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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상승하는 방출 프로파일을 제공하는 삼투압으로 구동되는활성제 전달 장치

요약

일 개념에서, 본 발명은 삼투압 펌프가 작동 환경에서 기능할 때 활성제의 상승하는 방출 속도를 자동적으로 제공하고 소

정의 동물 또는 인체 대상내에 이식하도록 설계될 수 있는 삼투압 펌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는 저장

부, 속도 조절 막, 팽창성 삼투 성분, 활성제 포뮬레이션 및 출구 오리피스를 포함한다. 일단 작동 환경으로 주입되면, 물은

속도 조절 막을 통해 삼투성 성분으로 가고, 이는 삼투성 성분을 팽창시켜 속도 조절 막을 물이 지나가는 속도에 직접 비례

하는 속도로 출구 오리피스로 활성제 포뮬레이션을 배출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는 속도 조절 막을 지나는 물

의 흐름이 주입 후에 삼투압 펌프를 조작할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증가할 수 있게 한다. 속도 조절 막을 지나는 물의 흐름이

증가할 때, 활성제가 삼투압 펌프로부터 전달되는 속도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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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투압 펌프, 속도 조절 부재, 활성제 포뮬레이션, 출구 오리피스, 팽창성 삼투 성분, 삼투성 개선 재료, 반투과성 재료

명세서

기술분야

우선권 주장

35 U.S.C.119(e) 규정에 따라, 본 출원은 발명의 명칭이 "상승하는 방출 프로파일을 제공하는 삼투압으로 구동되는 활성

제 전달 장치"인 2003년 9월 30일자로 출원된 미국 가특허출원 제60/507,920호 출원의 이익을 청구한다.

본 발명은 소정의 활성제의 제어된 전달을 제공할 수 있는 삼투압 펌프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작동 환경에 대해

시정한 후에 삼투압 펌프를 추가로 조작할 필요가 없는 활성제의 방출 증가를 자동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는 삼투압

펌프를 포함한다.

배경기술

질병 치료를 위해 활성제의 제어된 전달을 제공하여 얻는 이점은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고, 다양한 접근법이 예정된 기간에

걸쳐 소정의 속도로 활성제들을 전달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취해졌다. 그 하나의 접근법은 이식가능한 약제 전달 장치

의 사용에 관련된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이식가능한 장치로부터 유익한 약제를 제어하여 전달하는 것은 몇 가지 잠재적인

장점들을 갖는다. 예를 들면, 이식가능한 전달 장치가 환자에 의해 용이하게 간섭받지 않으며, 환자에의 투입(patient

input)없이 몇 주, 몇 월, 또는 몇 년에 걸쳐 유익한 약제의 치료용 투여량을 제공하도록 설계될 수 있으므로, 이식가능한

전달 장치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복약순응도(patient compliance)를 보장한다. 또한, 이식가능한 전달 장치는 기능적 수명

동안 한 번만 배치될 수 있으므로, 이식가능한 전달 장치는 주사와 같은 다른 비경구(parenteral) 주입 기술에 비해 효율

증대, 비용 절감, 폐기물 처분 위험 감소, 환자 및 의료인에 대한 직업 재해 감소, 부위(site) 자극 감소를 제공할 수 있고,

상기 주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 구간에 걸쳐 여러 번의 투입을 필요로 한다.

다양하고 상이한 이식가능한 제어된 전달 장치가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고, 다양하고 상이한 메커니즘은 시간에 걸쳐 제어

된 속도로 이식가능한 장치로부터 활성제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일 접근법에서, 이식가능한 약제 전달 장치들은

확산 시스템으로 설계된다. 예를 들면, 확산에 의해 작동하는 피임용 피하 임플란트들이 필립 디. 다니(Philip D. Darney)

의 산과학 및 부인과학의 현대 의견(Current Opinion) 1991, 3:470-476에 설명되어 있다. 특히, 노어플랜트(Norplant®)

시스템은 피부 아래 6 레보노게스트렐-충전된(levonorgestrel-filled) 실래스틱(silastic) 임플란트를 배치할 필요가 있으

며, 임신(conception)으로부터 5년까지 보호한다. 노어플랜트 임플란트는 간단한 확산에 의해 작동하며 즉, 활성제가 중

합체 재료와 활성제 포뮬레이션의 특성에 의해 제어되는 속도로 중합체 재료를 통해 확산한다. 또한, 다니(Darney)는 생

물분해성(biodegradable) 임플란트 즉, 카프라너(CapranorTM)와 놀에친드론(norethindrone) 펠릿(pellet)을 설명한다.

이들 확산 시스템은 약 1년 동안 피임제를 전달하고 그 후에 용해하도록 설계된다. 카프라너 시스템은 레보노게스트렐로

충전된 폴리(ε-카프라락톤) 캡슐들로 구성되고, 펠릿들은 90% 놀에친드론과 10% 순수 콜레스테롤이다.

이식가능한 주입(infusion) 펌프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활성제들을 제어되게 방출할 수 있는 이식가능한 장치들의 설계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보인다. 이러한 펌프들은 정맥-내, 동맥-내, 경막-내, 복막-내, 척수-내 및 경막-외 경로들에 의해 약

제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식가능한 주입 펌프들은 통상 하복부 조직의 피하 낭(pocket)에 외과적으로

삽입된다. 활성제 포뮬레이션의 일정 흐름, 조정가능한 흐름, 또는 프로그래밍가능한 흐름의 예시적인 조절기 형태의 이식

가능한 펌프는 예를 들면, 독일 트리쿠메드 메딘진테크닉 게엠베하(Tricumed Medinzintechnik GmbH)와 미국 미네소타

주 미네아폴리스 소재의 메드트로닉(Medtronic), 미국 매사추세츠주 레인햄 소재의 코드맨(Codman)으로부터 입수가능

한 펌프들을 포함한다. 이식가능한 주입 펌프의 다른 예들은 미국특허 제6,283,949호, 제5,976,109호, 및 제5,836,935호

에 설명되어 있다. 또한, 통증 관리, 화학요법 및 인슐린 전달을 위한 이식가능한 주입 펌프 시스템들이 BBI 뉴스레터

1994년 12월 17권 12번 페이지 209-211에 설명되어 있다. 이식가능한 주입 펌프들은 통상적으로 단순한 확산 시스템보

다 정확하게 제어되는 전달을 제공한다.

이식되는 장치로부터 활성제의 제어되는 전달에 대한 특히, 기대가능한 접근법은 삼투압에 의해 구동되는 장치를 포함한

다. 이러한 장치들은 통상적으로 디자인이 간단하지만, 몇 일, 주, 월, 또는 심지어는 수년간의 기간에 걸쳐 제어된 속도로

다양한 활성제들을 일정하고 재현가능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인체 또는 동물 대상에 이식하기 위해 설계될 수 있는 예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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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삼투압 펌프들은 예를 들어, 미국특허 제5,234,693호, 제5,279,608호, 제5,336,057호, 제5,728,396호, 제5,985,305

호, 제5,997,527호, 제5,997,902호, 제6,113,938호, 제6,132,420호, 제6,217,906호, 제6,261,584호, 제6,270,787호,

제6,287,295호, 제6,375,978호에 설명되어 있고, 이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 소재의 알자 코포레이션(ALZA

corporation)에 양도되어 있다.

이식가능한 삼투압 전달 장치들은 보통 "삼투압 펌프"로 불리고, 통상적으로 저장부, 팽창성 삼투 재료, 약제 포뮬레이션

및 적어도 하나의 전달 오리피스를 포함한다. 팽창성 삼투 재료와 약제 포뮬레이션이 별개의 재료로 형성되는 경우, 팽창

성 삼투 재료와 약제 포뮬레이션은 저장부 내에서 이동가능한 피스톤과 같은 부재에 의해 격리될 수 있다. 삼투압 펌프에

포함되는 저장부의 적어도 일 부분은 일반적으로 반투과성이며, 물이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저장부로부터의 약제

포뮬레이션 또는 팽창성 삼투 재료를 형성하는 재료가 바람직하지 않게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방지하도록

작용한다. 삼투압 펌프에 포함되는 삼투성 재료는 통상적으로 작동 환경으로부터 저장부의 반투과성 부분을 통해 삼투압

펌프로 물을 인입한다. 물이 장치 특히, 삼투성 재료로 인입될 때, 삼투성 재료는 팽창하고 약제 포뮬레이션은 선택된 방출

속도 또는 방출 속도 프로파일로 삼투압 펌프의 전달 오리피스를 통해 방출된다.

이들은 제어된 속도로 약제 포뮬레이션을 제공하는데 유용성이 입증되었지만, 이식가능한 삼투압 펌프들은 통상적으로 소

정 활성제의 실질적으로 0에 가까운 크기의 방출 속도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장치가 소정의 작동 환경에 도입

된 후에 상승하는 방출 속도로 활성제를 전달하는 이식가능하고 제어된 방출 전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용어 "작동 환경"은 삼투압 펌프가 도입될 수 있고 소정 기간에 걸쳐 삼투압 펌프의 작

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임의의 환경을 의미한다. 특히, 이식가능한 장치는 효능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에 걸쳐 투여량 증가를

요구하거나 또는 대상이 비교적 적은 초기 투여량으로 시작하여 비교적 높은 약제 투여량으로 진행하거나 또는 종료하는

투여량 요법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에 약제 전달에 유용한 약제의 상승하는 방출 속도를 제공한다.

