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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약제 전달 또는 샘플링 장치(2)는 피부를 뚫는 복수개의 블레이드(4)를 갖는 부재(6)와, 약제의 경피 플럭

스를 증가시키기 위해 부재(6)의 피부 접촉 측면(48)의 적어도 일부분을 덮는 연결 매체(65)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경피, 약제, 샘플링, 전달, 연결 매체, 블레이드, 전기수송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경피 약제 전달 및 샘플링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동물의 피부를 통한 펩티드 및 단백질과 같은 약

제의 경피 전달과, 글루코스, 전해액, 및 알콜, 불법 약물과 같은 그러나 이것들에만 한정되지 않는 남용 물질 등의 약

제의 경피 샘플링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신체에 펩티드 및 단백질의 피부를 통한 또는 경피 전달에 대한 관심은 순수한 형태로 대량 생산 가능한 의학적으로 

유용한 펩티드와 단백질이 점점 많아지면서 높아지고 있다. 펩티드와 단백질의 경피 전달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피부를 통한 폴리펩티드의 전달율 또는 플럭스율은 피부를 통한 폴리펩티드의 낮은 

플럭스에 기인하여 소정의 치료적 효과를 생성하기에 불충분하다. 또한, 폴리펩티드와 단백질은 피부를 침투하는 중

에 그리고 후에 목적 세포에 도달하기 전에 쉽게 열화된다. 마찬가지로, 염과 같이 작은 수용성 분자의 수동 플럭스는 

제한적이다.

약제의 경피 전달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신체 표면에 걸쳐 전류를 인가하는 방법 혹은 '전기수송(electrotrans

port)' 방법에 의한다. '전기수송'은 일 반적으로 이로운 약제, 예를 들어, 약물 또는 약물 전구체가 피부, 점막, 손톱 등

과 같은 신체 표면을 통해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약제의 수송은, 약제의 전달을 전달 또는 증진시키는 전류의 인가를 

초래하는, 전위의 인가에 의해 유도 또는 증진된다. 신체 표면을 통한 약제의 전기수송은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 달성

될 수 있다. 널리 이용되는 전기수송 방법, 즉 이온삼투요법(iontophoresis)은 하전된 이온의 전기 유도 수송과 관련

한다. 전기수송 방법의 다른 형태인 전기삼투(electroosmosis)는 전기장의 영향 하에서 막을 통한 약제와 용매의 이

동과 관련한다. 전기수송의 또다른 형태인 일렉트로포레이션(electroporation)은 막에 고압의 전기 펄스를 인가함으

로써 형성되는 포어를 통한 약제의 통과와 관련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들 방법중 하나 이상은 상이한 정도로서 동

시에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용어 '전기수송'은 본 명세서에 가능한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바, 실제로 약제

가 수송되는 구체적인 메카니즘과는 관계없이 적어도 하나의 하전된 또는 하전되지 않은 약제 또는 그 혼합물의 전기

적으로 유도된 또는 증진된 수송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기 수송 전달은 일반적으로 수동 또는 전기에

의하지 않은 경피 전달에 비해, 약제 전달, 특히 펩티드 전달율을 높인다. 그러나, 경피 전달 중의 경피 전달율과 펩티

드 열화 감소를 보다 증진시키는 것이 더욱 요구된다.

약제의 경피 전달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이로운 약제, 즉 피부 투과 증진제로 피부를 사전에 처리하거나, 또는 

이를 동시 전달하는 방법이다. 용어 '투과 증진제'는 약제가 전달되는 신체 표면에 도포되었을 때 피부를 통한 약제의 

플 럭스를 증진시키는 물질을 의미하도록 본 명세서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신체 표면을 통한 약제의 통과에 대한 

신체 표면의 전기 저항의 감소, 신체 표면의 투과성 증가, 신체 표면을 통한 친수성 경로의 생성, 및/또는 약제의 열화

(예를 들어, 피부 효소에 의한 열화) 감소 메카니즘이 관련한다.

그로쓰 등의 미국 특허 제5,279,544호와, 리 등의 제5,250,023호 및 게르스텔 등의 제3,964,482호와 같이 경피 플

럭스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많은 기계적인 시도가 있어 왔다. 게르스텔 특허는 다른 형상의 이용을 게시하고 있지만, 

상기 장치들은 피부의 외피층을 뚫기 위해 관형 또는 원통형 구조를 이용한다. 상기 각 장치에 있어서, 피부에 구조물

의 제한적인 기계적 부착, 바람직하지 못한 피부 자극, 및/또는 피부와의 제한된 전도성 접촉이 해결되어야 문제들이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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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피부 자극을 줄이고 약제 전달 또는 샘플링을 증진시키기 위해 피부 관통 돌기에 의해 경피 플럭스를 증가

시키고 넓은 접촉 면적으로 신체 표면과 접촉하도록 된 대량 생산 가능한 저가의 장치이다. 본 발명의 장치는 신체 표

면의 각질층을 관통하여 물질이 유입(즉, 전달) 또는 채취(즉, 샘플링)될 수 있는 경로를 형성한다. 일 태양에 있어서, 

본 발명은 연결 매체를 통해 연장되는 피부를 관통하기 위한 복수개의 돌기를 포함한다. 연결 매체는 약제의 전달 또

는 샘플링을 위해 신체 표면과의 실질적인 접촉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다. 전기수송 장치에 있어서, 특정 지점에서의 

전류 밀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자극을 줄이기 위해 연결 매체는 접촉 면적을 모든 돌기에 분산시킨다.

