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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의료 장치(10)는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16)을 구비한 바람직하게는 비다공성인 기재(14)로 형성

된 구조체(12)를 포함하며, 이는 환자내로 도입되도록 적응된다. 이 구조체(12)는 스테인레스강, 니티놀 또는 다른 적

절한 재료로 이루어진 기재(14)를 가지는 혈관 스텐트로서 편의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의료 장치(10)는 또한, 구조

체(12)의 기재(14)의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16)상에 직접적으로 배치된 대생물작용 재료의 층(18)을 포함

한다. 기재(14)의 표면(16)은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또는 다른 적절한 입자를 사용한 마찰연마에 의해 또는 에칭에 의

해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 된다. 양호한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16)은 약 10μin.(약 250nm)의 평균 표면 

조도와, 약 1μin.과 약 100μin.(약 25nm과 약 2.5㎛) 사이의 표면 조도 범위를 갖는다. 연마제로서 소듐 바이카보네

이트를 사용하여 구조체(12)의 기재(14)의 표면(16)에 대한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을 제공하는 특정 용법은 제조 작

업자에 대한 소듐 바이카보네이트의 저 유해성, 제품 및 폐기물 세정의 용이성 및 소정의 잔류 소듐 바이카보네이트의

생체친화성의 측면에서 추가로 유리하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의료 장치, 조면화, 텍스쳐가공, 연마제, 스텐트, 대생물작용 재료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인간 또는 수의 의료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약물, 대생물 작용제, 치료제 또는 진단제를 수

납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식형 의료 기기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식도, 기관, 결장, 담도, 요도, 혈관계 또는 인간이나 수의 환자내의 다른 

위치에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도입시킴으로써 다양한 의료 상태를 치료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혈관 또는 다

른 시스템의 다수의 치료는 스텐트, 카테터, 벌룬, 와이어 가이드, 캐뉼러 등 같은 장치의 도입을 필요로한다. 이를 위

해, 스텐트는 가장 간단히, 신체 통로나 루멘을 개방시키거나, 신체 통로나 루멘을 개방 상태로 유지하는 비교적 짧은 

길이의 원통체로서 고려될 수 있다.

이런 의료 장치는 일반적으로 그 의도된 목적을 매우 양호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용 동안 몇몇 단점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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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될 수 있다. 예로서, 장치가 환자의 혈관계내로 도입되고 그를 통해 조작되게 될 때, 혈관 벽은 교란 또는 손상될 

수 있다. 손상 위치에 종종 응혈 또는 혈전증이 발생하여, 혈관의 협착(폐쇄)을 유발한다. 또한, 의료 장치가 연장된 

시간 기간 동안 환자내부에 남겨지는 경우에, 장치 그 자체상에 종종 혈전이 형성되고, 또한 협착을 유발한다. 결과적

으로, 환자는 심장 마비, 폐색전증, 및 발작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규의 위험에 당면해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런 의료 장

치의 사용은 엄밀히 그 용도가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점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혈관 협착 발생의 다른 방식은 질병을 통한 것이다. 아마도, 혈관 협착을 유발하는 가장 일반적인 질병은 아테롬성 동

맥 경화증이다. 특정 아테롬성 동맥 경화 장애를 위한 한가지 특히 유용한 요법은 경피 경관 혈관성형술(PTA)이다. P

TA 동안, 벌룬-팁형 카테터가 환자의 동맥내로 삽입되고, 벌룬이 수축된다. 카테터의 팁은 아테롬성 동맥 경화 판(pl

aque)의 위치로 전진되어 확장된다. 벌룬은 혈관의 협착 세그먼트내에 또는 그를 가로질러 배치되고, 그후, 팽창된다.

벌룬의 팽창은 아테롬성 동맥 경화 판을 '파괴(crack)'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며, 그에 의해, 협착을 적어도 부분적으

로 경감시킨다.

PTA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두가지 주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결관은 확장 절차 이후 최

초 몇 시간내에 또는 직후에 급성 폐색을 겪을 수 있다. 이런 폐색은 '급폐쇄'라 지칭된다. 급폐쇄는 PTA가 사용되는 

경우의 대략 5% 정도 발생하며, 혈류가 즉시 복원되지 않는 경우 심근 인프랙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급폐쇄의 

주 메카니즘은 탄성 반동, 동맥 해체 및/또는 혈전증인 것으로 믿어진다. 적절한 보조제(항트롬빈 같은)를 혈관성형시

동맥벽에 직접 전달하는 것은 혈전성 급폐쇄의 발생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지만, 이를 수행하려는 시도

의 결과는 중구난방이었다.

PTA에서 만나게되는 두 번째 주된 문제점은 최초의 성공적 혈관성형 이후 동 맥의 재협소화이다. 재협소화는 '재협

착'이라 지칭되며, 통상적으로 혈관성형 이후 최초 6개월 이내에 발생한다. 재협착은 동맥벽으로부터의 '리모델링'이

라 지칭되는 동맥벽의 형상 변화를 통한 셀룰러 콤포넌트의 증식 및 이주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는 동

맥벽내로의 직접적인 적절한 보조제의 전달은 재협착을 초래하는 셀룰러 및/또는 리모델링 이벤트를 저해시키는 것

이 유사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현저히 급격한 폐쇄를 방지하려는 시도와 유사하게, 이 방식으로 재협착을 방지하려는

시도의 결과는 중구난방이었다.

비 아테롬성 혈관 협착도 PTA에 의해 치료될 수 있다. 예로서, 타카야스 동맥염 또는 신경섬유종증은 동맥벽의 섬유 

후벽화(fibrotic thickening)에 의해 협착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장애의 재협착은 질병의 섬유성 특성으로 

인해 혈관성형 이후 높은 속도로 발생한다. 이들을 치료 또는 제거하기 위한 의료적 요법은 유사하게 실망스러웠다.

혈관내 스텐트 같은 장치는 특히 혈관성형 이후 급격한 또는 위험한 폐쇄의 경우에, PTA에 유용하게 수반될 수 있다.