미국특허출원 공보 2003/0032947 A1호에서, 및 미국특허 제6,436,091호, 제6,464,688호, 제6,471,688호에서, 하퍼

(Harper) 등은 이식 후 활성제 방출 속도를 증가시키도록 설계될 수 있는 이식가능한 삼투압 펌프들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 특허 참고문헌에 설명된 용량(dosage) 형태의 디자인이 단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들 참고문헌에 공개된 각

각의 디자인은 활성제가 이식 후에 전달되는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삼투압 펌프를 물리적으로 조작할 것을 요구한다. 예

를 들면, 미국특허 제6,436,091호, 제6,464,688호 및 제6,471,688호에 설명된 장치들은 다중 속도 제어 막을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속도를 제어하는 막은 초기에는 작동 환경으로부터 수성 액체에 의해 삼투되는 것으로부터 밀봉되어 있다. 이

러한 장치들에 의해 제공되는 방출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초기에는 밀봉된 하나 이상의 속도 제어 막에 대한 밀봉이 예

를 들어, 대상내에 삽입되는 피침(lancet)에 의해 파열된다. 대안적으로는, 미국특허출원 공보 2003/0032947 A1호는 장

치들에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속도 제어 막 상에 초기에 형성된 밀봉부들을 손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관통 메커니즘들을 포

함하는 이식가능한 삼투압 펌프들을 설명한다. 이러한 디자인은 피침의 삽입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통합된 관통 메커니

즘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조작은 여전히 환자에게 불편하고 활성제가 전달되는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임플란트들

이 적절히 조작되었는지에 대해 일정량의 불확실성이 야기된다.

그러므로, 이식 후에 추가 조작이 필요없이 활성제의 상승하는 방출 속도를 제공하는 이식가능한 삼투압 펌프를 제공하는

것은 당업계에 있어 진보성이 있다. 특히, 이식 후에 소정의 상승하는 방출 속도 프로파일을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이식가

능한 삼투압 펌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장치의 디자인은 광범위한 활성제 및 활성제 포뮬레

이션의 전달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상이한 상승하는 방출 속도를 제공하는 이식가능한 삼투압 펌프를 제

조할 수 있게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일 개념에서 본 발명은 작동 환경에서 삼투압 펌프가 기능할 때 활성제의 상승하는 방출 속도를 자동적으로 제공하고 소정

동물 또는 인체 대상내에 이식하기 위해 설계될 수 있는 삼투압 펌프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는 저장

부, 속도 조절 막, 팽창성 삼투 성분, 활성제 포뮬레이션 및 출구 오리피스를 포함한다. 일단 작동 환경에 투입되면, 물은 속

도 조절 막을 지나 삼투성 성분으로 가고, 이는 삼투성 성분이 팽창하고 물이 속도 조절 막을 지나가는 속도에 직접 비례하

는 속도로 출구 오리피스를 통해 활성제 포뮬레이션을 배출하게 한다. 이식후 상승하는 활성제 방출 속도를 제공하기 위

해,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는 투입 후에 삼투압 펌프를 조작할 필요없이 속도 조절 막을 지나는 물의 흐름이 자동적으

로 증가하도록 설계된다. 속도 조절 막을 지나는 물의 흐름이 증가함에 따라, 활성제가 삼투압 펌프로부터 전달되는 속도

가 비례하여 증가한다.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의 디자인은 융통성이 있으며, 상이한 상승하는 방출 속도 성능을 제공하는 구성들 및 다양하고 상

이한 재료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는 삼투압 펌프의 기능적 수명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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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방출 속도를 제공하도록 설계 및 구성되는 반면에, 다른 실시예에서는 삼투압 펌프는 소

정 기간 동안 초기 방출 속도를 제공한 다음에 삼투압 펌프의 기능적 수명의 나머지에 걸쳐 증가하는 상승하는 방출 속도

를 제공하도록 설계 및 구성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는 소정 기간 동안 초기 방출 속도를 제공한

다음에 삼투압 펌프의 기능적 수명의 나머지에 걸쳐 실질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최종 방출 속도까지 제 2 기간에 걸쳐

증가하는 상승하는 방출 속도를 제공하도록 설계 및 구성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는 초기 기간에

걸쳐 상승하는 방출 속도를 제공한 다음에 삼투압 펌프의 나머지 기능적 수명 동안 실질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

및 구성된다. 본원에서 사용될 때, 용어 "기능적 수명"은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가 소정의 속도로 활성제를 전달하게 기능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에 포함되는 상이한 구성 요소들은 삼투압 펌프의 기능적 수명 동안 소정의 상승하는 활성제 방출

속도 프로파일을 제공하기 위해 속도 조절 막을 지나는 물 흐름 속도가 증가하도록 하는 임의의 방식으로 설계, 구성 또는

고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의 일 실시예에서, 속도 조절 막 자체는 삼투압 펌프가 작동 환경에서 기

능할 때 증가하는 삼투성을 나타내는 막을 제공하도록 설계 또는 고안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는 실

질적으로 일정한 삼투성을 나타내는 속도 조절 막을 포함하지만 삼투압 펌프가 기능할 때 작동 환경에 노출되는 속도 조절

막의 표면적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는 증가하는 삼투성을 나타내

게 설계 또는 고안된 속도 조절 막을 포함하고 작동 환경에 노출되는 속도 조절 막의 표면적이 삼투압 펌프가 기능할 때 자

동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삼투성을 나타내는 속도

조절 막을 포함하지만 속도 조절 막의 유효 두께가 감소하여 삼투압 펌프의 방출 속도를 증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 다

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는 증가하는 삼투성을 나타내게 설계 또는 고안된 속도 조절 막을 포함하고 속도 조

절 막의 유효 두께가 감소되어 삼투압 펌프의 방출 속도를 증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삼투압 펌프가 기능할 때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가 증가하는 삼투성을 나타내는 속도 조절 막(즉, 속도 증가 막)을 포함하

는 경우, 속도 증가 막은 임의의 적절한 디자인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구성 또는 고안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속도 증가

막은 삼투압 펌프가 기능할 때 그 자체가 삼투성 증가를 보이는 반투과성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에 포함되는 속도 증가 막은 삼투압 펌프가 기능할 때 증가하는 삼투성을 갖는 하나 이상의 삼투성 개

선 성분과 조합하여 실질적으로 일정한 삼투성을 보이는 반투과성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다. 특정 실시예와 무관하게, 삼

투압 펌프가 속도 증가 막을 포함하는 경우, 속도 증가 막의 구성 또는 고안은 광범위하고 상이한 상승하는 활성제 방출 속

도 프로파일을 제공하는 삼투압 펌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하고 상이한 펌프 구성이 작동 환경에 노출되는 속도 조절 막의 표면적을 자동적으로 증가시키도록 작동하는 삼

투압 펌프를 제공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는 저장부 내에 삽입되는 속도 제어 막을 포함

할 수 있고, 여기서 저장부를 형성하는 벽의 하나 이상의 섹션은 작동 환경에서 수성 유체에의 노출로부터 속도 조절 막의

표면의 일부분을 초기에 격리하는 분해가능한 재료로 형성된다. 그러나, 삼투압 펌프가 기능할 때, 환경 조건은 작동 환경

으로부터 물에 노출되는 속도 조절 막의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저장부 벽의 분해가능한 섹션이 분해되게 한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는 저장부에 삽입되는 속도 조절 막을 포함하고, 여기서 저장부의 벽들은 의도한 작동

환경에 노출될 때 분해 또는 침식되는 재료로 형성되는 플러그에 의해 초기에 밀봉된 하나 이상의 개구를 포함한다. 플러

그 재료가 분해 또는 침식됨에 따라, 속도 조절 막의 추가 표면적이 작동 환경으로부터 물에 노출되어 물이 속도 조절 막을

지나는 속도가 증가하게 한다.

또한, 속도 조절 막의 유효 두께를 자동적으로 감소시켜 삼투압 펌프의 방출속도를 증가시키게 작동하는 삼투압 펌프를 제

공하기 위해 다양하고 상이한 펌프 구성들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는 저장부 내에 삽입되는

속도 조절 막을 포함할 수 있고, 여기서 막의 하나 이상의 섹션은 조절 막의 두께의 일부분이 초기에 작동 환경에서 물이

투과하는데 기여하는 분해가능한 재료로 형성된다. 그러나, 삼투압 펌프가 기능할 때, 환경 조건들은 막의 분해가능한 섹

션이 작동 환경으로부터 물이 투과하도록 속도 조절 막의 유효 두께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분해되게 한다. 일 실시예에

서,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는 저장부에 삽입되는 속도 조절 막을 포함하고, 여기서 막은 의도한 작동 환경에 노출될 때 분

해 또는 침식되는 재료로 형성된 플러그에 의해 초기에 채워진 하나 이상의 부분을 포함한다. 플러그 재료가 분해 또는 침

식됨에 따라, 속도 조절 막의 유효 두께는 물이 투과하도록 감소하며, 물이 속도 조절 막을 지나는 속도가 증가하게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의 제 1 실시예의 개략적인 단면도.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의 제 2 실시예의 개략적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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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내지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의 속도 증가 막을 포함하는 삼투압 펌프의 다양하고 상이한 실시예의 개략

적인 단면도.