발명의 다른 태양에 있어서, 장치는 장치를 관통하는 복수개의 개구와, 부재와 일체로 형성되고 부재의 제1 측면으로

부터 하방 연장되는 복수개의 블레이드 및 부재의 제1 측면의 적어도 일부를 덮는 연결 매체를 이용한다. 본 발명의 

장치는 약제 전달, 약제 샘플링 또는 이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전달 장치는 전기수송 장치, 수동 

장치, 삼투 장치 및 압력 구동 장치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샘플링 장치는 역 

전기수송 장치, 수동 장치 및 삼투 장치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피부 관통 장치의 확대 단면도이다.

도2는 간략한 도시를 위해 연결 매체가 제거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피부 관통 장치의 저부면의 확대 사시도

이다.

도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기 수송 약제 전달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확대 사시도이다.

도4는 도3의 전기 수송 약제 전달 시스템의 저부면도이다.

도5는 도3의 전기 수송 약제 전달 시스템의 우측면도이다.

도6은 도3의 전기 수송 약제 전달 시스템의 배면도이다.

도7은 도5의 조립된 전기 수송 전달 시스템의 선 7-7을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도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수동 약제 전달 시스템의 개략 단면도이다.

도9는 본 발명에 따른 수동 약제 전달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의 개략 단면도이다.

도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삼투압 샘플링 시스템의 개략 단면도이다.

실시예

이하 도면을 상세히 참조하면, 본 발명의 피부 관통 장치(2)는 일반적으로 도1에 도시되었다. 장치(2)는 약제의 경피 

투여 또는 샘플링에 사용된다. 용어 '물질', '약제' 및 '약물'은 본 명세서에서 바꿔 사용될 수 있으며 인간 및 영장류, 

조류, 귀중한 가축, 스포츠 또는 농장 동물을 포함한 포유 동물에게 국부 또는 전신에 작용 또는 효과를 생성하거나, 

생쥐, 쥐, 기니아 피그 등과 같은 실험용 동물에 투여하기 위한 생리학적 또는 약리학적 활성 물질을 광범위하게 포함

한다. 또한, 이들 용어는 피부를 통해 샘플 채취될 수 있는 글루코스, 전해액, 알콜, 불법 약물 등과 같은 물질을 포함

한다. 약제 전도에 대한 저항과 같은 피부의 주요 불투과 성질은 외피층(즉, 각질층)에 존재한다. 표피의 내부 분할은 

일반적으로 과립층, 말피기층 및 표피배아층으로 통상적으로 구분되는 3개의 층을 포함한다. 과립층, 말피기층 및 표

피배아층을 통해서는 약제의 전도 또는 흡수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다. 본 발명의 장치는 개선된 약제의 전달 또는 샘

플링을 위해 연결 매체(65)를 이용하여 넓은 접촉 면적에 걸쳐 피부와 접촉할 수 있도록 각질층을 관통하는 데 사용

된다(도1 참조).

본 발명의 연결 매체(65)는 약제 전달 또는 샘플링 장치의 피부 접촉 측면(48) 상에 사전 배치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

서, 연결 매체(65)는 약제의 통로이며 약제를 수용하거나 수집하는 용기(26)와 피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여, 약제

가 방해받지 않고 피부를 통해 수송될 수 있게 한다. 연결 매체에는 약제가 없거나 약제가 사전에 수용되어 있을 수 

있다. 도1의 실시예에 있어서, 용기(26)는 연결 매체(65)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실시예에

서는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약제가 연결 매체에 수송되어 용기와 연결 매체가 구별되지 않은, 예를 들어, 용기 내의 물

질과 연결 매체는 동일한 물질일 수도 있다. 또한, 개별 용기가 구비되지 않고 연결 매체(65)가 샘플링된 약제 또는 투

여할 약제의 용기가 될 수도 있다. 즉, 연결 매체는 투여할 약제 또는 샘플 채취된 약제를 저장할 수 있다.

연결 매체(65)는 사용시에 재수화될 수 있게 건조된 상태로 제조 및 저장되거나, 수화된 형태로 포장될 수 있다. 바람

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연결 매체는 20 ％ 내지 90 ％, 바람직하게는 30 ％ 내지 70 ％ 범위 내의 양의 물을 기능적인

상태로 흡수 또는 함유하고 있는 최소 추출 가능한 또는 분해 제품으로 약리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등급의 이온 전도 

하이드로겔이다. 양호하게는 연결 매체는 중합체의 파편이 피부에 침투하지 않으면서 접착성 또는 점성 성질을 갖도

록 적어도 약간은 교차 결합된 하이드로겔이다.

연결 매체(65)는 전술한 바와 같은 상당히 다양한 재료 중의 하나일 수 있으며, 또한, 예를 들어, 이온화될 수 있는 적

어도 약간의 펜던트 치환기를 갖는 유기성 중합체, 극성 천연 재료, 준합성 재료, 셀룰로오스 유도체, 알긴 유도체, 녹

말 유도체, 덱스트란, 폴리사카린, 골격 치환기가 (알킬, 아릴 또는 아랄킬) 알콜, 아미드, 켄톤, 니트로젠 헤테로사이

클 또는 에스테르 펜단트 치환기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하이드로겔, 선형 폴리올레핀, 폴리카보네이트, 폴리

에스테르, 폴리에테르, 폴리우레탄 및 폴리에폭사이드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골격을 갖는 하이드로겔 중합체,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연결 매체는 겔, 고체, 하이드로겔, 분말, 액상, 점성 유체, 면 또는 다른 흡수성 직물로 

만들어진 거즈와 천연 및 합성 패드, 스폰지가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미국 특허 제5,385,543호에 열거된 임의의 적절

한 재료가 본 발명에 사용될 수도 있다. 핍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423,739호는 연결 매체로서 사용될 수 있는 

이온삼투성 재료와 물질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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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2)는 표면(48)의 적어도 일부 상에 연결 매체(65)를 구비한 부재 또는 판(6)의 일 표면으로부터 하방 연장된 복