스텐트는 혈관의 확장 세그먼트에 배치되어 급격한 폐쇄 또는 재협착을 방지한다. 불행하게, 스텐트의 주입이 적극적

이고 정밀한 항혈소판 및 항응집 요법에 의해 동반되는 경우(일반적으로 계통적 관리)에도, 혈전성 혈관 폐쇄 또는 다

른 혈전성 분규의 발생율은 현저히 남아 있고, 재협착의 방지는 바라는 만큼 성공적이지 못하다. 또한, 계통적 항혈소

판 및 항응집성 요법의 부정적인 부수 효과는 대부분, 경피 도입 위치에서 출혈 문제의 발생율의 증가이다.

다른 상태 및 질병은 스텐트, 카테터, 캐뉼러 및 식도, 기관, 결장, 담도, 요도 및 신체의 다른 위치에 삽입되는 기타 의

료 장치로 치료할 수 있다. 광범위한 대생물작용 재료(약물, 치료제, 진단제 및 환자내에서 생물학적 또는 약리적 작

용을 가지는 기타 재료)가 환자내로 이런 재료를 도입시키기 위해 이런 의료 장치에 적용되어왔다. 불행하게, 이런 도

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하기 위해 충분한 스텐트 등에 대한 대생물작용 재료의 내구성있는 적용은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 소정 범위의 봉쇄 또는 층화 재료가 이런 장치에 적용되어 이런 장치로부터 대생물작용 재료의 시기적절한

방출을 허용하거나, 심지어 이런 장치에 대생물작용 재료가 모두 적용될 수 있게 한다. 불행하게, 이런 봉쇄 재료의 

사용은 적절한 이식형 장치의 제조 시간 및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일부 대생물작용 재료는 공지된 봉

쇄 재료의 통합을 견질 수 없을 수 있다. 부가적으로, 특정 봉쇄 재료는 생체친화적이지 못할 수 있으며, 저감되기를 

원하는 유형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적절한 치료제 및 진단제, 약물 및 기타 대생물작용 재료를 의료 절차 동안 또는

의료 절차에 이어 신체 부분내로 직접적으로 신뢰성있게 전달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개발하여 예로서, 통로, 루멘 

또는 혈관 같은 신체 부분의 급격한 폐쇄 및/또는 재협착을 방지하기 위해 상술한 상태 및 질병을 치료 또는 방지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이런 대생물작용 재료에 대한 환자의 계통적 노출을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는 특히, 카테터

팁에서, 그리고, 카테터를 따른 협착을 방지함으로써, 혈관내 카테터를 통해 특정 장기 또는 위치로의 화학요법제의 

전달을 수반하는 요법(그 자체가 성공적 치료를 위해 필요한 보조제의 양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짐)에서 특히 유용

하다. 다른 요법을 유사하게 개선시키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물론, 보조제, 약물 또는 대생물작용 재료를 소정의 이

런 장치상에 또는 내부에 통합시키는 동안 그 열화를 회피하는 것도 적합하다. 또한, 최소수의 단계를 수반하여 환자

의 궁극적 치료 비용을 저감시키는, 약물, 치료제, 진단제 또는 다른 대생물작용 재료로 이식형 의료 장치를 코팅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적합하다. 열악한 생채친화성 캐리어 또는 봉쇄 재료의 부가적인 문제점을 유발하지 않고

대생물작용 재료를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소정의 환경적 인간적 위험 또는 장치의 제조와 연계된 불

편함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 이식형 의료 장치를 약물, 치료제, 진단제 또는 대생물작용 재료로 코

팅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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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술한 문제점은 약물, 치료제, 진단제 또는 다른 대생물작용 또는 약리적 작용 재료(이하, 이들 중 일부 또는 모두를 

집합적으로 '대생물작용 재료' 또는 '대생물작용 재료들'이라 지칭함)로 코팅된(적어도 부분적으로) 본 발명의 의료 장

치의 예시적 실시예에서 해결되고 기술적 진보가 달성된다. 본 발명의 특정 개선형은 양호한 표면 조도 또는 텍스쳐

가공부를 장치의 표면상에 표면처리로 형성하는 것과, 소정의 부가적인 중첩층형성 또는 폐쇄층이나 코팅의 필요성 

없이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에 직접적으로 대생물작용 재료를 적용하는 것을 수반한다. 예상밖으로, 이 간단

한 조치는 장치로부터 대생물작용 재료의 허용 불가한 손실량(존재시)을 발생시키지 않고 원하는 주입을 견디기에 충

분한 내구성을 가지는 코팅 된 이식형 의료 장치를 생산한다. 본 발명의 일 양태에서, 장치의 표면의 적어도 일부, 예

로서, 스텐트의 외면이 조면화, 비평탄 또는 비평활 표면을 생성하도록 처리되고, 대생물작용 재료가 이 표면의 적어

도 일부상에 형성 또는 배치된다. 표면 처리의 정도는 장치 표면에 대생물작용 재료의 충분한 부착을 제공하도록 제

어된다.

본 발명의 의료 장치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장치는 첫 번째로 식도, 기관, 결장, 담도, 요도, 혈관계 또는 인간 또는 동

물 환자의 기타 위치내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도입되도록 적응된 구조체를 포함한다. 이 구조체는 조면 또는 텍

스쳐가공된 표면을 구비하는 기재(바람직하게는, 비다공성)를 포함한다. 기재의 표면은 에칭에 의해 조면화 또는 텍

스쳐가공될 수 있지만, 연마제 입자, 가장 바람직하게는 소듐 바이카보네이트(USP)를 사용한 마찰 연마에 의해 조면

화 또는 텍스쳐가공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본 발명의 의료 장치는 구조체의 기재의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 바로 위에 배치된 대생물작용재료의 

층을 포함한다. 또한, 장치는 대생물작용 재료의 층 위에 부가적인 코팅 또는 층이 없거나 그를 필요로하지 않아 적합

하다.