실시예

일 개념에서, 본 발명은 삼투압 펌프가 작동 환경에서 기능할 때 활성제의 상승하는 방출 속도를 자동적으로 제공하고 소

정의 동물 또는 인체 대상내에 이식하기 위해 설계될 수 있는 삼투압 펌프에 관한 것이다. 도 1 내지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10)는 저장부(12), 활성제 포뮬레이션(active agent formulation)(14), 삼투성 성분

(osmotic composition)(16), 속도 조절 막(rate controlling membrane)(22), 전달 오리피스(delivery orifice)(24) 및 선

택적으로, 피스톤(26)을 포함한다. 일단 작동 환경에 투입되면, 물이 속도 조절 막(22)을 통해 삼투성 성분(16)으로 인입되

며, 이는 삼투성 성분(16)이 팽창하고 물이 속도 조절 막(22)을 통과하는 속도에 상응하는 속도로 출구 오리피스(24)를 통

해 활성제 포뮬레이션(14)을 배출하게 한다. 이식 후에 상승하는 활성제 방출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삼투

압 펌프는 속도 조절 막(22)을 통과하는 물의 흐름이 투입 후에 삼투압 펌프(10)를 조작할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도

록 설계된다. 속도 조절 막(22)을 통과하는 물의 흐름이 증가함에 따라, 활성제 포뮬레이션이 삼투압 펌프(10)로부터 배출

되는 속도 또한 비례하여 증가한다.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10)의 저장부(12)는 소정의 작동 환경에서 삼투압 펌프(10)를 배치하는 것을 돕거나 또는 소정의

적용에 적절한 크기 및 형상일 수 있다. 저장부(12)를 형성하는데 적절한 재료는 삼투압 펌프(10)의 투입 및 작동 중에 받

는 응력하에 저장부(12)가 누설, 균열, 파손 또는 상당히 변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충분히 강해야 한다. 특히, 저장부(12)

는 저장부(12)의 크기 또는 형상에 상당한 변화를 겪지 않고 삼투성 성분(16)의 팽창에 저항하는데 충분한 강성을 갖는 재

료로 형성된다. 저장부(12)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는 약제 포뮬레이션(14) 및 삼투성 성분(16)에 포함되는 재료

구성 성분들에 대해 및 작동 환경으로부터의 유체에 대해 대부분 불투과성인 것이 선택된다. 본원에 사용되는 바와 같이,

용어 "대부분 불투과성"이란 저장부(12)를 형성하는 재료를 통해 삼투압 펌프로의 또는 펌프로부터의 재료의 이동이 매우

낮아 이러한 재료의 이동이 장치의 기능에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10)의 저장부(12)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는 적합하게는 생분해성(bioerodible) 재료

가 아니며, 약제 포뮬레이션(14)이 전달된 후에도 원래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그 안에 담긴 약제 포뮬레이

션(14)이 대상내에 이식되거나 또는 전달된 후에 삼투압 펌프(10)의 회복 또는 통과를 촉진한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

프(10)의 저장부(12)의 구성에 적절한 전형적인 재료는 비-반응성 중합체 및 생체적합성 금속 및 합금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적절한 중합체의 특정 예로는 폴리이미드, 폴리술폰,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

비닐클로라이드-아크릴 공중합체, 폴리카보네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폴리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부

타디엔-스티렌 삼중합물 등과 같은 아크릴로니트릴 폴리머,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폴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틸렌,

공중합체 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및 헥사플루오르프로필렌과 같은 할로겐화 중합체가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저장부(12)를 형성하는데 유용한 금속 재료에는 스테인리스 강, 티타늄, 백금, 탄탈륨, 금과, 이들의 합금 및 금-도금된 철

합금, 백금-도금된 철 합금, 코발트-크롬 합금 및 티타늄 질화물이 코팅된 스테인리스 강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

는다.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10)에 포함되는 삼투성 성분(16)은 상기 삼투성 성분(16)이 사전에 선택된 기간에 걸쳐 소정의 속

도로 약제 포뮬레이션(14)의 전달을 구동하도록 속도 조절 막(22)을 통해 삼투성 성분(16)으로 물을 인입하기에 충분한 삼

투압을 형성하는 임의의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적합하게는, 삼투성 성분(16)은 초기에 고체 또는 비유동성 성분으로 형

성된 하나 이상의 삼투성 정제(tablet)로 형성된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10)에 포함되는 삼투성 성분(16)

은 정제 및 초기에 고체 또는 비유동성 성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10)의 저장부(12)에 적재되는

삼투성 성분(16)은 임의의 적절한 형상, 결, 밀도 및 굳기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체 및 정제 성분 대신에 삼투성

성분(16)은 분말 재료 또는 유동성 겔로 저장부(12)에 적재될 수 있다.

삼투성 성분(16)은 삼투성 약물을 포함한다. 삼투성 성분에 포함되는 삼투성 약물은 삼투압 펌프로부터 활성제 포뮬레이

션(14)의 흐름을 몰아내는 속도 조절 막(22)을 통해 삼투압 펌프(10)로 물을 인입하게 작용하는 물을 끌어당기는 약물이

다. 삼투성 약물은 통상적으로 삼투압 구배를 형성할 수 있는 물에 용해 가능하거나 또는 물에 의해 부풀 수 있는 재료이

며, 예를 들어, 설탕, 소금 또는 삼투성 중합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삼투성

성분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포뮬레이션이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미국특허 제5,234,693호, 제5,279,608호, 제

5,336,057호, 제5,728,396호, 제5,985,305호, 제5,997,527호, 제5,997,902호, 제6,113,938호, 제6,132,420호, 제

6,217,906호, 제6,261,584호, 제6,270,787호, 제6,287,295호, 제6,375,978호는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10)에 사용

될 수 있는 삼투성 성분들을 형성하는데 적절한 방법들 및 재료들을 설명한다.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10)의 삼투성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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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에 유용할 수 있는 삼투성 약물의 특정 예들로는 황산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 황산 나트륨, 염화 나트륨, 황산 리튬,

인산 나트륨, 인산 칼륨, d-만니톨, 소르비톨, 이노시톨, 요소, 호박산 마그네슘, 주석산, 라피노오스, 수크로스, 글루코오

스, 락토스, 과당, 덱스트란(dextran)과 같은 다양한 단당류, 올리고당, 다당류, 및 이들 다양한 종류의 혼합물이 포함되지

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10)의 삼투성 성분(16)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삼투성 중합체는 물과 접촉하여 부푸는 친수성 중합

체를 포함한다. 삼투성 중합체는 천연(즉, 식물 또는 동물이 출처임), 또는 합성일 수 있고, 삼투성 중합체의 예는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10)의 삼투성 성분(16)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한 삼투성 중합체에는 분자량이

30,000 내지 5,000,000인 폴리(하이드록시-알킬 메타크릴레이트), 분자량이 10,000 내지 360,000인 폴리(비닐피롤리

돈), 양이온 및 음이온 수화겔(hydrogel), 고분자전해질 착물(polyelectrolyte complexes), 낮은 아세테이트 잔류물을 가

지며, 선택적으로 글리옥살, 포말알데히드 또는 글루타르알데히드와 교차결합되고, 200 내지 30,000의 중합 정도를 갖는

폴리(비닐 알콜), 메틸 셀룰로오스의 혼합물, 교차결합된 우 및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N-비닐락탐의 중합체, 폴리옥시

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겔, 폴리옥시부틸렌-폴리에틸렌 블록 공중합체, 구주콩나무(carob) 검(gum), 폴리아크릴 겔,

폴리에스테르 겔, 폴리유리아 겔, 폴리에테르 겔, 폴리아미드 겔, 폴리펩티드 겔, 폴리아미노산 겔, 폴리셀룰로오스 겔, 분

자량이 80,000 내지 200,000인 카르보폴(carbopol) 산 카르복시 중합체, 분자량이 10,000 내지 5,000,000인 폴리옥스

폴리에틸렌 산화물 중합체, 전분 그래프트(graft) 공중합체 및 아쿠아-킵스(Aqua-Keeps) 아크릴레이트 중합체 다당류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삼투성 성분(16)에 부가하여,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10)는 삼투성 성분(16) 둘레에 분포되는 첨가제 또는 충전재(도

시 생략)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에 사용되는 충전재(28)는 실질적으로 비압축성이고 의도된

작동 환경에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삼투압 펌프의 다른 구성요소들과 양립하는 액체 또는 겔 성분과 같은 임의의 유동성

성분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충전재(28)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재료 및 방법들이

미국특허 제6,132,420호에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10)에 포함되는 경우, 충전재(28)는 삼투성 성분(16) 둘레 또는 성분내의 공기 또는 가스를 배

출하도록 작용하여, 제조 공정 중에 삼투성 성분내에 또는 둘레에 갇힌 공기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기동 지연(start-up

delays)을 감소 또는 제거하도록 작동한다.

충전재(28)를 포함하는 것은 삼투성 성분(16)이 정제 또는 분말 성분으로 형성되는 경우 특히 유용하다. 정제 또는 분말인

삼투성 성분은 공기 또는 다른 압축성 가스가 삼투압 펌프에 원하지 않게 유입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말 삼투성 성

분이 사용되는 경우, 삼투성 성분이 저장부내에 충전될 때 삼투성 성분내에 또는 삼투성 성분과 저장부 벽과 (또는 포함된

경우) 피스톤 사이에 공기가 갇힐 수 있다. 또한, 정제 삼투성 성분이 사용되는 경우, 공기가 채워진 갭이 삼투성 성분과 저

장부와 (또는 포함된 경우) 피스톤 사이에 형성될 수 있다. 이들 공기가 채워진 갭은 저장부내의 삼투성 성분의 배치를 보

장하기 위해 필요한 공차를 기계가공하고 정제화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내의 작은

양의 갇힌 공기 또는 다른 압축성 가스라도 기동 지연을 일으킬 수 있다. 공기가 채워진 갭은 삼투압 펌프가 이식된 환자가

스쿠버 다이빙하거나 또는 고지대로 여행할 때와 같이 삼투성 펌프가 상이한 외부 압력을 받을 때 약제 포뮬레이션의 전달

속도에 문제가 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전재(28)를 포함하는 것은 삼투성 성분(16) 둘레의 임의의 갭이 공기 또는

다른 기체 재료로 충전되는 정도를 감소 또는 제거하여, 이러한 갭이 야기할 수 있는 지연 또는 약제 전달의 비일관성을 감

소 또는 제거하도록 작용한다.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10)는 선택적으로 이동가능한 피스톤을 포함한다. 선택적이지만 피스톤(18)은 삼투압 펌프(10)에

포함된 활성제 포뮬레이션(14)과 삼투성 성분(16)이 상이한 재료 또는 포뮬레이션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10)에 포함되는 이동가능한 피스톤(18)은 삼투성 성분(16)으로 물이 들어가고 삼투성 성분

(16)이 팽창할 때 피스톤(18)이 저장부(12)내에서 변위될 수 있는 밀봉된 방식으로 저장부(12)내에 고정되도록 구성된다.

