다. 중합체 용액에 분산된 APD의 5%(w/w) 제형은 PVP 포집된 입자 
27mg을 NMP중의 폴리 (D,L-락티드-코-글리콜라이드)의 용액(60% 75/25 PLG(0.11))에 가하여 제조할 수 있
다. 대조용 제형은 처리되지 않은 APD(13.5mg)를 동일한 60% PLG/NMP 용액에 가하여 제조한다. 이들 제형
으로부터 APD의 시험관내 방출은 각각의 제형 한 방울을 (10ml 바이알중의) 완충 용액의 분취량 5.0ml에 
가하고 37℃에서 저장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시간의 함수로서 흡광도를 280nm에서 모니터한다. 결과로
부터, 고체 APD 입자를 고분자량의 수용성 중합체로 피복시키면 APD의 초기 방출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도 2 참조).

실시예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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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G/DMSO중의 중합체 결합된 염소 e6<89>

글리실 측쇄를 함유하는- N-(2-하이드록시프로필)-메타크릭아미드/N-메타크릴로일글리신 공중합<90>
체(HPMA  공중합체)에  공유결합된  염소 e6 의  공액체는  문헌(참조  문헌:  Krinick,  Ph.D,  Dissertation: 

Combination Polymeric Drugs as Anticancer Agents, University od Utah(1992))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공액체는 11 중량%의 염소 e6 및 89중량%의 HPMA 공중합체를 함유한다. 염소 e6은 펜던트 글리

신 잔기의 카복실 그룹을 통해 HPMA 공중합체에 결합된다. (유리 약제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0.5중량%의 
염소 e6을 함유하는 두 개의 제형을 제조한다. 제형중 하나는 53중랑%의 PLG(iv=0.11dl/g), 46.5중량%의 

DMSO 및 0.5중량%의 유리 염소 e6을 함유한다. 두 번째 제형은 51중량%의 PLG, 44.75중량%의 DMSO 및 4.25

중량%의 염소 e6/HPMA 공중합체 공액체를 함유한다. 두 개의 제형 몇 방울을 인산염 완충된 염수 5ml에 침

전시키고  샘플을  37℃의  주위  진탕기에  넣는다.  용액중의  염소 e6 의  농도는  UV/가시  분광학(λmax  = 

650nm)을 사용하여 시간의 함수로서 모니터한다. 방출된 약제의 누적률(%)을 도 3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
로부터, 염소 e6이 염소e6/HPMA 공중합체 공액체를 함유하는 제형으로부터 보다 휠씬 서서히 방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염소 e6/HPMA 공중합체 공액체 제형으로부터 분출 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실시예 6<91>

PLG/NMP중의 PLA/MLA-p-독소루비신<92>

D,L-락티드와 말로락톤산(PLA/MLA)의 수용성 공중합체는 D,L-락티드와 말로락톡산 모노벤질 에스<93>
테르(MLABE)를 먼저 공중합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벤질 보호 그룹을 수소화에 의해 생성된 공중합체
로부터 제거하여 유리 카복실 측쇄 그룹을 갖는 공중합체(PLA/MLA)를 수득할 수 있다. 유리 카복실 그룹
을 디사이클로 헥실카보디이미드 및 p-니트로페놀과 반응시켜 펜던트 p-니트로페놀 에스테르 그릅을 갖는 
PLA/MLA 공중합체를 수득할 수 있다. 독소루비신을 가아미노분해 반응을 통해 PLA/MLA 공중합체에 결합시
켜 PLA,/MLA-p-독소루비신 공중합체를 수득할 수 있다.