보다 상세히 후술된 바와 같이, 기재상에 위치된 대생물작용 재료 및 구조체의 기재는 적절한 재료로 이루어진 소정 

폭 범위를 포함할 수 있다. 기재, 대생물작용 재료 및 표면 조도 또는 텍스쳐의 특정 조합의 선택은 의료 장치의 목적 

용도에 의존한다. 비록 텍스쳐가 반복가능한 패턴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이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스텐트의 표

면은 반복적이든 아니든 기재상의 대생물작용 재료 의 부착 또는 그 변형을 개선시키는 것을 돕는 소정의 토포그래피

로 이루어진다. 이하, 텍스쳐가공된 표면은 조면화, 비평탄 또는 비평활면을 포함한다. 선택된 조합의 적합성은 환자

내의 장치의 도입 및 전개 동안 대생물 작용 재료의 실제 전달을 시뮬레이팅하는 부착 테스트에 의해 쉽게 결정될 수 

있다. 이런 테스트는 단순하고, 특히 미국에서 이 유형의 제품이 판매될 수 있기 이전에 필요한 양 및 기술적 레벨의 

시험에 비해 불합리한 시험량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믿어진다.

본 발명의 의료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은 종래 기술의 스텐트 및 다른 의료 장치와 그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보다 다수

의 장점을 가진다. 의료 장치의 제조 시간 및 비용은 봉쇄층내에 대생물작용 재료를 통합시키는 소정의 단계나 대생

물작용 재료 위에 봉쇄 또는 시간적 방출 층을 적용하는 단계의 부재에 의해 최소화된다. 구조체의 기재의 표면을 처

리,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하기 위해 연마제로서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사용하는 특히 양호한 방식은 소정의 잔류 

소듐 바이카보네이트의 생체친화성과, 제조 및 폐기물 세정의 용이성, 제조 작업자에 대한 소듐 바이카보네이트의 저

유해성으로부터 다수의 간접적인 비용 절감의 장점을 가진다. 작업자 안전성 및 제조 및 폐기물 세정의 용이성은 물론

그 자체적으로 중요한 장점이다.

첫 번째 양태에서, 본 발명은 환자내로 도입되도록 적응된 구조체와, 구조체의 기재의 표면 바로 위에 위치된 대생물

작용 재료의 층을 포함하고, 구조체는 조면화, 비평탄, 비평활 또는 텍스쳐 가공된 표면 중 하나 이상을 가지는 기재(

바람직하게는 비다공성)를 포함하는 의료 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의료 장치는 대생물작용 재료의 전달을 위해 대

생물작용 재료의 층 위에 소정의 부가적인 코팅 또는 층을 갖지 않거나, 이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이 구조체는 혈관 또

는 다른 스텐트 같은 스텐트로서 구성되는 것이 적합하다.

구조체의 기재는 스테인레스강, 탄탈륨, 티타늄, 니티놀, 금, 백금, 인코넬(inconel), 이리듐, 은, 텅스텐 또는 다른 생

체친화성 금속이나, 그 합금; 탄소 또는 탄소섬유; 셀룰로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 셀룰로스 니트레이트(cel

lulose nitrate), 실리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폴리우레탄(polyurethane), 폴리

아미드(polyamide), 폴리에스터(polyester), 폴리오르소에스터(polyorthoester), 폴리안하이드리드(polyanhydride)

, 폴리에테르 설폰(polyether sulfone),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고 분자량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또는 다른 생체친화성 중합성 재료

나 이들의 혼합물 또는 공중합체; 폴리랙틱산(polylactic acid), 폴리글리콜릭산(polyglycolic acid)이나 그 공중합체,

폴리안하이드리드(polyanhydride), 폴리카프로락톤(polycaprolactone), 폴리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 발레레이트(pol

yhydroxybutyrate valerate), 또는 다른 생체분해성 폴리머나, 이들의 혼합물 또는 공중합체; 단백질, 엑스트라셀룰

러 메트릭스 콤포넌트(extracellular matrix component), 콜라겐(collagen), 피브린(fibrin) 또는 다른 생물제제(biol

ogic agent); 또는 이들의 적합한 혼합물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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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의 조면화, 비평탄, 비평활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의 대생물작용 재료 는 파실택셀(paclitaxel), 택샌(taxane) 또

는 다른 파실택셀 유사체; 에스트로겐(estrogen) 또는 에스트로겐 유도체; 헤파린(heparin) 또는 다른 트롬빈 억제제

(thrombin inhibitor), 히루딘(hirudin), 히룰로그(hirulog), 아르가트로반(argatroban), D-페닐알라닐-L-폴리-L-아

기닐 클로로메틸 케톤(D-phenylalanyl-L-poly-L-arginyl chloromethyl ketone) 또는 다른 항혈전제(antithrombo

genic agent)나 그 혼합물; 유로키나제(urokinase), 스트렙토키나제(streptokinase), 조직 플라즈미노겐 활성인자(ti

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다른 혈전용해제(thrombolytic agent)나 그 혼합물; 항섬유소용해제(fibrinolytic

agent); 혈관경련 억제제(vasospasm inhibitor); 칼슘 통로 차단제(calcium channel blocker), 니트레이트, 니트릭 

옥사이드, 니트릭 옥사이드 촉진제(nitric oxide promoter), 또는 다른 혈관확장제(vasodilator); 항균제(antimicrobi

al agent) 또는 항생제(antibiotic); 아스피린(aspirin), 티클로프딘(ticlopdine) 또는 다른 항혈소판제(antiplatelet ag

ent); 혈관 내피 증식 팩터(VEGF) 또는 그 유사체; 콜히친(colchicine) 또는 다른 세포분열저지물(antimitotic) 또는 

다른 미소관 억제제(microtubule inhibitor); 사이토챌라신(cytochalasin) 또는 다른 액틴 억제제(actin inhibitor); 리

모델링 억제제(remodeling inhibitor); 디옥시리보누슬레익산(deoxyribonucleic acid), 안티센스 뉴클레오티드(antis

ense nucleotide) 또는 다른 분자 유전 중재제(agent for molecular genetic intervention); GP IIb/IIIa, GP Ib-IX 

또는 다른 억제제나 표면 당단백 수용체(surface glycoprotein receptor); 메토트랙세이트(methotrexate) 또는 다른

항대사제(antimetabolite)나 항증식제(antiproliferative agent); 항암 화학요법제(anti-cancer chemotherapeutic a

gent);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덱사메타손 소듐 포스페이트(dexamethasone sodium phosphate), 덱사메타

손 아세테이트(dexamethasone acetate) 또는 다른 덱사메타손 아세테이트 유도체나 다른 항염증 스테로이드(anti-i

nflammatory steroid);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프로스타사이클린(prostacyclin) 또는 그 유사체; 면역억제