수개의 돌기(4)를 포함한다(돌기를 도시하기 위해 장치(2)가 역위되고 간략한 도시를 위해 연결 매체가 생략된 도2 

참조). 돌기(4)는 블레이드(도1과 도2 참조), 핀(도시되지 않음), 피부 또는 신체 표면을 관통하기 위한 임의의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 신체 표면을 통한 물질의 투여 또는 샘플링을 증진시키기 위해 장치에 압력이 가해질 경우 돌기(4)는

표피의 각질층을 침투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 '신체 표면'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동물 또는 인간의 피부, 점막 

및 손톱과, 식물의 외표면을 일컫는다. 신체 표면을 관통하여 시스템으로부터 신체 내로 또는 그 반대로 약제 전도가 

양호하게 이루어지도록 돌기(4)는 연결 매체(65)를 관통하여 연장한다. 약제 수납 용기 또는 수집 용기(26)로부터 방

출되거나 용기 내에 수집되는 약제의 이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재(6)의 블레이드(4) 사이에 개구(8)가 형성되어 있

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개구(8)는 블레이드가 부재(6)의 평면에 대체로 수직한 위치로 절곡되기 전에 각 블레이드(4)

에 의해 점유되는 블레이드 부분에 해당한다. 장치당 개구의 개수와 장치당 블레이드의 개수는 독립적이다. 또한, 장

치는 복수개의 블레이드가 개구 주위에 위치된 하나의 개구만을 갖는다. 약제는, 용기(26)와 부재(6) 사이에 위치되는

플럭스 제어 막(도시되지 않음)과 같은 약제 비율 제어 재료를 통해 일정한 비율로 용기(26)로부터 방출 또는 투여되

거나, 용기 내에 수집되어 샘플 채취될 수 있다.

돌기 또는 블레이드(4)는 일반적으로 일편의 재료로 형성되며 적어도 피부의 각질층을 관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고 예리하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블레이드(4)와 부재(6)는 기본적으로 불투과성이거나 약제의 통과에 대해 불투

과성이다. 각 블레이드의 폭은 임의의 범위의 폭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블레이드(4)는 블레이드를 피부 조직 내로 가

압하기 위해 요구되는 삽입력을 더욱 줄이기 위해 경사진(즉, 각진) 선단날(leading edge, 64)(도2)을 가질 수 있다. 

각 블레이드의 선단날은 모두 동일한 각도를 갖거나, 피부를 관통하는 데 적절한 상이한 각도를 가질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각 블레이드의 선단날은 예를 들어 볼록 또는 오목한 형상을 갖는 호형일 수 있다(즉, 만곡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치(2)는 장치가 피부에 부착될 수 있게 하여 신체 표면을 통한 계속적인 약제 전도 통로가 신체 표면으로

의 이동 중에 유지될 수 있게 한다. 도2에 도시된 일 실시예에 있어서, 블레이드(4)의 적어도 하나 상에 위치된 바브(5

0) 형태의 돌기는 장치(2) 및 장치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임의의 해당 장치 또는 구조물이 피부에 고정될 수 있도록 돕

는다. 바브(50)는 하나의 블레이드로부터 모든 블레이드에 이르기까지 임의의 개수의 블레이드 상에 마련될 수 있다. 

바브(50)는 선택적이므로 장치를 피부와 접촉한 상태로 보유하는 다른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매우 다양한

블레이드 형태와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개시하고 있는 임의의 형태가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국제 특

허 출원 공개 제WO 97/48440호와, 제WO 97/48441호와, 제WO 97/48442호를 참조한다.

본 발명에 따른 임의의 블레이드 어레이 장치(2)의 패턴은 포토에칭 공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스테인레스강 또는 

티타늄과 같은 금속의 얇은 부재(6)는 블레이드형 구조를 포함하는 패턴으로 사진 석판술에 의해 에칭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얇게 적층된 건조 방지제 또는 습윤 방지제가 통상적으로 약 7 ㎛ 내지 약 100 ㎛, 바람직하게는 약 25 ㎛ 

내지 약 50 ㎛의 두께로 부재(6) 상에 도포된다. 방지제는 소정 패턴을 갖는 마스크를 이용하여 접촉 노출된 후에 현

상된다. 이들 작업은 인쇄 회로 기판의 제조와 상당히 비슷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그런 다음 부재(6)는 산성 용액을 

이용하여 에칭된다. 패턴이 부재를 통해 에칭된 후에, 부재(6)는 부재 내의 개구(8)와 일치하는 복수개의 개구를 갖는

다이 상에 위치된다. 부재(6) 내의 개구(8)와 다이 내의 개구에 일치하는 복수개의 돌기를 갖는 펀치는 초기에 부재와

다이 상부에 위치된다. 초기 단계에, 블레이드(4)는 부재(6)의 나머지 부분과 동일한 평면 내에 있다. 그런 다음 펀치 

상의 돌기가 개구 내로 가압되어, 블레이드를 부재(6)의 평면에 대체로 수직하게 하방 절곡한다. 완성된 구조는, 장치

(2)가 신체 표면에 적용되었을 때 피부를 통한 물질의 통과를 위한 인접 개구(8)가 구비된 블레이드(4)를 제공한다. 

직사각형 개구(8)가 도면에 도시되었으나, 본 발명은 정사각형, 삼각형, 원형 및 타원형을 포함한 임의의 형상의 개구

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에칭 공정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건조 방지제(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친 소재의 다이나켐으로부터 입수 가

능한 '다이나켐 FL')가 부재(6)의 일 측면 또는 양 측면 상에 12.5 ㎛의 두께로 도포되고 표준의 방식으로 노출된다. 