적합한 실시예에서, 피스톤(18)은 실질적으로 비압축성인 재료로 형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10)에 사용하기

에 적절한 피스톤(18)은 적합하게는 삼투성 성분(16)과 약제 포뮬레이션(14)을 투과시키지 않는 재료로 형성되고, 저장부

(12)의 벽(20)과 피스톤(18) 사이에 밀봉을 형성하게 작용하는 하나 이상의 돌출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삼투압 펌

프(10)에 포함되는 피스톤(18)에 사용하기 적절한 재료는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고,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5,234,693호,

제5,279,608호, 제5,336,057호, 제5,728,396호, 제5,985,305호, 제5,997,527호, 제5,997,902호, 제6,113,938호, 제

6,132,420호, 제6,217,906호, 제6,261,584호, 제6,270,787호, 제6,287,295호, 제6,375,978호에 개시되어 있다. 본 발

명의 삼투압 펌프(10)에 유용한 피스톤(18)을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재료들의 예로는 금속 합금과 같은 금속 재료, 본

원에 상술한 비반응성 중합체 및 폴리우레탄, 폴리아미드, 염화 고무,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및 클로로프렌 고무와 같은

일반적인 탄성제와 같은 탄성체 재료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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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참조하여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의 삼투성 펌프(10)에 포함되는 전달 오리피스(24)는 간단히 저장부(12)의 벽(20)

의 일 단부를 통해 형성되는 오리피스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전달 오리피스(24)는 예를 들어, 공지된 성형 방법 또는 공

지된 기계적 또는 레이저 드릴링 방법을 사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원한다면, 본 발명의 삼투성 펌프(10)의 저장부(12)는

하나 이상의 전달 오리피스(24)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삼투성 펌프(10)의 전달 오리피스(24)는 저

장부(12)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배치되는 출구 플러그(도시 생략)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출구 플러그는 예를 들

면, 약제 포뮬레이션(144)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전달 오리피스를 제공하기 위해 또는 삼투압 펌프(10)로의 주변 유체의 역

확산을 조절하기 위해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10)의 전달 오리피스(24)가 출구 플러그에 의해 형

성되는 경우, 출구 플러그는 실질적으로 비-압축성 재료로 제조된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에 적용하기 적절한 출구

플러그는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미국특허 제5,985,305호, 제6,217,906호 및 제5,997,527호에 개시되어

있다. 직경 및 길이 모두에 관해 전달 오리피스(24)의 치수는 다른 요인들 중에서 전달되는 약제의 타입, 약제 포뮬레이션

(14)이 삼투압 펌프(10)로부터 배출되는 속도 및 전달되는 환경에 따라 변한다.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10)내에 담기는 활성제 포뮬레이션(14)에 포함되는 활성제는 광범위한 화학적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10)는 광범위하고 유익한 약물을 전달하기 위해 널리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원에서 사용될 때, "활성제"는 작동 환경에 전달될 수 있는 임의의 유익한 약물을 의미하고, 약물, 비타민, 영양제, 살상제

(biocide), 살균제, 식품 보충재, 성행위용 살균제, 피임제, 및 임신 촉진제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분자 레벨

에서, 활성제는 대전되지 않은 분자, 분자 착물(molecular complex), 또는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하이드로브로마이드, 설

페이트, 라우릴레이트, 올레산염, 살리살산염과 같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산 첨가제 또는 염기 첨가 염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금속, 아민 또는 유기 양이온의 염이 산성 활성제 화합물에 사용될 수 있다. 에스테르, 에테르, 및 아미드와 같은

활성제의 유도체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10)에 포함되는 활성제 포뮬레이션(14)은 하나 이상

의 활성제를 포함할 수 있어, 삼투압 펌프(10)가 그 기능적 수명 동안에 다수의 약들을 전달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10)에 포함되는 활성제 포뮬레이션(14)은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10)로부터 약제를 전달

하기에 적절한 임의의 포뮬레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 활성제 포뮬레이션(14)은 선택된 작동 환경에 소정의 활성제를 전달

할 수 있는 슬러리, 현탁액, 또는 용액과 같은 임의의 유동성 성분으로서 고안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삼투

압 펌프(10)에 포함되는 활성제 포뮬레이션(14)은 소정의 작동 환경에 활성제를 전달할 수 있게 작용하는 하나 이상의 다

양한 첨가물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에 포함되는 활성제 포뮬레이션(14)은 하나 이상의 항산

화제 또는 다른 안정제와 같은 보존제, 삼투성 개선제, 적용에 적합한 캐리어 재료를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삼투압 펌프가 인체 또는 동물 대상에 이식하도록 설계되면, 사용되는 임의의 캐리어, 보존제, 또는 삼투성 개선제는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재료이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에 사용될 수 있는 활성제 포뮬레이션에는 미국특허 제

5,234,693호, 제5,279,608호, 제5,336,057호, 제5,728,396호, 제5,985,305호, 제5,997,527호, 제5,997,902호, 제

6,113,938호, 제6,132,420호, 제6,217,906호, 제6,261,584호, 제6,270,787호, 제6,287,295호, 제6,375,978호에 논의

된 포뮬레이션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10)에 포함되는 속도 조절 막(22)은 물이 삼투압 펌프에 들어가는 속도를 정하고, 결과적으로

활성제 포뮬레이션(14)이 삼투압 펌프로부터 전달되는 속도를 제어한다. 상승하는 방출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는 삼투압 펌프가 작동 환경에서 기능을 시작한 후, 물이 속도 조절 막(22)을 지나가는 속도가 증가하고 삼투

압 펌프(10)로부터의 활성제 포뮬레이션(14)의 상승하는 방출 속도를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10)의 속도 조절 막(22)은 저장부(12)내에 배치하기 위한 크기 및 형상을 갖는다. 적합하게는,

속도 조절 막은 저장부의 벽(20)과 간섭 고정(interference fit)을 형성하여 코르크 또는 스토퍼(stopper)와 같이 작용하고

속도 조절 막(22)이 배치되는 저장부(12)의 개구를 막는 크기 및 형상을 갖는다. 예를 들어, 저장부가 실질적으로 원통 형

상인 경우, 속도 조절 막(22)은 통상적으로 원통 형상이고, 일단 저장부(12) 내에 배치되면 속도 조절 막(22)이 저장부(12)

의 내부(40)를 작동 환경으로부터 밀봉하고 삼투압 펌프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액체를 제외하고는 작동 환경으로부터의 액

체 및 다른 물질이 삼투압 펌프(10)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크기를 갖는다.

저장부(12)와 속도 조절 막이 접착제, 나사결합 메커니즘 또는 다른 커플링 장치와 같은 임의의 적합한 방법 또는 메커니

즘에 의해 결합될 수 있지만, 저장부(12)와 속도 조절 막(22)은 적합하게는 속도 조절 막(22)이 저장부(12)와 속도 조절 막

(22) 사이에 형성되는 간섭 고정을 통해 삼투압 펌프(10)의 기능적 수명 내내 제위치에 유지되도록 구성된다. 삼투압 펌프

(10)가 작동할 때 속도 조절 막(22)이 겪는 작동 응력을 견디기에 충분히 강한 간섭 고정을 보장하기 위해, 속도 조절 막은

상기 속도 조절 막의 표면으로부터 멀어지게 연장되는 하나 이상의 리브(rib; 도시 생략)와 같은 하나 이상의 유지 수단

(retaining means)을 구비할 수 있다. 미국특허 제5,234,693호, 제5,279,608호, 제5,336,057호, 제5,728,396호, 제

공개특허 10-2006-0097008

- 7 -



5,985,305호, 제5,997,527호, 제5,997,902호, 제6,113,938호, 제6,132,420호, 제6,217,906호, 제6,261,584호, 제

6,270,787호, 제6,287,295호, 제6,375,978호는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10)에 사용될 수 있는 리브를 갖는 속도 조

절 막을 포함하는 다양하고 상이한 속도 조절 막 구성을 설명한다.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10)에 포함되는 속도 조절 막(22)은 반투과성 재료를 포함한다. 속도 조절 막(22)에 사용되는 반투

과성 재료는 액체, 특히 물이 작동 환경으로부터 저장부내에 담긴 삼투성 성분(16)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삼투성 성분

(16)이 부풀게 한다. 그러나, 속도 조절 막(22)에 포함되는 반투과성 재료는 저장부(12)내의 재료 및 작동 환경에 포함된

다른 물질에 대해 거의 불투과성이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10)에 포함되는 속도 조절 막(22)의 반투과성 재료를 형

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재료는 예를 들어, 미국특허 제4,874,388호, 제5,234,693호, 제5,279,608호, 제

5,336,057호, 제5,728,396호, 제5,985,305호, 제5,997,527호, 제5,997,902호, 제6,113,938호, 제6,132,420호, 제

6,217,906호, 제6,261,584호, 제6,270,787호, 제6,287,295호, 제6,375,978호에 설명되어 있다.