충분한 PLA/MLA-p-독소루비신을 60:40 PLG/NMP 원액에 가하여 2.0중량%의 독소루비신(유리 독소<94>
루비신을 기준으로 함)을 함유하는 액체 조성물을 형성할 수 있다. 유리 독소루비신의 대조용 제형은 독
소루비신 20mg을 60:40 PLG/NMP 원액 980mg에 가하여 제조할 수 있다. 각각의 제형으로부터의 독소루비신
의 시험관내 방출은 제형 한 방울을 10ml 바이알 중의 인산염 완충된 염수 용액(PBS)의 분취량 5ml에 가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유리 독소루비신 제형은 실제로 약제의 초기 분출을 나타낼 수 있다. 본질적으로 
독소루비신은 PLA/MLA-p-독소루비신을 포함하는 샘플로부터 3일 동안 방출되지 않을 수 있다. 제형 한 방
울을 10ml 바이알중의 토끼 복막액의 분취량 5ml에 가함으로써 시험관내 측정을 반복할 수 있다. 유리 독
소루비신 제형은 독소루비신의 실질적인 초기 분출을 나타낼 수 있다. PLA/MLA-p-독소루비신 함유 조성물
은 분출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으며, 독소루비신 방출 속도는 유리 독소루비신 제형에 대해 관찰된 속도
보다 훨씬 느릴 수 있다.

실시예 7<95>

PLG/NMP중의 PLG-t-독소루비신<96>

말단 카복실 그룹을 갖는 저분자량의 폴리(D,L-락티드-코-글리콜라이드) (PLG)를 디사이클로헥실<97>
카보디이미드 및 p-니트로페놀과 반응시켜 말단 p-니트로페놀 에스테르 그룹을 갖는 PLG 공중합체를 수득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독소루비신을 p-니트로페놀 에스테르 그릅과 반응시켜 독소루비신이 공중합체의 
말단 카복실 그룹에 결합된 PLG 공중합체(PLG-t-독소루비신)를 수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PLG-t-독소루비신 공액체를 60:40 PLG/NMP 윈액에 가하여 2.0중량%의 독소루비신(유<98>
리 독소루비신을 기준으로 함)을 함유하는 액체 조성물을 형성할 수 있다. PBS 및 토끼 복막액중의 독소
루비신의 방출 속도는 표준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PLA/MA-p-독소루비신 조성물을 사용하여 관
찰하는 경우와 같이, 본질적으로 독소루비신은 PLG-t-독소루비신을 포함하는 샘플을 PBS에 가함으로써 3
일 동안 방출되지 않을 수 있다. PLG-t-독소루비신 조성물 한 방울을 토끼복막액에 가하는 경우에 분출 
작용이 관찰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PLG-t-독소루비신 조성물로부터 토끼 복막액으로의 독소루비신 방
출 속도는 유리 독소루비신 제형에 대해 관찰된 속도보다 훨씬 느릴 수 있다.

본 명세서의 모든 문헌 및 특허 출원은 본 발명이 속하는 당해 분야의 통상의 기술 수준을 나타<99>
내는 것이다. 본 발명에서 참조 문헌으로 인용된 모든 문헌 및 특허 출원은 개개의 문헌 또는 특허 출원
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참조로 인용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인용된다.

본 발명은 다양한 구체적인 양태 및 바람직한 양태와 기술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100>
의 취지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양한 변화 및 변형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수성 매질에 불용성인 생체적합성(biocompatible), 생분해성의 열가소성 중합체 유효량,

(b) 수성 매질에 혼화성 내지 분산성인 중합체에 대한 생체적합성 유기 용매 유효량 및

(c) 약제학적 활성제를 포함하는 제어 방출 성분 유효량을 포함하고, 수성 매질과 접촉시 유기 
용매를 수성 매질내로 소산 또는 분산시킴으로써 제어 방출 성분이 혼입되어 있는 고체 이식편을 형성하
는, 제어 방출 이식편(controlled release implant)의 형성에 적합한 액체 전달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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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성 매질에 불용성인 제1의 생체적합성, 생분해성의 열가소성 중합체에 공유 결합된 약제학
적 활성제 공액체 유효량 및