그런 다음 적절한 분사 에칭기(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나하임 소재의 웨스턴 테크. 어쏘시에이션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다이나밀 VRP 10/NM')를 이용하여 염화철와 염화수소 산의 혼합물이 방지제 상에 분사되고 부재(6)는 

약 51.7 ℃(125 ℉)로 2분간 유지된다. 표준형 부식 스트립퍼가 방지제 제거를 위해 사용된다.

에칭 공정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습윤 방지제(미국 메사추세츠주 소재의 쉬플리 코포레이션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쉬플리 111S')가 부재(6)의 일 측면 또는 양 측면 상에 약 21.1 ℃(70 ℉)에서 약 7.5 ㎛ 두께로 도포된 후에 표준 방

식으로 노출된다. 그런 다음 적절한 부식제(예를 들어, 염화철)가 방지제 상에 분사되고 부재는 48.9 ℃(120 ℉)로 유

지된다. 표준형 부식 스트립퍼가 방지제 제거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펀칭된 후에 블레이드(4)는 부재(6)의 표면(48)에 대하여 약 90 도 각도로 있으나, 각질층으로의 침투 및

부착을 촉진시키도록 수직 위치로부터 임 의의 각도로 전방 또는 후방에 설치될 수 있다. 또한, 바브, 개구 등과 같은 

다른 고정 부재가 경사진 블레이드와 함께 사용되어 장치의 고정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

부재(6)와 블레이드(4)는 블레이드를 제조하기 위한 충분한 강성과 제작성을 갖는 유리, 세라믹, 강성 중합체, 금속 및

합금 등의 재료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금속 및 합금의 예는 스테인레스강, 철, 강철, 주석, 아연, 구리, 은, 백금, 알루

니늄, 게르마늄, 니켈, 지르코늄, 티타늄 및 니켈, 몰리브데눔 또는 크로뮴을 갖는 티타늄 합금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

정되지 않는다. 부재와 블레이드 각각은 불활성, 생물학적 상용성 및 보관 중에 선단날의 예리함의 유지를 위해 얇은 

층의 은, 금, 백금, 이리듐, 티타늄, 로듐 도금 또는 증착 또는 스퍼터된 생물학적으로 상용 가능한 금속을 가질 수 있

다. 유리의 예에는 미국 뉴욕주 내의 코닝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포토세람(Photoceram)'과 같은 유리질 제거 유리를 

포함한다. 중합체의 예에는 폴리스티렌, 폴리메틸메토크릴레이트, 폴리프로필렌, '베이켈라이트(Bakelite)', 셀룰로오

스아세테이트, 에틸셀룰로오스,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아크릴로니트릴/부타

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 염화 폴리비닐 및 폴리아크릴레이트와 폴리메타크릴레이트를 포함한 아크릴산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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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장치(2)의 임의의 실시예의 블레이드(4)와 개구(8)의 개수는 소정 플럭스율, 샘플 채취 혹은 전달되는 약제, 사용되는

전달 또는 샘플링 장치(즉, 전기 수송, 수동, 삼투, 압력 구동 등) 및 당해 분야의 숙련자라면 분명히 알 수 있을만한 다

른 요소들에 따라 가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당 블레이드의 개수(즉, 블레이드 밀도)가 많을수록, 피부를 

통한 통로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므로 피부를 통한 약제의 플럭스가 보다 균일해진다. 결과적으로, 단위 면적당 블레

이드의 개수가 적을수록, 통로가 보다 적어지게 되므로 약제의 플럭스의 농도가 더 짙어지게 된다. 피부 통로 중의 약

제의 농도가 높을수록 높은 투입율 및/또는 강한 피부 반응(예를 들어, 자극)을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블레이드 밀도가 크면 투입율 및/또는 피부 반응의 가혹함을 저감시킨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신체 표면에 걸쳐 전류를 인가하는 '전기수송'에 의존한다. 당해 분야에서 종사하는 이들이라

면 본 발명은 이러한 견지에서 제한되지 않으므로 본 발명이 다양한 전기수송 시스템과 함께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전기수송 시스템의 예로서, 디유스 등의 미국 특허 제5,147,296호와, 디유스 등의 미국 특허 제5,080,6

46호와, 디유스 등의 미국 특허 제5,169,382호와, 핍 등의 미국 특허 제5,423,739호와, 하액 등의 미국 특허 제5,38

5,543호와, 지오리 등의 미국 특허 제5,310,404호와, 지오리 등의 미국 특허 제5,169,383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이

들 특허에 개시된 임의의 전기수송 시스템은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다.

도3 내지 도7은 본 발명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전기수송 전달 장치(10)를 도시한다. 장치(10)는 상부 하우

징(16)과, 회로 기판 조립체(18)와, 하부 하우징(20)과, 양전극(22)과 음전극(24), 양극 용기(26)와 음극 용기(28), 및

피부에 상용 가능한 접착제(30)를 포함한다. 상부 하우징(16)은 장치(10)를 환자 의 피부 상에 보유하는 것을 보조하

는 횡방향 날개부(15)를 갖는다. 인쇄 회로 기판 조립체(18)는 이격된 요소(40)와 배터리(32)에 연결된 집적 회로(19

)를 포함한다. 회로 기판 조립체(18)는 개구(13a와 13b)를 통과하는 기둥(도3에 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하우징(16)에

부착되고, 기둥의 단부는 가열/용융되어 회로 기판 조립체(18)를 하우징(16)에 가열 지지한다. 하부 하우징(20)은 접

착층에 의해 상부 하우징(16)에 부착되고, 접착층(30)의 상부면(34)은 날개부(15)의 저부면을 포함하여 하부 하우징(

20)과 상부 하우징(16) 양쪽 모두에 부착된다. 회로 기판 조립체(18)의 하부면 상에는 버튼 셀 배터리(32)가 (부분적

으로) 도시되었다. 필요에 따라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다.