제(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 또는 라파마이신(rapamycin) 등); 항생제(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등), 에

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또는 반코마이신(vancomycin); 도파민(dopamine), 브로모크립틴 메실레이트(bromoc

riptine mesylate), 퍼골리드 메실레이트(pergolide mesylate) 또는 다른 도파민 작용제(dopamine agonist);  60 Co,
 192 Ir,  32 P,  111 In,  90 Y,  99m Tc 또는 다른 방사선치료제(radiotherapeutic agent); 이오딘 함유 화합물(iodine-c

ontaining compounds), 바륨 함유 화합물(barium-containing compounds), 금, 탄탈륨, 백금, 텅스텐 또는 방사선 

불투과제로서 기능하는 다른 중금속; 펩타이드(peptide), 단백질, 효소, 엑스트라셀룰러 메트릭스 콤포넌트(extracell

ular matrix component), 셀룰러 콤포넌트(cellular component) 또는 다른 생물제제; 캡토프릴(captopril), 에날라프

릴(enalapril) 또는 다른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 inhibitor); 

아스코르빅산(ascorbic acid), 알 파토코페롤(alphatocopherol), 과산화 디스뮤타제(superoxide dismutase), 데페르

옥시민(deferoxyamine), 21-아미노스테로이드(라사로이드(lasaroid)) 또는 다른 자유 라디칼 스캐빈저(free radical

scavenger), 철 첼레이터(iron chelator) 또는 항산화제(antioxidant); 안지오펩틴(angiopeptin);  14 C-,  3 H-,  131 I

-,  32 P-,또는  36 S-방사성 동위원소 표지체(radiolabelled form) 또는 상술한 것들 중 소정의 다른 방사선 동위원소

표지체; 또는 그 혼합물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

구조체의 기재의 조면화, 비평탄, 비평활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은 약 10μin.(약 250nm)의 평균 표면 조도와, 약 1

μin.과 약 100μin.(약 25nm과 약 2.5㎛) 사이의 표면 조도 범위를 가지는 것이 적합하다.

제 2 양태에서, 본 발명은 환자에 도입되도록 적응된 구조체와, 대생물작용 재료로 이루어진 층을 포함하고, 구조체는

하나 이상의 조면화된, 비평탄, 비평활, 또는 조면화된 표면을 가지는 기재를 포함하고, 혈관 스텐트로서 구성되며, 스

테인레스강, 니티놀 및 니켈과 티타늄의 합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대생물작용 재료층은 구조체의 기재의 하나 

이상의 표면 바로 위에 배치되고, 대생물작용 재료는 파슬리택셀을 포함하며, 구조체의 기재의 하나 이상의 표면은 약

10μin.(약 250nm)의 평균 표면 조도와, 약 1μin.과 약 100μin.(약 25nm과 약 2.5㎛) 사이의 표면 조도 범위를 가

지는 의료 장치에 관한 것이다.

제 3 양태에서, 본 발명은 표면을 가지는 기재를 포함하고, 환자내로 도입되도록 적응된 구조체를 제공하는 단계와, 

구조체의 기재의 표면을 조면화 또는 텍스 쳐가공하는 단계와, 구조체의 기재의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 바로

위에 대생물작용 재료층을 위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결과적인 의료 장치가 대생물작용 재료층 위에 어떠한 부가 

코팅 또는 층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장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방법은 혈관 스텐트 같은 스텐트로서 구성된 구조체로 수행되는 것이 적합하다.

본 방법의 배치 단계는 구조체의 기재의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상에 대생물작용 재료의 용액을 분무함으로

써 수행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대생물작용 재료의 용액내에 기재를 침지시키는 것도 본 발명의 실시시 고려될 수 

있다.

본 방법의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 단계는 구조체의 기재의 표면을 마찰 연마(abrading)함으로써 수행되는 것이 적

합하다. 또한, 표면의 에칭도 본 발명의 실시시 고려될 수 있다.

기재의 표면의 마찰 연마는 소듐 바이카보네이트(USP), 칼슘 카보네이트, 알루미늄 옥사이드, 콜마니트(칼슘 보레이

트), 분쇄 유리 또는 분쇄 호두껍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연마제 입자로 수행되는 것이 적합하다. 마찰 연마는 약 

5미크론(5㎛) 내지 약 500미크론(500㎛)의 입자 크기를 가지는 연마제 입자로 수행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마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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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는 약 50미크론(50㎛)의 공칭 입자 크기를 가지는 소듐 바이카보네이트(USP) 사용하여 수행되는 것이 더욱 더 적

합하다.

기재의 표면의 마찰 연마는 마찰 연마는 약 5 내지 약 200PSI(약 34 내지 약 1380KPa)의 유동하의 압력 및 약 1 내

지 약 1000g/min의 입자 공급 속도 전달되는 연마제 입자로 수행되는 것이 적합하다. 마찰 연마는 약 10μin.(약 250

nm)의 평균 표면 조도와, 약 1μin.과 약 100μin.(약 25nm과 약 2.5㎛) 사이의 표면 조도 범위를 가지는 구조체의 

기재상의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 표면을 산출하도록 수행되는 것이 적합하다.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은 상술한 제 3 양태에 설명된 방법의 제품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은 본 발

명의 의료 장치 또는 본 발명의 방법의 제조품을 인간 또는 동물 환자내로 도입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의료 치료 및 

진단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의료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은 종래 기술의 스텐트 및 다른 의료 장치와 그 제조 방

법에 비해 다수의 장점을 가진다. 본 발명의 의료 장치 제조의 시간 및 비용은 봉쇄층내에 대생물작용 재료를 통합시

키거나, 대생물작용 재료 위에 봉쇄 또는 시간적 방출층을 적용하는 소정의 단계의 부재에 의해 최소화된다. 구조체의

기재의 표면을 처리,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하기 위해 연마제로서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사용하는 특히 양호한 방

식은 소정의 잔류 소듐 바이카보네이트의 생체친화성과, 제조 및 폐기물 세정의 용이성, 제조 작업자에 대한 소듐 바

이카보네이트의 저유해성으로부터 다수의 간접적인 비용 절감의 장점을 가진다. 두말할 나위 없이, 본 발명의 방법의

작업자 안전성 및 제조 및 폐기물 세정의 용이성은 소정의 비용 절감에 관련하여서 뿐만 아니라 매우 양호한 것이다.