이론적으로는,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10)에 포함되는 속도 조절 막(22)을 지나는 액체 삼투율(dV/dt)는 막 형성 재료에

대한 액체 삼투 계수(P)와, 막의 노출된 표면적(A)과, 삼투성 성분(16)에 의해 작동 환경과 저장부(12)의 내부 사이에 생성

되는 삼투 압력차(△π)를 곱한 것에 막 시트 두께(L)를 나눈 것과 같다.

dV/dt = P A △π / L

활성제 전달 속도(dMt/dt)는 이론적으로 액체 삼투율(dV/dt)과 유익한 약물의 농도를 곱한 것과 같다.

dMt/dt = dV/dt ×C = {P A △π / L} ×C

그러므로, △π와 C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도,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10)에 의해 제공되는 활성제 전달률은 A(노출

되는 속도 조절 막의 표면적량), L(속도 조절 막의 유효 길이), 또는 P(막 형성 재료의 액체 삼투 계수), 또는 이들의 임의

조합을 증가시킴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10)는 삼투압 펌프(10)가 작동할 때 작동 환경에 노출되는 속도 조절 막(22)의 표면

적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어, 도 1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10)에 포함되

는 저장부(12)는 의도된 작동 환경에서 가수분해, 용해, 또는 침식에 의해서와 같이 분해되는 재료로 형성된 임시 밀봉부

(50)에 의해 초기에 밀봉된 벽의 개방 섹션(40; open section)을 포함할 수 있다. 속도 조절 막(22)이 저장부(12)내에 배치

될 때, 속도 조절 막(22)의 제 1 영역(60)은 작동 환경에 노출된 채로 남겨지고, 저장부의 개방 섹션(40)은 속도 조절 막

(22)의 제 2 영역(65)에 위치한다. 저장부(12)의 개방 섹션(40)에 포함된 임시 밀봉부(50)는 초기에 속도 조절 막(22)의 제

2 영역(65)이 개방 섹션(40)을 통해 작동 환경으로부터의 재료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격리한다. 그러나, 삼투압 펌프(10)

가 작동 환경에서 기능할 때, 환경 조건에 존재하는 조건들은 임시 밀봉부(50)를 형성하는 재료가 분해되어 작동 환경으로

부터의 유체가 저장부(12)의 개방 섹션(40)을 통해 속도 조절 막(22)의 제 2 영역(65)과 직접 접촉할 수 있다(도 2 및 도 4

에 도시). 그러므로, 저장부의 개방 섹션(40)에 포함된 임시 밀봉부(50)는 속도 조절 막(22)의 노출된 표면적이 자동적으로

증가하여, 삼투압 펌프(10)를 물리적으로 조작할 필요없이 속도 조절 막(22)을 통해 물이 지나가는 속도가 증가하게 하고,

활성제 전달률이 이에 상응하여 증가하게 한다.

임시 밀봉부(50)는 적절한 용융 충전(melt fill), 성형 또는 압축 기술과 같은 종래 기술을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임시 밀봉부(50)는 삼투압 펌프(10)의 나머지 구성요소들과 양립하고, 저장부(12)의 개방 섹션(40)을 초기에 밀봉할 수 있

고, 개방 섹션(40)을 통해 작동 환경으로부터의 액체 재료와 직접 접촉하도록 속도 조절 막(22)의 제 2 영역(65)을 노출하

기 위해 의도된 작동 환경에서 소정 기간에 걸쳐 파괴되는 임의의 분해성 재료를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임시 밀봉부

(50)를 형성하는 분해성 재료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파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해성 재료는 소정의 상승하는 활성

제 방출 속도를 내기 위해 소정의 기간에 걸쳐 의도된 작동 환경에서 용융, 용해, 침식 또는 가수분해하기 위해 형성될 수

있다. 임시 밀봉부(50)를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재료들에는 폴리-랙틱-코-글리콜산(PLGA; poly-lactic-co-

glycolic acid), PLGA-유사 재료 및 라우릴 락테이트-폴리비닐-피롤리돈(lauryl lactate-polyvinyl-pyrrolidone)이 포

함된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에 포함되는 임시 밀봉부(50)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분해성 재료는 적합하게는 개방

섹션(40)내에 남아있는 임의 재료의 액체 삼투성이 속도 조절 막(22)의 액체 삼투성보다 상당히 크도록 분해되어 형성된

다.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10)가 임시 밀봉부(50)와 함께 개방 섹션(40)을 갖는 저장부를 포함하는 경우, 삼투압 펌프(10)에

의해 제공되는 활성제 방출 속도가 상승하는 타이밍 및 속도는 임시 밀봉부(50)를 형성하는 분해성 재료의 조성을 변경함

으로써 제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해성 재료가 작동 환경에서 용해되도록 설계되는 경우, 다양한 용해도 또는 용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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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갖는 재료가 선택 또는 조합되어 소정 기간에 걸쳐 용해되는 임시 밀봉부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임시 밀봉부(50)를

형성하는 분해성 재료는 상이한 분해 특성을 구비한 상이한 재료층들로 형성될 수 있다. 활성제 방출 속도 프로파일의 상

승 지연은 소정의 지연을 허용하는 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재료로 임시 밀봉부를 형성하여 간단히 달성될

수 있다. 본원에 제공된 내용을 사용하여, 당업자는 목표한 상승하는 활성제 방출 속도 프로파일을 제공하기 위해 소정 기

간에 걸쳐 분해하는 밀봉부를 얻기 위해 임시 밀봉부(50)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선택 및 조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가 임시 밀봉부(50)에 의해 밀봉되는 개방 섹션(40)을 포함하는 경우, 삼투압 펌프의 방

출 속도가 증가하는 정도는 저장부(12)에 포함되는 개방 섹션(40)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를 바꿈으로써 변경될 수 있다.

저장부에 제공되는 개방 섹션(40)에 의해 노출되는 속도 조절 막의 표면적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임시 밀봉부(50)가 분해

될 때 제공되는 방출 속도의 증가가 커진다. 그러므로, 보다 큰 활성제 방출 속도 증가를 원하면, 저장부(12)에 포함되는 개

방 섹션(40)은 속도 조절 막의 더 넓은 표면적을 노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 3에 도시된 삼투압 펌프(10)

의 저장부(12)에 제공되는 개방 섹션(40)이 도 1에 예시된 삼투압 펌프(10)의 저장부(12)에 의해 제공되는 개방 섹션(40)

보다 비교적 크기 때문에, 도 3에 예시된 삼투압 펌프(10)는 임시 밀봉부(50)가 분해될 때 활성제의 방출 속도가 비교적 더

크게 증가한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10)는 광범위한 활성제 방출 속도를 제공하는 크기 및 형상을 갖는 하나 이상

의 개방 섹션(40)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에 포함된 속도 조절 막(22)의 액체 삼투율은 또한 저장부(12)에 구비된 개방 섹션(40)의 종방

향 위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액체가 막을 통해 이동하는 거리가 짧을수록, 액체는 속도 조절 막을 빨리 투과한다. 따

라서, 개방 섹션(40)이 삼투성 성분(16)에 인접한 막 플러그의 단부에 가까울수록, 작동 환경으로부터의 액체가 삼투성 성

분(16)에 빨리 들어가고 활성제 성분이 삼투압 펌프(10)로부터 빨리 방출된다. 그러므로, 삼투성 성분(16)에 인접한 속도

조절 막의 단부에 비교적 더 가깝게 하나 이상의 개방 섹션(40)을 배치함으로써 활성제 방출 속도의 비교적 큰 증가를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에서 달성할 수 있다.

상술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액체 삼투율 즉,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에 의해 제공되는 유익한 약물 전달 속도의 증가

는 막 플러그(26) 또는 삼투압 전달 장치(10)의 전체 기하학적 형상을 바꿀 필요없이 저장부(12)에 구비된 개방 섹션(40)

에 의해 노출되는 속도 조절 막의 표면적을 변경함으로써 제어될 수 있다. 전달 속도 증가는 개방 섹션(40)의 종방향 위치

를 변경함으로써 제어될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10)는 삼투압 펌프가 작동 환경에서 기능할 때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삼투성을 나

타내는 속도 조절 막의 사용을 통해 상승하는 활성제 방출 속도를 달성한다. 도 5 내지 도 10을 참조하여 이해할 수 있듯

이, 이러한 속도 증가 막(70)은 다양한 구성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구성에서, 본 발명에 따른 속도 증가 막

(70)은 소정의 상승하는 활성제 방출속도를 달성하도록 삼투압 펌프(10)의 기능적 수명 동안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삼투성

을 나타낸다.

제 1 구성(도 5에 도시)에서, 속도 증가 막(70)은 삼투압 펌프(10)가 작동 환경에서 기능할 때 삼투성이 증가하도록 조성된

단일 재료를 포함한다. 이러한 막 조성을 이루기 위해, 속도 증가 막(70)은 삼투압 펌프(10)가 작동 환경에서 기능할 때 삼

투성 증가를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반투과성 재료로 조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속도 증가 막(70)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

는 반투과성 재료는 처음 작동 환경에 투입될 때 비교적 소수성이고, 비교적 낮은 액체 삼투성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삼

투압 펌프(10)가 작동 환경에서 기능할 때, 속도 증가 막(70)을 형성하는 재료는 가수분해 등에 의해 화학적 변화를 거치게

조성되어, 상기 재료가 일정 기간에 걸쳐 보다 친수성이 되게 하여 작동 환경으로부터의 액체에 대한 삼투성이 증가하는

속도 조절 막이 되게 할 수 있다.