장치(10)는 일반적으로 배터리(32), 전자 회로(19, 40), 전극(22, 24), 약제 용기(26, 28) 및 피부 관통 장치(2)로 구

성되는데, 이들은 모두 독립형 유닛 내에 합체된다. 전극(22, 24)과 용기(26, 28)는 하부 하우징(20)에 의해 보유된다

. 양전극(22)은 은과 같은 금속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음전극(24)은 염화은과 같은 할로겐 금속으로 구성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로 기판 조립체(18)의 출력(도3에 도시되지 않음)은 전도성 접착 스트립(42, 42')에 의해 하부

하우징(20) 내에 형성된 만입부(25, 25') 내의 개구(23, 23')를 통해 전극(22와 24)과 전기 접촉한다. 이어서, 전극(22

와 24)은 약제 용기(26과 28)의 상부 측면(44', 44)과 직접 기계적 전기적 접촉한다. 약제 용기(28)의 저부면(46)은 

접착층(30) 내의 개구(29)를 통해 환자 피부와 접촉한다. 약제 용기(26)의 저부면(46')은 피부 관통 장치(2) 내의 복

수개의 개구(8)를 통해 연결 매체와 접촉한다. 용기(26) 내의 약제는 통상적으로 개구(8)를 채우는 점성 겔이어서 약

제 용기는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결 매체(65)와 접촉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는 약제가 초기에는 양쪽

용기와 연결 매체 모두에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분산에 의해 또는 용기와 연결 매체가 동일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양

쪽 용기(26과 28)는 모두 중합체성 겔 재료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액상 약제 용액 또는 현탁액은 적어도 하나

의 용기(26과 28) 내에 수용된다.

장치(10)는 (상부 접착층(34)과 신체 접촉 접착 측면(36)을 갖는) 접착층(30)과 선택적으로 본 명세서에서 논의된 임

의의 실시예의 장치(2) 상의 고정 부재에 의해 환자의 신체 표면(예를 들어, 피부)에 부착된다. 또한, 선택적으로, 연결

매체(65)는 피부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점성이거나 접착성일 수 있다. 접착 측면(36)은 장치(2)와 음전

극이 위치된 지점을 제외하고는 장치(10)의 전체 하부 측면을 덮는다. 접착 측면(36)은, 사용자의 일상 활동 중에 장

치(10)를 신체 상의 일 지점에 유지하지만, 소정 착용 기간(예를 들어, 24 시간) 후에는 쉽게 제거될 수 있게 하는 접

착 성질을 갖는다. 상부 접착 측면(34)은 하부 하우징(20)을 부착시키고 전극과 약제 용기를 하우징 만입부(25, 25') 

내에 보유할 뿐만 아니라 장치(2)를 하부 하우징(20)에 보유하고 하부 하우징(20)을 상부 하우징(16)에 보유한다.

약제 전달 장치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장치(10) 상에는 장치가 사용 중이 아닐 때는 장치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봉 라이너(도시되지 않음)가 마련된다. 사용할 때는, 장치를 피부에 부착하기 전에 개봉 라이너를 장치로부터 벗겨

낸 다. 또한 장치(10)는 가압 버튼 스위치(12)를 갖는데, 이는 가압되었을 때 LED가 밝혀짐으로써 스위치가 설치된 

장치(10)를 변화시켜 가시화한다. 약물은 소정 전달 간격으로 전기수송에 의해 환자의 피부(예를 들어, 팔)를 통해 전

달된다.

전기수송 시스템에 사용되는 중성 또는 하전되지 않은 하이드로겔의 예로는 가열 또는 냉각 결정화 공정을 통해 교차

결합된 폴리비닐 알콜이나 카보폴 또는 폴리아크릴산과 교차 결합된 폴리옥스의 조성물이 있다. 연결 매체는 고정 전

하와 이동 역 전하를 갖는 이온 교환 수지와 같이 전기적으로 대전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는 약제 이온의 전하와

반대되는 고정 전하를 갖는 수지이다. 이온 하전된 수지 또는 이온 교환 수지의 예로는 콜레스티라민(cholestyramin

e(등록 상표명))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수동 경피 전달 또는 샘플링 장치는 장치의 저부(즉, 피부 대면) 표면 상에 사전 설

치되는 연결 매체(65)와 함께 사용된다. 본 발명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이들이라면 다양한 종류의 수동 경피 시스템과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제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수동 시스템의 예로는, 개시하고 있는 

시스템이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캠벨 등의 미국 특허 제4,379,454호와, 게일 등의 제4,588,580호와, 캠벨 등의 

제 4,832,953호와, 게일 등의 제4,698,062호와, 캠벨 등의 4,867,982호와, 헌트 등의 제5,268,209호를 참고할 수 있

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수동 경피 전달 장치의 2가지 예가 도8과 도9에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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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에 있어서, 수동 경피 전달 장치(88)는 경피 전달되는 치료 약제(예를들 어, 약물)를 수용하는 용기(90)를 포함한

다. 용기(90)는 양호하게는 약제가 분산되어 있는 기질상이다. 용기(90)는 약제에 대해 불투과성인 지지층(92)과 선

택적으로 구비되는 비율 제어 막(94) 사이에 개재된다. 도8에 있어서, 용기(90)는 그 형상을 유지할 수 있을만큼의 충

분한 점성을 갖는 중합체와 같은 재료로 형성된다. 수용성 겔과 같은 저점성 재료가 용기(90)로 사용되면, 지지층(92)

과 비율 제어 막(94)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그 주연부 주위에서 서로 밀봉되어야 한다. 막(94)의 하부에는 피부 대

면 표면 상에 연결 매체(65)와 함께 막(94)에 접촉하도록 장치(2) 내의 개구(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연장되는 관통 장

치(2)가 위치된다. 장치(88)는 장치(2)의 주연부 주위에서 접착층(96)이 접촉함으로써, 선택적으로는 이미 설명한 임

의의 실시예의 고정 부재에 의해 신체 표면에 부착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연결 매체(65)에는 초기부터 약제가 함유되

어 있다. 벗겨질 수 있는 개봉 라이너(도시되지 않음)가 일반적으로 접착층(96)의 노출면을 따라 마련되며 장치(10)를

신체 표면에 도포하기 전에 제거된다.