도면 전반에 걸쳐 유사 참조 부호가 유사 부품을 지시하고 있는 첨부 도면과 관련하여 하기의 상세한 설명을 읽음으

로써 본 발명을 보다 양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의 방법의 일 단계를 도시하는 측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의 의료 장치 및 제품의 일부의 확대 단면도.

실시예

이제 도면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이식형 의료 장치(10)가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의료 장치(10)는 먼저 인간 

또는 동물 환자내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도입되도록 적응된 구조체(12)를 포함한다. '적응된'은 구조체(12)가 이

런 도입을 위해 특별히 구성, 성형 및 크기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서, 구조체(12)는 환자의 혈관 시스템

에 삽입되도록 적응된 혈관 스텐트로서 구성된다.

구조체(12)는 물론 식도, 기관, 결장, 담도, 요도 및 수뇨관 같은 부위 및 다른 시스템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구성될 수 

있다. 사실, 구조체(12)는 소정의 종래의 혈관 또는 다른 비견할만한 의료 장치로서 대안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다루는 문제점이 주로 환자내에 실제 배치된 장치의 부분에 관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삽입된 구

조체(12)는 전체 장치일 필요는 없으며, 단지 혈관 또는 환자내로 도입되는 다른 장치의 부분일 수 있다. 따라서, 구조

체(12)는 카테터, 가이드와이어, 캐뉼러, 스텐트, 혈관 또는 기타 그래프트, 심박 조율기 리드 또는 리드 팁, 심제세동

기 리드 또는 리드 팁, 심판막, 봉합부, 니들, 혈관성형 장 치 또는 조율기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일부로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구조체(12)는 이들 중 소정의 것의 일부의 조합으로서 구성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용이한 이해를 위해, 도 1 및 도 2는 단지 스텐트, 특히, 혈관 스텐트로서 구성된 구조체(12)로서 구성되어 

있다. 보다 명확하게, 구조체(12)는 'LOGIC' 스텐트, 'V-FLRX PLUS' 스텐트 또는 'ACHIEVE' 스텐트 같은 혈관 스

텐트로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들 모두는 인디에나의 브루밍턴의 쿡 인코포레이티드로부터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

다. 이런 스텐트는 적절한 재료의 캐뉼러로부터 절단되고, 그 위에 그들이 수반되어 있는 벌룬의 팽창시 스텐트가 확

장될 수 있게 하는 복수의 상호연결된 스트러트를 가진다. 이들은 평탄한 외면을 가지고, 이 평탄한 외면은 마찰 연마

가 곤란한 복수의 라운드형 와이어로 이루어진 스텐트보다 본 발명에 따라 처리되기 쉽게 한다. 이들 스텐트는 혈전

생성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끄러운 내면을 가진다.

구조체(12)의 특정 형상 및 치수는 관상 동맥, 대동맥, 식도, 기관, 결장, 담도 또는 요도내 등의 사용대상 환자의 특정

위치 및 그 특정 목적에 필요한 바에 따라 선택된다. 각 위치를 위해 의도된 구조체(12)는 이런 용도에 특히 적합한 

서로 다른 치수를 가진다. 예로서, 대동맥, 식도 및 결장 스텐트는 약 25mm에 달하는 직경 및 약 100mm 이상의 길이

를 가질 수 있다. 혈관 스텐트는 일반적으로 보다 짧으며, 일반적으로 길이가 약 10 내지 60mm, 바람직하게는 길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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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 내지 25mm이다. 이런 혈관 스텐트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혈관 시스템내에 삽입되었을 때 약 2 내지 6mm의 직

경으로 팽창, 바람직하게는 약 2 내지 4mm의 직경으로 팽창되도록 설 계된다.

구조체(12)는 구조체(12)의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기재(14)로 구성된다. 기재(14)는 생체친화성인 것이 적합하다. 다

양한 종래의 재료가 기재(14)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일부 재료는 구조체(12)를 예시하는 결장 스텐트 이외의 구조체에 

보다 유용할 수 있다. 기재(14)는 환자내의 그 의도된 용도에 필요한 바에 따라 탄성 또는 비탄성 중 어느 한쪽일 수 

있다. 기재(14)는 생물 분해성 또는 비생물 분해성일 수 있으며, 다양한 생물분해성 폴리머가 공지되어 있다. 또한, 기

재(14)는 다공성일 수도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비다공성이고, 이 또한 그 의도된 용도 또는 분야에 기초한다.

따라서, 기재(14)는 스테인레스강, 탄탈륨, 티타늄, 니티놀, 금, 백금, 인코넬(inconel), 이리듐, 은, 텅스텐 또는 다른 

생체친화성 금속이나, 그 합금; 탄소 또는 탄소섬유; 셀룰로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 셀룰로스 니트레이트(

cellulose nitrate), 실리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폴리우레탄(polyurethane), 

폴리아미드(polyamide), 폴리에스터(polyester), 폴리오르소에스터(polyorthoester), 폴리안하이드리드(polyanhyd

ride), 폴리에테르 설폰(polyether sulfone),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고 분

자량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또는 다른 생체친화성 중합성

재료나 이들의 혼합물 또는 공중합체; 폴리랙틱산(polylactic acid), 폴리글리콜릭산(polyglycolic acid)이나 그 공중

합 체, 폴리안하이드리드(polyanhydride), 폴리카프로락톤(polycaprolactone), 폴리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 발레레이

트(polyhydroxybutyrate valerate), 또는 다른 생체분해성 폴리머나, 이들의 혼합물 또는 공중합체; 단백질, 엑스트

라셀룰러 메트릭스 콤포넌트(extracellular matrix component), 콜라겐(collagen), 피브린(fibrin) 또는 다른 생물제

제(biologic agent); 또는 이들의 적합한 혼합물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스테인레스강은 특히 구조체(12)가 

혈관 스텐트로서 구성될 때, 기재(14)로서 유용하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시, 특히 양호한 기재(14)는 스테인레스

강, 니티놀, 탄탈륨, 폴리래틱산, 폴리글리콜릭산 및 생물분해성 재료를 포함한다. 몰리브데늄-레니움 합금 및 마그네

슘도 마찬가지로 기재(14)로서 유용할 수 있다.