(b) 수성 매질에 혼화성 내지 분산성인 중합체에 대한 생체적합성 유기 용매 유효랑을 포함하고, 
수성 매질과 접촉시 유기 용매를 수성 대질내로 소산 또는 분산시킴으로서 제어 방출 성분이 혼입되어 있
는 고체 이식편을 형성하는, 제어 방출 이식편의 형성에 적합한 액체 전달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수성 매질에 불용성인 제2의 생체적합성, 열가소성 중합체를 추가로 포함하는 
액체 전달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조성물이 수성 매질과 접촉시, 코어 기공 보다 실질적으로 작은 직
경의 기공을 갖는 표층에 의해 코어가 둘러싸인 고체 미세다공성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액체 전달 약제학
적 조성물.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표층의 다공도가 약 5 내지 약 10%이고, 코어의 다공도가 약 40 내지 약 60%인 
액체 전달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조성물이 이의 에어로졸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점도를 갖
는 액체 전달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7 

(a) 수성 매질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르는 액체 전달 조성물을 접촉시킴으로로써 제조되는 매
트릭스로서, 수성 매질에 실질적으로 불용성인 생체적합성, 생분해성 중합체의 고체 미세다공성 매트릭스 
및

(b) 약제학적 활성제를 포함하고 미세다공성 매트릭스내에 혼입되어 있는 제어 방출 성분을 포함
하는, 제어 방출 이식편으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약제학적 중합체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르는 액체 전달 약제학적 조성물로부터 형성된 생분해 가능한 미세다공성 
막 드레싱(film dressing).

청구항 9 

이식편 전구체가 외부 낭(outer sack)과 액체 충전물로 구성된 구조를 가지며 수성 매질과의 추
가의 접촉시, 유기 용매를 수성 매질내로 소산 또는 분산시킴으로써 고체 이식편을 형성하는, 수성 매질
과 접촉시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르는 액체 전달 약제학적 조성물로부터 형성되는, 개체에 이식하기 위
한 제어 방출 이식편 전구체.

청구항 10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열가소성 중합체가 폴리락티드, 폴리글리콜라이드, 폴리카프로락톤, 
폴리안하이드라이드,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테르아미드,  폴리오르토에스테르,  폴리디옥사논, 
폴리아세탈,  폴리케탈,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오르토에스테르,  폴리포스파젠,  폴리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 
폴리하이드록시발레레이트,  폴리알킬렌  옥살레이트,  폴리알킬렌  석시네이트,  폴리(말산), 폴리(아미노
산), 폴리(메틸 비닐 에티르), 폴리(말레산 무수물), 및 이들의 공중합체, 삼원 공중합체 및 혼합물로 이
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액체 전달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1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열가소성 중합체가 폴리글리콜라이드, 폴리 (D,L-락티드), 폴리카프
로락톤, 폴리오르토에스테르,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아미드, 폴리안하이드라이드,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테
르아미드,  폴리포스파젠,  폴리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  폴리하이드록시발레레이트,  폴리알킬렌 옥살레이트 
및 이들의 공중합체, 삼원 공중합체 및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액체 전달 약제학적 조
성물.

청구항 12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열가소성 중합체가 글리콜라이드, 카프로락톤 또는 락티드의 공중합
체이거나, D,L-락티드와 말로락톤산의 공중합체인 액체 전달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유기 용매가 N-메틸-2-피롤리돈, 2-피롤리돈, 탄소수 2 내지 8의 지
방족 알콜, 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롤, 테트라글리콜, 글리세롤 포르말, 졸케탈, 에틸 아세테이트, 에틸 
락테이트, 에틸 부티레이트, 디부틸말로네이트, 트리부틸 시트레이트, 트리-n-헥실 아세틸시트레이트, 디
에틸 석시네이트, 디에틸 글루타레이트, 디에틸 말로네이트, 트리에틸 시트레이트, 트리아세틴, 트리부티
린, 디에틸 카보네이트,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아세톤, 메틸 에틸 케톤,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
아미드,  카프로락탐,  디메틸  설폭사이드,  디메틸  설폰,  테트라하이드로푸란,  데실메틸설폭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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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산, N,N-디에틸-m-톨루아미드, 1-도데실아자사이클로헵탄-2-온, 1,3-디메틸-3,4,5,6-테트라하이드로-
2(1H)-피리미디논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액체 전달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4 