이와는 다르게, 도9에 확대 도시된 바와 같이, 경피 치료 장치(98)는 가요성 접착 피복지(100)에 의해 신체 표면에 부

착될 수 있다. 장치(98)는 약제가 분산 수용되어 있는 기질상인 것이 바람직한 약제 수용 용기(90)로 구성된다. 연결 

매체(65)는 용기(90)와 접촉하도록 개구(8)를 통해 연장된다. 이와는 다르게, 용기(90) 내의 기질은 연결 매체(65) 또

는 용기와 접촉하도록 초기에 개구(8)를 통해 연장될 수 있으며 연결 매체도 마찬가지이다. 불투과성 지지층(102)은 

용기(90)의 일 표면에 인접해서 마련된다. 접착성 피복지(100)는 장치를 신체 표 면 상에 유지한다. 접착성 피복지(10

0)는 장치(98)의 나머지 요소들과 함께 제조되거나 별도로 마련될 수 있다. 특정 형식을 갖는다면, 접착성 피복지(10

0)가 도8에 도시된 접촉 접착층(96)보다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를 들어 약제 용기가 접촉 접착층(96)의 접

착 성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예컨대, 유성 계면활성제와 같은) 재료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불투과성 지지층(10

2)은 용기(90)보다 약간 더 큰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용기(90) 내의 약제가 피복지(100) 상의 접착제

와 바람직하지 못하게 반응하는 것을 방지한다. 선택적으로는, 도8의 막(94)과 유사한 비율 제어 막(도9에 도시되지 

않음)은 용기(90)의 신체 표면 측면 상에 마련될 수 있다. 또한, 벗겨질 수 있는 개봉 라이너(도시되지 않음)가 장치(9

8)에 구비되며 장치(98)를 신체 표면에 부착하기 바로 직전에 제거된다.

용기(90)의 형식은 수용성계이거나 불용성계일 수 있다. 상기 형식은 약제를 필요한 플럭스로 전달하기에 적절하도록

설계된다. 수용성 형식은 통상적으로 물과, 겔링제로서 하이드로에틸셀룰로오스, 하이드로프로필셀룰로오스, 하이드

로에틸메타크릴레이트 및 연성 콘택트 렌즈에 사용되는 중합체와 같은 친수성 중합체를 약 1 내지 60 중량 ％ 포함한

다. 통상의 불용성 형식은 실리콘 유체, 실리콘 고무, 탄화수소 중합체, 폴리이소부틸렌, 고무 또는 광물성 오일로 구

성된다. 또한 광물성 오일계 겔은 통상 이산화 실리콘 콜로이드와 같은 겔링제를 1 내지 2 중량 ％ 포함한다.

그 안에 약제를 갖는 용기 기질은 전달되는 약제, 복용 억제제(구비되는 경 우) 및 임의의 캐리어와 상용 가능해야 한

다. 수용성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용기 기질은 친수성 중합체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중합체 기질

은 경피 약물 전달 기술 분야에 주지되어 있다.

일정한 약제 전달율이 필요한 경우에, 약제는 과포화 농도로 기질 또는 캐리어 내에 존재하고, 초과량은 시스템의 약

제 전달 기간의 소정 길이와 함수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약제에 의한 피부 자극을 저감시키거나 없애기에 충분한 양

과 시간으로 동일한 신체 표면 지역에 약제와 복용 억제제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투여되기만 한다면 약제는 본

발명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불포화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약제뿐만 아니라, 연결 매체 또한 당해 분야에 공지된 약리학적 제품 또는 경피 장치의 일반적인 성분인 염료, 색소, 

불활성 필러, 침투 증진제, 보형제 접착제, 중성 중합체, 계면활성제, 시약, 버퍼, 가소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용기 내에 존재하는 약제의 양과 용기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그 방출되는 형상이 소정의 국지적 및/

또는 조직적인 생리학적 및/또는 약리학적 효과를 초래하는 데 유효한 약제의 양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많다.

전달되는 약제의 바람직한 상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달 시스템의 유형을 결정하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즉, 

분산에 의해 약제를 전달하는 '수동' 시스템 또는 약제를 전기수송에 의해 전달하는 전기 분말식 시스템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대부분 약제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수동 전달 시스템에서는, 약제가 각질층을 통해 분산

될 때 수용성 염의 상태이기보다는 무염기 또는 산성 상태일 때 바람직하게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전기수

송 전달 장치에서는, 약제가 일반적으로 물에 용해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본래의 피부를 통한 수동 및 전기수

송되는 경피 약제 전달의 통로는 각각 상이한데, 수동 전달은 피부의 지질 구역(즉, 소수성 구역)을 통해 수행되고, 전

기수송되는 경피 약제 친수성 경로 또는 모근과 땀샘과 관련된 구멍을 통해 전달된다. 관통된 피부의 경우, 수성인 생

성된 경로를 통한 상당한 수동 플럭스가 예견될 수 있다. 관통된 피부의 경우에 수동 전달용 약제는 일반적으로 친수

성(예를 들어, 수용성 염 상태)이며, 전기수송 전달용 약제의 바람직한 상태 또한 친수성(예를 들어, 수용성 염 상태)

이다. 수동 전달의 경우, 이온화된 약제(예를 들어, 수용성)와 이온화되지 않는 약제(예를 들어, 친수성)의 혼합물이 

사용될 수 있다.