물론, 구조체(12)가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또는 상술한 다른 것들 같은 방사선 투과성 재료로 구성될 때, 종래의 

방사선불투과성 마커 또는 코팅이 소정 제한 위치에 적용될 수 있으며, 그것이 적합하다. 방사선 불투과성 마커 또는 

코팅은 환자의 혈관 시스템내로의 그 도입 동안 또는 그 이후, X-레이 또는 형광 투시법에 의해 구조체(12)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의료 장치(10)의 구조체(12)의 기재(14)는 기재(14) 위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연장하는 조면화 또는 텍스

쳐가공된 표면(16)을 포함한다. 표면(16)은 보다 상세히 후술된 방식으로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다. 표면(16)이 

기재(14)의 전체 표면일 수 있지만,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구조체(12)가 혈관 스텐트로서 구성되는)에서, 표면(16)

은 기재(14)의 외면이다.

본 발명의 의료 장치(10)는 구조체(12)의 기재(14)의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16) 바로 위에 위치된 대생물작

용 재료의 하나 이상의 층(18)을 추가로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의료 장치(10)는 대생물작용 재료의 층(18) 위에 어떠한

부가적인 코팅 또는 층도 없거나, 이를 필요로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비록, 소정의 이유로, 대생물작용 재료의

층(18) 위 또는 아래에 부가적인 코팅 또는 층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코팅 또는 층은 본 발명의 예상내에서 적

용될 수 있고, 여전히 그에 내포된다. 층(18)은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16) 보다 매끄럽거나 거칠 수 있다.

비록, 구조체(12) 자체가 천공될 수 있지만, 구조체(12)의 기재(14)는 비다공성인 것이 적합하다. 다공성 재료와 비다

공성, 그러나, 천공 재료 사이의 편차는 실용적인 것이며, 다공성 재료의 비교적 보다 작은 개방 셀은 그 내부에 적용

된 대생물작용 재료의 적절한 양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특징 및 수로 이루어지며, 비다공성 재료의 비교적 큰 천공부는

내부의 적용된 대생물작용 재료의 적절한 양을 유지하기에 불충분한 수 및 특징으로 이루어진다. 대안적으로, 다공성

재료의 개방 셀은 일반적으로 극히 작은 것으로 고려되며, 비다공성 재료를 통한 천공부는 일반적으로 거시적인 것으

로 간주될 수 있다.

방대한 범위의 약물, 약품 및 재료가 층(18)내의 생체친화성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에 유용한 

것은 스텐팅 수술 또는 기타 시술에 의해 이미 개방된 혈관의 급격한 폐쇄 및 재협착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는 재료이

다. 구조체(12)가 혈관 스텐트일 때, 혈용해제(혈전을 용해, 파괴 및 분산시킴)와 항혈 전생성제(혈전의 형성을 방지

하거나 간섭하는)는 특히 유용한 대생물작용 재료이다. 특히, 양호한 혈전용해제는 유로키나제, 스트렙토키나제 및 

조직 플라즈미노겐 액티베이터이다. 특히 양호한 항혈전생성제는 헤파린, 히루딘 및 항혈소판이다.

유로키나제는 인간 신장 세포 배양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얻어지는 플라미노겐 활성화 효소이다. 유로키나제는 피브린

혈전을 파괴시키는 항섬유소용해 플라즈민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플라즈미노겐 활성화 효소이다. 유로키

나제는 피브린 혈전을 파괴시키는 피브리놀리틱 플라즈민으로의 플라즈미노겐의 변화를 촉진시킨다.

헤파린은 일반적으로 돼지 장 점막 또는 소 허파로부터 얻어지는 무코다당류 응혈방지제이다. 헤파린은 혈액의 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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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항트롬빈 Ⅲ의 효과를 현저히 강화시킴으로써 트롬빈 억제제로서 작용한다. 응고 캐스케이드의 유효 효소인 트롬

빈은 섬유소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키이다. 따라서, 트롬빈을 억제함으로써, 헤파린은 섬유소 트롬빈의 형성을 억제한

다.

물론, 다른 기능을 가지는 대생물작용 재료도 본 발명의 장치(10)에 의해 성공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예로서, 메토트

렉세이트 같은 항증식제는 평활근 세포의 과증식을 억제하며, 따라서, 혈관의 확장 세그먼트의 재협착을 방지한다. 부

가적으로, 항증식제의 국지적 전달도 높은 혈관 성장을 특징으로하는 다양한 악성 상태의 치료에 유용하다. 이런 경

우에, 본 발명의 장치(10)는 종양에 직접적으로 항증식제를 매우 높은 투입량으로 전달하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종양

의 동맥 공급부에 배치될 수 있다.

칼슘 통로 차단제 또는 니트레이트 같은 혈관확장제는 혈관 성형 시술에 일반적으로 이어지는 혈관연축(vasospasm)

을 억제한다. 혈관연축은 혈관의 부상에 대한 응답으로서 발생하고, 혈관연축을 향한 경향은 혈관 치료로서 감소한다.

따라서, 혈관확장제는 약 2 내지 3주의 기간에 걸쳐 공급되는 것이 적합하다. 물론, 혈관성형술로부터의 외상은 혈관

연축을 유발할 수 있는 혈관부상만이 아니며, 장치(10)는 그 내부의 혈관연축의 방지를 위해 대동맥, 경동맥, 신장동

맥, 장골 동맥 또는 주변 동맥 같은 관상 동맥 이외의 혈관내로 도입될 수 있다.

구조체(12)가 관상동맥 스텐트 이외의 다른것으로서 구성될 때, 다양한 다른 대생물작용 재료가 특히 적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예로서, 항암 화학요법제가 장치(10)에 의해 국지 종양에 전달될 수 있다. 특히, 장치(10)는 계통적 노출 

및 유해성을 제한하면서, 종양에 직접적으로 매우 높고 장기적인 투입량을 전달하기 위해 종양 등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에 배치될 수 있다. 보조제는 종양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의약, 수술전 디벌커(debulker)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대

생물작용 재료는 장치(10)를 가로질러 전달되고, 종래의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카테터를 통한 것 처럼, 장치(10)에 형

성된 소정의 루멘을 통해 외부 소스로부터의 통로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대생물작용 재료는 물론, 장치(10)로부터 그내부에 형성된 소정의 루멘내로 방출될 수 있으며, 루멘은 그를 통해 전달

되는 소정의 다른 보조제를 수반할 수 있다.