도 6 내지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10)를 제공하는데 적절한 속도 증가 막(70)은 삼투성 개

선 재료(permeability enhancing material)(84)와 반투과성 재료(semipermeable material)(82)로 형성된 화합물 막(80)

으로서 제조될 수 있고, 여기서 두 가지 상이한 재료가 상이한 삼투 특성을 보인다. 반투과성 재료(82)는 저장부(12)내에

담긴 재료를 거의 투과시키지 않고, 화합물 막(80)은 반투과성 재료(82)가 저장부(12)의 내용물들을 작동 환경으로부터 격

리하고 저장부(12)내의 재료가 화합물 막(80)을 통해 작동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 막(80)에 포함된 삼투성 개선 재료(84)는 반투과성 재료(82)의 초기 삼투성보다 작은 초기 삼투성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된다. 그러나, 삼투압 펌프(10)가 작동할 때, 삼투성 개선 재료(84)는 삼투성 개선 재료(84)의 삼투성이 증가하도록 제

조된다. 적합한 실시예에서, 삼투성 개선 재료(84)는 상기 삼투성 개선 재료(84)의 삼투성이 화합물 막(80)에 포함된 반투

과성 재료(82)의 삼투성보다 커지도록 제조된다. 본 발명의 화합물 막(80)에 포함된 삼투성 개선 재료(84)가 반투과성일

수 있지만, 삼투성 개선 재료(84)는 반투과성 특성을 보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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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내지 도 10을 참조하여 쉽게 이해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 막(80)은 임의의 적절한 구성으로 제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합물 막(80)은 삼투성 개선 재료(84)로 형성되는 다양한 형상 또는 크기의 하나 이상의 인서트(86)를

수용하도록 형성되는 반투과성 재료(82)를 포함할 수 있다(도 6 내지 도 8에 도시). 대안적으로, 도 9 및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 막(80)은 적층 구조(laminated structure)로 형성될 수 있고, 여기서 하나 이상의 층은

반투과성 재료(82)로 형성되고, 하나 이상의 층은 삼투성 개선 재료(84)로 형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 막(80)이 삼투

성 개선 재료(84)가 작동 환경과 직접 접촉하도록 제조될 수 있지만,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삼투성 개선 재료가 반투

과성 재료(82)에 의해 작동 환경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적합하다. 삼투성 개선 재료(84)가 작동 환경으로부터 격리되는

경우, 도 6 내지 도 8 및 도 10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삼투성 개선 재료(84)의 삼투성이 증가할 때 형성되는 임의의

분해 생성물이 실질적으로 삼투압 펌프(10)의 저장부에 유지되고 작동 환경에 유입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도 10에 도시된 화합물 막(80)은 의도된 작동 환경에서 가수분해, 용해, 또는 침식 등에 의해 분해되는

재료로 삼투성 개선 재료(84)를 대체함으로써(예를 들어, 상술한 바와 같이 임시 밀봉부(50)를 형성하는데 사용된 것과 같

은 재료의 사용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삼투압 펌프는 저장부(12)로 삽입되는 속도 조절 막(80)을 포함하고, 여

기서 막은 의도된 작동 환경에 노출될 때 분해 또는 침식되는 재료로 형성된 플러그에 의해 초기에 채워진 하나 이상의 부

분(도 10에 부분(84)으로 도시됨)을 포함한다. 플러그 재료가 분해 또는 침식될 때, 속도 조절 막의 유효 두께가 물이 삼투

하도록 감소하여, 물이 속도 조절 막을 통과하는 속도가 증가하도록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 막(80)에 포함되는 반투과성 재료(82)는 본원에 상술한 반투과성 재료 중 임의의 것을 포함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화합물 막(80)에 포함되는 반투과성 재료(82)는 미국특허 제4,874,388호, 제5,234,693호, 제5,279,608호,

제5,336,057호, 제5,728,396호, 제5,985,305호, 제5,997,527호, 제5,997,902호, 제6,113,938호, 제6,132,420호, 제

6,217,906호, 제6,261,584호, 제6,270,787호, 제6,287,295호, 제6,375,978호에 개시되어 있는 반투과성 재료를 사용하

여 형성될 수 있다. 화합물 막에 포함되는 반투과성 재료(82)를 형성하는데 적절한 반투과성 재료의 특정 예로는 히트렐

(Hytrel) 폴리에스테르 탄성체(듀퐁), 셀룰로오스 에스테르, 셀룰로오스 에테르와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에테르, 물 투과

(water flux) 개선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수용성 저 분자량 화합물과 강성 중합체를 혼합하여 만든 반투과성

막 및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는 다른 반투과성 재료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셀룰로오스 중합체는 무수

글루코스단위체에서 0 내지 3의 일정 정도의 대체물을 포함한다. "대체 정도(degree of substitution)" 또는 "D.S."는 대체

그룹으로 대체되는 셀룰로오스 중합체를 포함하는 무수 글루코스 단위체에 원래 존재하는 수산기(hydroxyl) 그룹의 평균

수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재료에는 셀룰로오스 아크릴레이트, 셀룰로오스 디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모

노-, 디-, 및 트리셀룰로오스 알카닐레이트, 모노-, 디-, 및 트리셀룰로오스 아로일레이트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시적인 셀룰로오스 중합체에는 1 이하의 D.S.와 21% 이하의 함량의 아세틸을 갖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1

내지 2의 D.S.와 21 내지 35%의 아세틸 함량을 갖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2 내지 3의 D.S.와 35 내지 44.8%의 아세틸

함량을 갖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가 포함된다. 보다 특별한 룰로오스 중합체에는 1.8의 D.S.와 39.2 내지 45%의 프로

피오닐 함량과 2.8 내지 5.4%의 수산기 함량을 갖는 셀룰로오스 프로피오네이트; 1.8의 D.S.와 13 내지 15%의 아세틸 함

량과 34 내지 39%의 부티릴 함량을 갖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부티레이트, 2 내지 29%의 아세틸 함량과 17 내지 53%

의 부티릴 함량을 갖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부티레이트; 1.8의 D.S.와 4% 평균 중량 퍼센트의 아세틸 함량과 51%의

부티릴 함량을 갖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부티레이트; 셀룰로오스 트리밸러레이트, 셀룰로오스 트리라우레이트, 셀룰로

오스 트리팔미테이트, 셀룰로오스 트리석시네이트, 및 셀룰로오스 트리옥타노에이트와 같은 2.9 내지 3의 D.S.를 갖는 셀

룰로오스 트리아크릴레이트; 셀룰로오스 디석시네이트, 셀룰로오스 디팔미테이트, 셀룰로오스 디옥타노에이트, 셀룰로오

스 디펜테이트와 같이 2.2 내지 2.6의 D.S.를 갖는 셀룰로오스 디아크릴레이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부티레이트 및 셀

룰로오스,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와 같은 셀룰로오스의 코에스테르 등이 포함된다. 본 발명에 따른 화합

물 막(80)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다른 반투과성 재료에는 폴리우레탄, 폴리에테르볼록아미드(엘프 아토켐 인코포레이트로

부터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피백스), 에틸렌 비닐 알콜(EVA)과 같이 약간의 친수성을 갖는 사출-성형가능한 열가소성

중합체가 포함된다.

광범위한 재료가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 막(80)에 포함된 삼투성 개선 재료(84)를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투성 개선 재료(84) 자체는 반투과성 성질이지만 삼투성 개선 재료(84)는 반투과성일 필요는 없고, 또는 화합물 막(80)

보다 초기에 훨씬 적은 삼투성을 가질 수 있다. 속도 증가 막을 형성하는데 적합한 재료에는 수용성 재료, 물 분해성 재료

및 다른 생체분해성 재료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속도 증가 막은 오스마젠트(osmagent) 및 수용성 및 생체분해성 중합체

를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삼투성 개선 재료(84)가 수용성 재료를 사용하여 형성되는 경우, 삼투압 펌프(10)가 기능하고

물이 화합물 막을 지나갈 때, 수용성 재료는 화합물 막으로부터 용해 또는 희석되어 막 삼투성이 증가되게 한다. 그러나,

삼투성 개선 재료(84)를 형성하는 재료는 수용성일 필요는 없고, 삼투압 펌프(10)가 기능할 때 화합물 막(80)의 삼투성이

증가하게 하는 임의의 메커니즘을 통해 분해되게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투성 개선 재료(84)는 작동 환경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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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성 액체에 노출되고 삼투압 펌프가 기능할 때 가수분해 등에 의해 보다 친수성이 되어 분해되는 재료를 포함할 수 있

다. 대안적으로, 삼투성 개선 재료(84)는 화합물 막(80)의 삼투성이 증가하도록 삼투압 펌프가 기능할 때 간단히 침식 또는

용해되는 재료를 포함할 수 있다.

삼투성 개선 재료(84)를 형성하는데 유용할 수 있는 삼투성 약물에는 본원에 상술한 바와 같은 삼투성 중합체, 황산 마그

네슘, 염화 마그네슘, 황산 나트륨, 염화 나트륨, 황산 리튬, 인산 나트륨, 인산 칼륨, d-만니톨, 소르비톨, 이노시톨, 요소,

호박산 마그네슘, 주석산, 라피노오스, 수크로스, 글루코오스, 락토스, 과당, 덱스트란과 같은 다양한 단당류, 올리고당, 다

당류, 및 이들 다양한 종류의 혼합물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삼투성 개선 재료(84)는 삼투성 약물로만 형성

되거나 또는, 삼투성 약물이 삼투성 약물 자체만을 사용할 때 얻기 어려운 삼투 특성을 달성하는 삼투성 개선 재료(84)를

얻기 위해 하나 이상의 첨가 재료와 조합될 수 있다. 삼투성 개선 재료(84)가 하나 이상의 삼투성 약물을 사용하여 형성되

는 경우, 삼투성 개선 재료(84)는 예를 들어, 공지된 정제, 성형, 또는 주조 기술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10)에 유용한 화합물 막(80)에 포함된 삼투성 개선 재료(84)는 반드시 삼투성 약물일 필요는

없고 중합체 재료를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삼투성 개선 재료(84)를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중합체 재료에는 생체

분해성 폴리락타이드, 폴리글리콜라이드, 폴리카프로락톤, 폴리안하이드라이드, 폴리오소에스테르, 폴리디오아논, 폴리아

세탈, 폴리케탈, 폴리카보네이트, 폴리포스포에스테르, 폴리오소카보네이트, 폴리포스파젠, 및 폴리우레탄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삼투성 개선 재료(84)를 형성하는데 유용한 적합한 중합체 재료에는 폴리락타이드, 폴리글리콜라

이드, 락타이드와 글리콜라이드의 공중합체, 및 가수분해가능한 연성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폴리우레탄이 포함된다. 삼투

성 개선 재료(84)가 가수분해 가능한 연성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폴리우레탄을 포함하는 경우, 연성 세그먼트는 예를 들어,

폴리카프로락톤, 폴리락트산 또는 폴리글리콜산과 폴리카프로락톤의 공중합체, 폴리카프로락톤의 혼합물 또는 폴리에틸

렌 글리콜과 폴리카프로락톤의 공중합체를 포함할 수 있다(폴리에틸렌 글리콜은 삼투성 개선 재료(84)의 초기 소수성을

추가로 제어하는 작용을 한다). 삼투성 개선 재료(84)는 중합체 재료로만 형성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삼투성 개선 재료