용매에 동반되는 연계 유동에 의해 약제를 전달하는 삼투 또는 압력 구동식 시스템의 경우, 약제는 캐리어 용매 내에

서 충분한 용해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해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라면 본 발명이 다양한 삼투 및 압력 구동식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이 이러한 견지에서 특정 장치에 한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삼투 및 압

력 구동식 장치의 예로는, 에켄 호프의 미국 특허 제4,340,480호와, 디유스 등의 제4,655,766호와, 그로쓰 등의 제5,

279,544호 및 제5,242,651호와, 에켄호프의 제4,753,651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이들은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피부를 포함한 신체 표면 또는 막을 통해 전달되는 광범위한 약제 중 임의의 약제 전달과 관련

하여 이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약제 는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와 같은 항감염제, 펜타닐, 서펜타닐, 부프레노르핀 

및 진통제 조성물, 마취제, 식욕 감퇴제, 테르부탈린 등의 항관절염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당뇨병 치료제, 지사제, 항

히스타민제, 항염증약, 항편두통제, 스코폴라민 및 온단스테론 등의 항운동 질환제, 제구토제, 항종양제, 항파킨슨병

약, 항소양약, 항정신병제, 해열제, 위장 및 비뇨 항콜린작용약을 포함한 항경련제, 교감신경유사약물, 크산틴 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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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페디핀 등의 칼슘 통로 차단제, 베타-차단제, 도부타민 및 리토드린 등의 작동약, 항부정맥약, 아테놀롤 등의 항고

혈압제, 라니티딘 등의 ACE 억제제, 이뇨제, 일반, 관상, 말초 및 뇌, 중추 신경계 자극제를 포함한 혈관 확장제, 기침 

및 감기약, 팽화 감소제, 진단제, 파라티로이드 호르몬 등의 호르몬, 비스포스포리에이트, 최면제, 면역억제제, 근육 

이완제, 부교감신경차단제, 부교감신경흥분제, 프로스타글란딘, 정신자극제, 진정제 및 안정제를 포함한 모든 주요 치

료 영역 내의 약물을 포함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본 발명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되거나, 재조합되어 제조된 단백질, 펩티드 및 이들의 단편

들의 경피 전달에 유용하다. 본 발명은 또한 올리고핵산염제, 폴리뉴클레오티드 약물 및 유전자를 포함한 핵산염제의

전달에도 사용된다. 이들 물질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약 300 달톤의 분자량을 가지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약 3

00 내지 40,000 달톤의 분자량을 갖는다. 이러한 크기 범위 내의 펩티드와 단백질의 구체적인 예에는 LHRH, 고세렐

린, 부세렐린, 고나도렐린, 나파렐린 및 루프롤리드 등의 LHRH 상사물, GHRH, GHRF, 인슐린, 인슐트로핀, 칼시토

닌, 옥트레오티드, 엔돌핀, TRH, NT-36 (화학명: N-[[(s)-4-oxo-2- azetidinyl]carbonyl]-L-histidyl-L-prolina

mide), 리프레신, 뇌하수체 호르몬(예를 들어, HGH, HMG, 데스모프레신 아세테이트 등), 소포 루테오이드, ANF, 성

장 인자 방출 인자(growth factors releasing factor; GFRF), MSH, GH, 소마토스타틴, 브라디키닌, 소마토트로핀, 

플라텔렛 유도 성장 인자, 아스파라기나아제, 황산 블레오마이신, 카이모파파인, 콜레시스토키닌, 융모막 고나도트로

핀, 부신피질자극호르몬(ACTH), 에리트로포이에틴, 에포프로스테놀(혈소판 응집 억제제), 글루카곤, HCG, 히룰로그

, 히알루로니다제, 인터페론, 인터류킨, 메노트로핀스(유로폴리트로핀(FSH)과 LH), 옥시토신, 스테롭토키나제, 조직 

플라스미노젠 활성제, 유로키나제, 바소프레신, 데스모프레신, ACTH 상사물, ANP, ANP 제거 억제제, 안지오텐신 

Ⅱ 길항물질, 항이뇨 호르몬 작동물질, 브라디키닌 길항물질, 세레다제, CSI,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티드(calcitonin

gene related peptied; CGRP), 엔케팔린스, FAB 파편, IgE 펩티드 억제물질, IGF-1, 신경영양성 인자, 콜로니 자극 

인자, 파라티로이드 호르몬 및 작동물질, 파라티로이드 호르몬 길항물질, 프로스타글란딘 길항물질, 펜티제티드, 단백

질 C, 단백질 S, 레닌 억제제, 티모신 알파-1, 트롬볼리틱스, TNF, 백신, 바소프레신 작동물질 상사물, 알파-1 안티

트립신(재결합체) 및 TGF-베타가 포함되고, 이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장치(2)는 역 전기수송(즉, 이온삼투 및/또는 전기삼투), 삼투, 수동 분산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도10은 연결 매체(65)가 구비된 장치(2)에 대하여 앞서 설명한 임의의 실시예에 

결합된 삼투 샘플링 장치(104)를 도시한다. 삼투 샘플링 장치는 글루코스, 전해액, 알콜 및 불법 약물(예를 들어, 남용

약물)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임의의 약제를 신체 표면을 통해 샘플 채취하는 데 사용된다. 삼투 샘

플링 장치(104)는 가요성 접착 피복지(100)에 의해 신체 표면에 부착된다. 장치(104)는 샘플 채취된 약제가 저장되는

층(94)으로부터 반투과성 막(95)에 의해 분리된 염 층(106)으로 구성된다. 층(94)은 층(예를 들어, 하이드로겔)이 신

체 표면으로부터 채취된 유체는 통과시키지만 샘플 채취되는 약제는 보유하는 면에서 흡수성을 갖는다. 연결 매체(65

)가 구비된 장치(2)는 층(94)과 접촉되어 있어서 장치(2) 상의 돌기는 신체 표면을 관통하여 연결 매체(65)가 신체 표

면과 양호한 접촉을 이룬다. 염층(106)은 연결 매체(65)와 층(94)을 통해 삼투에 의해 신체로부터 유체를 채취한다. 