파실택셀은 층(18)의 대생물작용 재료로서 특히 양호한 항암제 및/또는 항혈관생성제이다. 혈관생성 의존 질병은 예

로서, 특정 유형의 암의 혈관 성장을 필요 로하거나 유도하는 질병이다. 에스트로겐 또는 에스트로겐 유도체도 층(18)

의 대생물작용 재료로서 특히 양호하다.

브로모크립틴 메실레이트 또는 퍼콜리드 메실레이트 같은 도파민 및 도파민 작용제는 파킨슨병 같은 신경학적 질병

의 치료에 유용하다. 장치(10)는 이 목적 또는 시상의 국소 치료 위해 시상 흑질(thalamic substantia nigra)의 혈관 

공급부에 배치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구조체(12)의 기재의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16)에 대해 공유결합하는 대생물작용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광범위한 범위의 다른 대생물작용재료가 장치(10)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층(18)의 대생물

작용 재료는 파실택셀(paclitaxel), 택샌(taxane) 또는 다른 파실택셀 유사체; 에스트로겐(estrogen) 또는 에스트로겐

유도체; 헤파린(heparin) 또는 다른 트롬빈 억제제(thrombin inhibitor), 히루딘(hirudin), 히룰로그(hirulog), 아르가

트로반(argatroban), D-페닐알라닐-L-폴리-L-아기닐 클로로메틸 케톤(D-phenylalanyl-L-poly-L-arginyl chlor

omethyl ketone) 또는 다른 항혈전제(antithrombogenic agent)나 그 혼합물; 유로키나제(urokinase), 스트렙토키나

제(streptokinase), 조직 플라즈미노겐 활성인자(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다른 혈전용해제(thrombolyti

c agent)나 그 혼합물; 항섬유소용해제(fibrinolytic agent); 혈관경련 억제제(vasospasm inhibitor); 칼슘 통로 차단

제(calcium channel blocker), 니트레이트, 니트릭 옥사이드, 니트릭 옥사이드 촉진제(nitric oxide promoter), 또는 

다른 혈관확장제(vasodilator); 항균제(antimicrobial agent) 또는 항생제(antibiotic); 아스피린(aspirin), 티클로프딘

(ticlopdine) 또는 다른 항혈소판제(antiplatelet agent); 혈관 내피 증식 팩터(VEGF) 또는 그 유사체; 콜히친(colchic

ine) 또는 다른 세포분열저지물(antimitotic) 또는 다른 미소관 억제제(microtubule inhibitor); 사이토챌라신(cytoch

alasin) 또는 다른 액틴 억제제(actin inhibitor); 리모델링 억제제(remodeling inhibitor); 디옥시리보누슬레익산(deo

xyribonucleic acid), 안티센스 뉴클레오티드(antisense nucleotide) 또는 다른 분자 유전 중재제(agent for molecul

ar genetic intervention); GP IIb/IIIa, GP Ib-IX 또는 다른 억제제나 표면 당단백 수용체(surface glycoprotein rec

eptor); 메토트랙세이트(methotrexate) 또는 다른 항대사제(antimetabolite)나 항증식제(antiproliferative agent); 

항암 화학요법제(anti-cancer chemotherapeutic agent);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덱사메타손 소듐 포스페이

트(dexamethasone sodium phosphate), 덱사메타손 아세테이트(dexamethasone acetate) 또는 다른 덱사메타손 

아세테이트 유도체나 다른 항염증 스테로이드(anti-inflammatory steroid);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프로스

타사이클린(prostacyclin) 또는 그 유사체;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 또는 라파마이신(rapamycin) 

등); 항생제(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등),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또는 반코마이신(vancomycin); 도

파민(dopamine), 브로모크립틴 메실레이트(bromocriptine mesylate), 퍼골리드 메실레이트(pergolide mesylate) 

또는 다른 도파민 작용제(dopamine agonist);  60 Co,  192 Ir,  32 P,  111 In,  90 Y,  99m Tc 또는 다른 방사선치료제(ra

diotherapeutic agent); 이오딘 함유 화합물(iodine-containing compounds), 바륨 함유 화합물(barium-con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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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s), 금, 탄탈륨, 백금, 텅스텐 또는 방사선 불투과제로서 기능하는 다른 중금속; 펩타이드(peptide), 단백질,

효소, 엑스트라셀룰러 메트릭스 콤포넌트(extracellular matrix component), 셀룰러 콤포넌트(cellular component) 

또는 다른 생물제제; 캡토프릴(captopril), 에날라프릴(enalapril) 또는 다른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angiotensi

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 inhibitor); 아스코르빅산(ascorbic acid), 알파토코페롤(alphatocopherol), 과

산화 디스뮤타제(superoxide dismutase), 데페르옥시민(deferoxyamine), 21-아미노스테로이드(라사로이드(lasaro

id)) 또는 다른 자유 라디칼 스캐빈저(free radical scavenger), 철 첼레이터(iron chelator) 또는 항산화제(antioxida

nt); 안지오펩틴(angiopeptin);  14 C-,  3 H-,  131 I-,  32 P-,또는  36 S-방사성 동위원소 표지체(radiolabelled form)

또는 상술한 것들 중 소정의 다른 방사선 동위원소 표지체; 또는 그 혼합물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구조체(12)가 혈관 스텐트로 구성될 때, 층(18)의 대생물작용 재료를 위한 특히 양호한 재료는 헤파린, 덱사

메타손 및 그 유도체를 비제한적으로 포함하는 항염 스테로이드, 및 헤파린과 이런 스테로이드의 혼합물이다.