하나 이상의 중합성 에틸렌계 불포화 그룹을 갖는 액채인 생체적합성 초기중합체와, 약제학적 활
성제를 포함하는 제어 방출 성분을 포함하고, 환자에게 적용시에 제어 방출 성분이 혼입되어 있는 고체 
이식편을 형성하는, 생분해성의 제어 방출 이식편을 동일 반응계내에서 형성하기에 적합한 액체 전달 조
성물.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경화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액체 전달 조성물.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초기중합체의 중합성 에틸렌계 불포화 그룹이 α,β -불포화 카보닐 그룹인 액
체 전달 조성물.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액체인 생체적합성 초기중합체가 아크릴계-에스테르 말단화 초기중합체인 액체 
전달 조성물.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수성 매질에 혼화성 또는 분산성인 초기중합체에 대한 생체적합성 유기 용매를 
추가로 포함하는 액체 전달 조성물.

청구항 19 

제1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제어 방출 성분이 마이크로구조물, 매크로구조물, 활성제의 수용해
도가 낮은 염, 담체 분자에 공유 결합된 활성제의 공액체, 활성체와 담체 분자의 착물, 또는 활성제, 담
체 분자 및 금속 양이온의 착물인 액체 전달 조성물.

청구항 20 

제1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제어 방출 성분이 마이크로캡슐, 마이크로입자, 나노입자, 사이클
로덱스트린, 리포좀, 미셀, 섬유, 필름, 로드, 원판 및 원통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액체 
전달 조성물.

청구항 21 

제1항, 제2항 및 제1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활성제가 생체 활성제 또는 진단 시약인 액
체 전달 조성물.

청구항 22 

제1항, 제2항 및 제1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활성제가 항균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소염제, 구충제, 종양 치료제, 진통제, 마취제, 항정신병제, 백신. 중추신경계 약제, 성장 인자, 호르몬, 
항히스타민제, 골유도성 약제 (osteoinductive agent), 심혈관계 약제, 궤양 치료제, 기관지 확장제, 혈
관 확장제, 출산 조절제, 고혈압 치료제, 항응고제, 진경제 및 임신 증진제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
택되는 액체 전달 조성물.

청구항 23 

제1항, 제2항 및 제1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액체 전달 조성물이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 
방출 속도 개질제, 기공 형성제 또는 이들 모두를 추가로 포함하는 액체 전달 조성물.

청구항 24 

제1항, 제2항 및 제1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따르는 액체 전달 조성물을 이식 부위에 투여하고, 
조성물이 내부에 제어 방출 성분이 혼입되어 있는 고체 이식편을 형성함을 포함하여, 동일 반응계 내에서 
인체를  제외한  생체의  이식  부위  내에  또는  그  위에  미세다공성의  지속적인  방출  이식편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어 방출 성분이 혼입되어 있는 고체 미세다공성의 제어 방출 이식편이 형성되는, 제1항, 제2항 
및 제1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따르는 액체 전달 조성물을 인체를 제외한 셍체의 이식 부위에 투여함을 포
함하여, 개체에 약제학적 활성제를 전달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액체 전달 조성물을 조직 위에 투여하여 막을 형성하고, 조성물을 고화시켜 조
직 위에 막 드레싱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액체 전달 조성물을 분무, 도포 또는 주사에 의해 이식 부위로 투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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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1항 또는 제2항의 액체 전달 조성물을 수성 매질과 접촉시켜 개체의 외부에 형성되는 미세다공
성의 지속적인 방출 이식편을 인체를 제외한 생체의 이식 부위로 삽입시킴을 포함하여, 개체에 약제학적 
활성제를 전달하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활성제용의 지속적인 방출 전달 시스템의 형성에 유용한 개선된 생체적합성 액체 전달 
조성물을 제공한다. 조성물은 제어 방출 성분과 함께 생체적 합성 중합체 또는 초기중합체의 액체 제형을 
포함한다. 제어 방출 성분은 활성제를 포함한다. 조성물은 개체의 체내에 액체 형태로 도입된 다음, 자체 
고화 또는 경화되어 제어 방출 이식핀 또는 막 드레싱(film dressing)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액체 전달 
조성물을 사용하여 반응계 외에서 제어 방출 이식편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제어 방출 이식편
을 형성하는 방법 및 개체의 치료시에 액체 제형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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