(84)는 중합체 재료 자체로는 달성할 수 없는 삼투 특성을 보이는 삼투성 개선 재료(84)를 제공하기 위해 본원에 상술한 것

과 같은 중합체 재료를 삼투성 약물과 같은 하나 이상의 상이한 재료와 조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삼투성 개선 재료(84)는 또한 삼투압 펌프가 기능할 때 분해되는 재료와 함께 실질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재료를 포함하는

메트릭스(matrix)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분해성 재료로 혼합, 코팅, 충전 또는 용입되는 다공성 재료로 형성된

메트릭스는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 막(80)의 삼투성 개선 재료(84)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다공성 재료가 화합물

막(80)의 삼투성 개선 재료(84)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다공성 재료는 바람직하게는 삼투압 펌프(10)가 기능할

때 실질적으로 분해되지 않도록 선택된다. 속도-증가 메트릭스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다공성 재료의 예들에는

기공, 개구 또는 액체 투과 채널이 형성되는 금속, 글래스, 플라스틱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속도-증가 메트

릭스를 형성하는 바람직한 다공성 재료에는 프릿 글래스(fritted glass) 또는 금속과 큰 다공성(macroporous) 중합체 재

료가 포함된다. 본 발명의 화합물 막(80)의 삼투성 개선 재료(84)로서 유용한 속도 증가 메트릭스를 완성하기 위해, 삼투성

약물, 수용성 중합체, 생분해성 중합체, 또는 이러한 재료의 조합과 같은 분해성 재료가 다공성 재료에 코팅되거나, 혼합되

거나, 또는 확산되거나 또는 용입된다. 속도-증가 메트릭스에 포함되는 분해성 재료는 다공성 재료, 반투과성 재료(82) 및

삼투압 펌프의 나머지 구성요소들과 양립하는 임의의 수용성, 물 분해성 또는 생분해성 재료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해성 재료는 본원에 상술한 하나 이상의 수용성, 물 분해성, 또는 생분해성 재료를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삼투성 개선 재료(84)가 인서트(86)로서 형성되는 경우, 인서트(86)는 임의의 개수의 상이한 형상 및 크기로 형성될 수 있

지만, 적합하게는 화합물 막(80)의 반투과성 재료(82)내에 형성되는 중공 내부 부분(88)의 크기 및 형상과 조화된다. 그러

므로, 삼투성 개선 재료의 인서트(86)는 통상적으로 반투과성 재료(82)내에 형성되는 중공 내부 부분(88)에 짝을 이루게

수용되는 크기 및 형상을 갖는다. 또한, 인서트(86)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는 삼투압 펌프(10)의 기능적 수명에 걸쳐

저장부(12)의 벽(20)과 간섭 고정을 유지하고 구조적으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화합물 막(80)을 형성하기 위해 반

투과성 재료(82)와 함께 작동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 막(80)에 포함되는 삼투성 개선 재료(84)의 인서트(86)는 임의의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반투과성 재료

(82)의 적절한 내부 부분(88)에 제조 및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서트(86)가 먼저 제조된 다음에, 수작업으로 또는 삽

입 깊이 또는 삽입력 제어를 제공하는 공지된 삽입 장치를 사용하여 반투과성 재료(82)의 중공 내부 부분(88)에 삽입될 수

있다. 인서트가 반투과성 재료(82)의 중공 내부 부분(88)에 배치되기 전에 제조되는 경우, 공지된 압출, 주조, 압축 또는 사

출성형 기술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제조 기술이 인서트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인서트가 메트릭스 재료로 형성되는

경우에도, 메트릭스는 공지된 주조, 압출, 사출성형 또는 액체 또는 용융 충전 공정을 통해 제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해

성 재료는 용매에 분해성 재료를 용해하고 용액을 다공성 재료에 충전하고 용매를 제거하여 메트릭스에 포함된 다공성 재

료로 매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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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가 하나 이상의 인서트를 포함하는 화합물 막을 포함하는 경우, 화합물 막이 제공하는 방출 속

도 특성은 하나 이상의 인서트의 특성을 변경함으로써 활성제 방출 속도 프로파일의 소정의 조정을 제공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가 실질적으로 일정한 제 1 방출 속도로 제공되고 이후에 방출 속도가 상승한 후

에, 실질적으로 일정한 제 2 방출 속도가 제공되도록 구성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일정한 제 1 및 제 2 방출 속도 간의 차이

는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인서트의 길이를 변경함으로써 수정될 수 있다. 인서트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일

정한 제 1 및 제 2 방출 속도도 증가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 막이 삼투성 개선 재료의 하나 이상의 인서트를 포

함하는 경우 제 1 방출 속도로부터 제 2 방출 속도로 상승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인서트의 길이를 변

경함으로써 수정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인서트가 길수록 방출 속도 상승이 빠르다.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 막에 포함되는 인서트의 길이가 일정하더라도, 화합물 막에 의해 제공되는 상승하는 방출 속도는

인서트를 형성하는 삼투성 개선 재료의 화학 성분을 변경함으로써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삼투성 개선 재료의 분해가

느릴수록, 방출 속도의 상승이 늦어질 것이다. 이의 역 또한 성립한다. 삼투성 개선 재료가 보다 빠르게 분해되도록 조성될

때, 화합물 막에 의해 제공되는 방출 속도는 더 빠르게 상승한다. 화합물 막에 포함되는 삼투성 개선 재료의 화학 성분은

통상적으로 삼투성 개선 재료의 분해 속도를 제어한다. 예를 들면, 폴리락타이드(PLA) 또는 PLGA가 삼투성 개선 재료로

서 사용되면, PLGA의 분해 속도는 통상적으로 PLA의 분해 속도보다 높다. 또한, 공중합체 화합물에 포함되는 구성성분들

의 양을 조정하면 분해 속도를 바꿀 수 있다. PLGA (L/G 85/15)의 분해 속도는 통상적으로 PLGA (L/G 75/25)의 분해 속

도보다 낮고, 이는 통상적으로 PLGA (L/G 50/50)의 분해 속도보다 낮다. 동일한 PLGA가 사용되더라도, 보다 높은 분자

량의 PLGA 재료는 보다 낮은 분자량의 PLGA 재료보다 느린 분해 속도를 제공한다.

물론,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는 본원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분해되는 재료로 형성되는 임시 밀봉부에 의해 초기에 밀

봉된 벽의 개방 섹션을 포함하는 저장부와 조합하여 삼투성 개선 막을 포함한다. 이러한 삼투압 펌프로부터의 활성제의 전

달 속도는 작동 환경으로부터의 물에 노출된 속도 증가 막의 표면적의 증가와 속도 증가 막의 삼투성 증가 모두로 인해 펌

프 기능에 따라 증가한다. 초기에 밀봉된 개방 섹션을 포함하는 저장부와 속도 증가 막 모두를 포함하는 디자인은 이러한

디자인이 아니면 쉽게 달성되지 않는 상승하는 방출 속도를 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는 다양하고 상이한 상승하는 방출 프로파일을 제공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는 삼투압 펌프의 총 기능적 수명에 걸쳐 증가하는 활성제 방출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다른 실시예에

서,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는 제 1 기간 동안 유지되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초기 활성제 방출 속도와, 이후의 제 2 기간 동안

상승하는 다음 활성제 방출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삼투압 펌프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초기

활성제 방출 속도, 이후 상승하는 활성제 방출 속도를 특징으로 하며, 상승하는 활성제 방출 속도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일

정한 초기 활성제 방출 속도보다 큰 실질적으로 일정한 최종 활성제 방출 속도가 이어진다.

비록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가 바람직하게는 인체 또는 동물의 생리적 환경에 대해 설계되고 투입되지만,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는 작동 환경에 유익한 약물을 전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생리적 환경에의 용도에 한정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본 발명에 따른 삼투압 펌프는 동물 또는 인체에 유익한 약물들을 전달하기 위해 정맥 시스템(예

를 들어, IV 펌프, IV 백, 또는 IV 병에 부착됨)에, 혈액 산소첨가, 간 투석 또는 전기이동을 위한 시스템에, 예를 들어, 영양

제 또는 성장 조절 화합물을 세포 배양기 및 풀(pool), 탱크, 저장부 등에 전달하는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활성제의 상승하는 방출 속도를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삼투압 펌프로서,

제 1 단부의 개구와 제 2 단부의 전달 오리피스를 갖는 저장부(resorvoir)와;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유체 삼투성을 갖고, 상기 저장부의 제 1 단부에 적어도 그 일 부분이 결합되는 속도 조절 부재(rate

controlling member)와;

유체가 상기 속도 조절 부재를 통과하는 속도에 비례하는 속도로 팽창하고 상기 저장부 내부에 배치되는 삼투성 성분

(osmotic composition);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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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나의 전달 오리피스와 유체 연통하는 활성제 포뮬레이션(active agent formulation)을 포함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조절 부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유체 삼투성 속도를 갖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조절 부재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제 1 유체 삼투 속도와 증가하는 제 2 유체 삼투 속도를 갖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조절 부재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제 1 유체 삼투 속도와, 증가하는 제 2 유체 삼투 속도 및 실

질적으로 일정한 제 3 유체 삼투 속도를 갖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실질적으로 일정한 제 3 유체 삼투 속도는 상기 실질적으로 일정한 제 1 유체 삼투 속도보다 더 큰

삼투압 펌프.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조절 부재는 증가하는 제 1 유체 삼투 속도와, 실질적으로 일정한 제 2 유체 삼투 속도를 갖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조절 부재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유체 삼투성을 갖는 반투과성 재료(semipermeable

material)와, 증가하는 유체 삼투성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삼투성 개선 재료(permeation enhancing material)를 포함하