신체로부터 채취된 유체는 샘플 채취하고자 하는 약제를 포함한다. 약제를 포함하는 유체가 층(94)을 통해 통과하므

로, 약제는 층(94) 내에 보유되고 유체는 염 층(106)에 의해 흡수된다. 양호하게는, 염층은 팽창이 자유롭고 내부에 

유체를 보유하도록 반투과성 막(95)으로 캡슐화되어 있다. 샘플 채취된 약제는 그대로 직접 또는 층(94)으로부터 채

취되어 측정되고 종래 수단에 의해 샘플 채취될 수 있다.

다르게는, 염층(106), 층(94) 및 반투과성 막(95)이 흡수된 유체뿐만 아니라 샘플 채취된 약제를 저장하는 흡수성 하

이드로겔의 단일층으로 결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단일층은 연결 매체(65)로서 형성되어 장치를 매우 단순화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 및 이들의 다른 균등물은 당해 분야의 숙련자라면 본 명세서, 도면 및 첨부된 청구 범위에 의해 자

명할 것이므로, 다음의 실시예는 단순히 본 발명의 설명을 위한 것이다.

실시예 1

본 발명의 효과는 모델 디카펩티드 약물의 전기 수송 중에 털이 없는 기니아 피그의 약물 플럭스 및 피부 저항에 대한

효과로서 평가된다. 다음은 장치의 세부이다. 장치는 2개의 블레이드를 갖는 복수개의 직사각형 개구를 갖는 부재로 

구성되는데, 각 개구의 0.25 ㎟의 보이드 영역의 각 단부 상에 하나씩 마련된다. 개구들은 앞의 개구 쌍에 대하여 각 

개구 쌍들이 90 도로 배향되도록 쌍을 이루어 정렬된다. 모든 블레이드의 길이는 약 500 ㎛이다. ㎠당 256의 보이드 

영역과 ㎠당 512개의 블레이드를 갖는다. 0.1 ㎃/㎠의 일정 전류를 인가하는 전기 수송 시스템이 사용된다. 둘베코의 

인산염 완충된 살린 침염 겔을 포함하는 음극 카운터 저장 용기와 pH 7.5로 완충된 디카펩티드의 수용액을 포함하는 

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 겔을 포함하는 도너 양극 저장 용기로 구성된다. 전기수송 시스템은 약간 마취된 털이 없

는 기니아 피그의 피부 상에 위치된다. 디카펩티드 플럭스는 이 펩티드의 소변 검사에 의해 평가된다. 본 발명의 사용

은 일반적인 전기수송 장치와 비교해서 수송 기간 중에 디카펩티드 플럭스를 증가시킨다.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 및 주요 특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구체적 형상으로 본 발명

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본 실시예들은 설명을 위한 것일 뿐 제한적인 의미로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발명의 범주는 이상의 설명이 아닌 첨부된 청구 범위에 의하며, 본 발명의 균등 의 의미 및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변형은 본 청구 범위에 내에 속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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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2)의 신체 표면 접촉 측면(48)으로부터 연장되는 복수개의 신체 표면 관통 돌기(4)를 갖는 부재(2)를 포함하여 

신체 표면을 통해 약제를 투여 또는 채취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내부에 약제를 저장하거나 부재(2)의 신체 표면 접촉 측면(48)의 적어도 일부에서 약제를 통과시킬 수 있는 연결 매

체(6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부재(2)는 관통하는 개구(8)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연결 매체(65)는 개구(8)를 가로질러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연결 매체(65)는 개구(8)를 통해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연결 매체(65)는 개구(8)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연결 매체(65)의 두께는 약 10 ㎛ 내지 약 100 ㎛ 범위 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연결 매체(65)의 두께는 약 5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연결 매체(65)는 하이드로겔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연결 매체(65)에는 신체 표면을 통해 송달되는 약제가 사전 적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연결 매체(65)는 겔, 고체 및 분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연결 매체(65)는 기질 재료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돌기(4)는 블레이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복수개의 블레이드 중 적어도 하나는 신체 표면에 장치를 고정시키는 수단(50)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부재(2)의 제2 측면에 연결된 약제 송달 장치(10, 98)를 더 포함하고, 약제 송달 장치(10, 98)는 전

기수송 장치(10), 수동 장치(98), 삼투 장치 및 압력 구동 장치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약제는 유전자, 폴리펩티드 및 단백질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부재(2)의 제2 측면에 연결된 샘플링 장치(10, 98)를 더 포함하고, 샘플링 장치(10, 98)는 역 전기수

송 장치(10), 수동 장치(98) 및 삼투 장치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샘플 채취된 약제는 신체 전해액, 불법 약물 및 글루코스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부재(2)는 부재를 관통하는 약제 수송 개구(8)를 가지며, 상기 개구(8)는 상기 돌기들(4) 중 적어도 

하나와 인접하여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연결 매체(65)는 개구(8) 내에 사전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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