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삼투성 개선 재료는 상기 반투과성 재료의 제 1 삼투성 보다 더 적은 제 1 삼투성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삼투성 개선 재료는 상기 반투과성 재료의 삼투성 보다 더 큰 삼투성을 제공하기 위

해 제조되는 삼투압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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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반투과성 재료는 상기 삼투성 개선 재료로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인서트를 수용하기 위해 형성되

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삼투성 개선 재료의 인서트는 상기 반투과성 막내에 형성되는 중공 내부 부분에 수용되기 위한 크

기 및 형상을 갖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조절 부재는 상기 반투과성 재료로 형성되는 적어도 하나의 층과 상기 삼투성 재료로 형성되

는 적어도 하나의 층을 갖는 적층 구조(laminated structure)를 포함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13.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반투과성 재료는 폴리에스테르 엘라스토머, 셀룰로오스 에스테르, 셀룰로오스 에테르,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에테르, 물 투과 개선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water flux enhanced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s), 및 이들 혼합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14.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삼투성 개선 재료는 삼투성 약물, 수용성 재료, 물 분해성 재료, 생물분해성 재료로 구성되는 그룹

으로부터 선택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15.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삼투성 개선 재료는 황산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 황산 나트륨, 염화 나트륨, 황산 리튬, 인산 나

트륨, 인산 칼륨, d-만니톨, 소르비톨, 이노시톨, 요소, 호박산 마그네슘, 주석산, 라피노오스, 단당류, 올리고당, 다당류,

및 이들 혼합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16.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삼투성 개선 재료는 생물분해성 폴리락타이드, 폴리글리콜라이드, 폴리카프로락톤, 폴리무수물

(polyanhydride), 폴리오소에스테르, 폴리디오아논(polydioanone), 폴리아세탈, 폴리케탈, 폴리카보네이트, 폴리포스포

에스테르, 폴리오소카보네이트, 폴리포스파젠(polyphosphazen), 폴리우레탄, 및 락타이드와 글리콜라이드의 공중합체로

구성된 중합체 재료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17.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삼투성 개선 재료는 가수분해 가능한 연성 세그먼트를 갖는 폴리우레탄을 포함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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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가수분해 가능한 연성 세그먼트는 폴리카프로락톤, 폴리락트산과 폴리카프로락톤의 공중합체, 폴

리글리콜산과 폴리카프로락톤의 공중합체, 폴리에틸렌글리콜과 폴리카프로락톤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

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1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삼투성 개선 재료는 분해성 재료와 다공성(porous) 재료를 갖는 메트릭스(matrix) 재료를 포함하

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삼투성 성분과 상기 활성제 포뮬레이션 사이에 배치되는 이동 가능한 피스톤을 부가로 포함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삼투성 성분은 삼투성 약물과 삼투성 중합체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2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삼투성 성분은 삼투성 정제(tablet), 분말 재료 및 유동성 겔 재료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

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삼투성 성분내에 또는 둘레에 분포되는 충전재를 부가로 포함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조절 부재의 적어도 일 부분은 상기 저장부의 제 1 단부의 개구에 간섭 고정(interference fit)

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2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조절 부재의 적어도 일 부분은 상기 저장부의 제 1 단부의 개구에 접착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2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조절 부재의 적어도 일 부분은 의도된 작동 환경에 노출될 때 분해 또는 침식하는 재료로 형성

되는 플러그로 처음으로 충전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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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제의 상승하는 방출 속도를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삼투압 펌프로서,

제 1 단부의 개구, 상기 제 1 단부 근처에 배치되는 벽의 적어도 하나의 개방 섹션 및 제 2 단부에 배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달 오리피스를 갖는 저장부와;

상기 저장부의 개구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배치되고, 상기 벽의 적어도 하나의 개방 섹션을 커버하는 속도 조절 부재와;

상기 저장부의 적어도 하나의 개방 섹션을 커버하는 임시 밀봉부와;

상기 속도 조절 부재에 인접한 삼투성 성분; 및

상기 전달 오리피스와 유체 연통하는 활성제 포뮬레이션을 포함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밀봉부는 작동 환경내의 유체에 노출될 때 분해되는 재료로 형성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밀봉부는 가수분해에 의해 분해되는 재료로 형성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30.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밀봉부는 용해에 의해 분해되는 재료로 형성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31.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밀봉부는 침식에 의해 분해되는 재료로 형성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32.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조절 부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유체 삼투 속도를 갖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33.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조절 부재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제 1 유체 삼투 속도와 증가하는 제 2 유체 삼투 속도를 갖

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34.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조절 부재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제 1 유체 삼투 속도, 증가하는 제 2 유체 삼투 속도 및 실질

적으로 일정한 제 3 유체 삼투 속도를 갖는 삼투압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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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5.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조절 부재는 증가하는 제 1 유체 삼투 속도와 실질적으로 일정한 제 2 유체 삼투 속도를 갖

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36.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조절 부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삼투성을 갖는 반투과성 재료를 포함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37.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조절 부재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유체 삼투성을 갖는 반투과성 재료와, 증가하는 유체 삼투성

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삼투성 개선 재료를 포함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삼투성 개선 재료는 반투과성 재료의 제 1 삼투성 보다 더 작은 제 1 삼투성을 제

공하기 위해 제조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39.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삼투성 개선 재료는 반투과성 재료의 삼투성 보다 더 큰 삼투성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40.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반투과성 재료는 상기 삼투성 개선 재료로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인서트들을 수용하기 위해 형성

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41.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삼투성 개선 재료의 인서트는 상기 반투과성 막내에 형성되는 중공 내부 부분에 수용되기 위한 크

기 및 형상을 갖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42.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조절 부재는 적층 구조를 포함하고, 적어도 하나의 층은 상기 삼투성 개선 재료로 형성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층은 반투과성 재료로 형성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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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반투과성 재료는 폴리에스테르 탄성체, 셀룰로오스 에스테르, 셀룰로오스 에테르, 셀룰로오스 에

스테르-에테르, 물 투과 개선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및 이들 혼합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삼투

압 펌프.

청구항 44.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삼투성 개선 재료는 분해성 재료와 다공성 재료를 갖는 메트릭스 재료를 포함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45.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삼투성 성분과 상기 활성제 포뮬레이션 사이에 배치되는 이동 가능한 피스톤을 부가로 포함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46.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삼투성 성분은 삼투성 약물과 삼투성 중합체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47.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삼투성 성분은 삼투성 정제, 분말 재료, 및 유동성 겔 재료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삼

투압 펌프.

청구항 4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삼투성 성분내에 또는 둘레에 분포되는 충전재를 부가로 포함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49.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밀봉부는 폴리-랙틱-코-글리콜산(poly-lactic-co-glycolic acid) 또는 라우릴 젖산염-폴

리비닐-피롤리돈(lauryl lactate-polyvinyl-pyrrolidone)을 포함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50.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밀봉부는 상이한 분해 특성을 갖는 상이한 재료의 층들을 포함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51.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밀봉부는 의도된 작동 환경내에 노출될 때 분해 또는 침식하는 재료로 형성되는 플러그에 의

해 처음으로 충전되는 삼투압 펌프.

청구항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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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제의 상승하는 방출 속도를 제공하는 삼투압 펌프 제조 방법으로서,

제 1 단부에 적어도 하나의 전달 오리피스를 갖고, 제 2 단부에 개구를 갖는 저장부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전달 오리피스에 인접하게 활성제 포뮬레이션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활성제 포뮬레이션에 인접하게 삼투성 성분을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저장부의 제 2 단부에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유체 삼투성을 갖는 속도 조절 부재의 적어도 일 부분을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삼투압 펌프 제조 방법.

청구항 53.

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삼투성 성분과 상기 활성제 포뮬레이션 사이에 이동 가능한 피스톤을 제공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

함하는 삼투압 펌프 제조 방법.

청구항 54.

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삼투성 성분에 인접하게 분포된 충전재를 제공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삼투압 펌프 제조 방

법.

청구항 55.

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부의 제 1 단부 근처의 벽에 임시 밀봉부와 적어도 하나의 개방 섹션을 생성하는 단계를 부가

로 포함하는 삼투압 펌프 제조 방법.

청구항 56.

제 55 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제 포뮬레이션의 방출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개방 섹션의 크기 또는 개수

를 증가시키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삼투압 펌프 제조 방법.

청구항 57.

제 55 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제 포뮬레이션의 방출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 상기 삼투성 성분에 인접한 상기 속도 조절 부재

의 단부에 보다 더 가까운 상기 저장부 벽의 위치에 하나 이상의 개방 섹션을 위치설정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삼투

압 펌프 제조 방법.

청구항 58.

제 55 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밀봉부는 용융 충전(melt filling), 성형(molding), 또는 압축 충전에 의해 형성되는 삼투압

펌프 제조 방법.

청구항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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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조절 부재는 증가하는 유체 삼투성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삼투성 개선 재료와, 실질적으로

일정한 유체 삼투성을 갖는 반투과성 재료를 포함하는 삼투압 펌프 제조 방법.

청구항 60.

제 59 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조절 부재는 상기 삼투성 개선 재료로 형성되는 적어도 하나의 층과 상기 반투과성 재료로

형성되는 적어도 하나의 층을 갖는 적층 구조를 포함하는 삼투압 펌프 제조 방법.

청구항 61.

제 59 항에 있어서, 상기 삼투성 개선 재료로 형성되는 인서트들은 상기 반투과성 재료의 중공 내부 부분내에 삽입되는 삼

투압 펌프 제조 방법.

청구항 62.

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조절 부재의 적어도 일 부분은 상기 저장부의 제 1 단부의 개구에 간섭 고정되는 삼투압 펌

프 제조 방법.

청구항 63.

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 조절 부재의 적어도 일 부분은 상기 저장부의 제 1 단부의 개구에 접착되는 삼투압 펌프 제

조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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