본 발명의 실시시 대생물작용 재료로서 유용할 수 있는 다른 재료는 평활근 세포 억제제, 콜라겐 억제제, 응고방지제 

및 콜레스테롤 저감제; 포스콜린, 바피프 로스트, 프로스타글란딘 및 그 유사체, 프로스타사이클린 및 프로스타사이클

린 유사체, 덱스트란 및 디피리다몰; Captopril(R)(Squibb로부터 입수가능), Cilazapril(R)(Hoffman-LaRoche로부터

입수가능), 또는, Lisinopril(R)(Merck로부터 입수가능)을 포함하는 앤지오탠신 변환 효소 억제제; 섬유아 성장 인자(

FGF) 길항제, 피시 오일(오메가 3-패티산), 히스타민 길항제, Rovastatin(R)(Merck로부터의 콜레스테롤 저감 약물, 

HMG-CoA 환원효소의 억제제) 메토트렉세이트, 모노클로날 항체(PDGF 수용체 같은), 니트로프루시드, 포스포디에

스테라제 억제제, 프로스타글란딘 억제제(Glaxo로부터 입수가능), 혈관 내피 성장 인자(VEGF) 또는 그 유사체, 다양

한 셀 사이클 억제제(레티노플라스토마 종양 억제 유전인자의 단백질 제품 또는 그 유사체 등), 세라민(PDGF 길항제

), 니트릭 옥사이드, 알파-인터페론 및 유전 공학 상피세포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술한 의료 장치(10)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의 방법은 첫 번째로 환자내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도입하도록 적응된 구조체(12)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조체(12)는 예로서, 스텐트(혈관 스텐

트 등)로서 구성된, 표면(16)을 구비한 양호하게는 비다공성인 기재(14)를 포함한다. 구조체(12) 및 기재(14)는 상술

되어 있으며,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설명하지 않는다. 스테인레스강, 니티놀, 탄탈륨, 폴리래틱산, 폴리글리

콜릭산 및 생물분해성 재료가 구조체(12)의 기재(14)로서 특히 양호하다.

본 발명의 방법은 구조체(12)의 기재(14)의 표면(16)상에 원하는 조면부 또는 텍스쳐를 획득하는 단계와, 기재(14)의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16) 바 로 위에 대생물작용 재료의 층(18)을 배치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층(1

8)에 유용한 광범위한 대생물 작용 재료의 범위는 상술되었으며, 역시, 이런 세부사항은 반복 설명하지 않는다. 파실

택셀, 택센 또는 다른 파실택셀 유사체, 에스트로겐 및 에스트로겐 유도체가 층(18)의 대생물작용 재료로서 특히 양호

하다.

본 발명에 따른 의료장치(10) 제조 방법은 결과적인 의료 장치(10)가 대생물작용 재료의 층(18) 위에 소정의 부가적

인 코팅 또는 층이 없거나 이를 필요로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은 대생물작용 재료가 시

간적 방출 또는 봉쇄층내에 수납되거나 덮혀지게되는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방법이 자체적으로 복수의 

층 또는 성분을 포함하는 기재(14)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런 배열은 본 발명의 실시에 적합하지 않다. 소정의 

경우에, 이런 복수의 층 또는 구성요소 중 최외부의 것은 대생물작용 재료의 층(18)이 그 바로 위에 배치되는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16)을 소유한다.

기재(14)의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16)상에 대생물작용 재료의 층(18)을 직접적으로 배치하는 단계는 소정

의 편리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구조체(12)(또는 적합한 그 일부)는 원하는 대생물작용 재료의 적절한 용액내에 

침지 또는 적셔질 수 있고, 용액의 용매는 기재(14)의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16)상의 대생물작용 재료의 층(

18)을 벗어나도록 증발된다. 그러나, 배치 단계는 구조체(12)의 개재(14)의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16)상에 

대생물작용 재료의 용액을 분무시키고, 구조체(12)를 건조시킴으로써 수행되는 것이 적합하다. 분무가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16)에 대생물작용 재료를 비교적 낮은 효율 로 전달하지만, 본 발명의 목적에는 적합하다.

예로서, 파실택셀(본 발명에서 특히 양호한 대생물작용 재료)은 기재(14)의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16)상에 

그 에타놀 용액을 분무함으로써 배치될 수 있다. 용액은 에탄올의 ml당 약 2 내지 약 4mg의 파실택셀을 편리하게 포

함한다(에탄올은 변성 알콜 또는 95% 에탄올이 아닌 100% USP 등급 또는 등가체이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25mm 
2 수준의 텍스쳐가공된 큰 외부 표면적을 가지는 직경이 3mm, 길이가 15mm인 스텐트를 고려하면, 분무는 기재(14)

의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16)상에 파실택셀의 약 5 내지 약 500㎍,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150㎍를 배치하

도록 쉽게 수행될 수 있다. 약 1% 미만의 파실택셀이 궁극적으로 용액으로부터 텍스쳐가공된 표면(16)상으로 배치된

다. 적절한 용매 및 다른 대생물작용 재료를 위한 농도의 선택 또는 다른 대생물작용 재료를 직접적으로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16)상에 배치하는 다른 기술의 선택은 본 발명의 관점에서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이 잘 알고 있

다. 필요한 소정의 실험은 특히 이 유형의 장치가 U.S.에 배포될 수 있기 이전에 필요한 고가의 시험의 관점에서 최소

한의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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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12)의 기재(14)의 표면(16)은 에칭에 의해서 처럼 소정의 편리한 방식으로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될 수 있다

. 그러나, 표면(16)은 예로서, 소듐 바이카보네이트(USP), 칼슘 카보네이트, 알루미늄 옥사이드, 콜마나이트(칼슘 보

레이트), 분쇄 유리, 분쇄 호두 껍질 또는 이들이나 다른 연마제 입자의 혼합물 중 하 나 이상을 포함하는 연마제 입자

(24)를 사용한 마찰 연마에 의한 마찰 연마에 의해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런 조면화 및 텍스

쳐가공은 표면(16)상에 노즐(22)로부터 전달되는 연마제 입자(24)가 충도로하는 위치에 맨드릴(20)상에 의료 장치(1

0)를 배치함으로써 가장 쉽게 수행된다.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 이전에 기재의 초기 표면이 원하는 표면 조도 보다 

매끄럽거나 보다 거칠 수 있다.

연마제 입자(24)의 입자 크기 및 공급율, 연마제 입자(24)가 노즐(22)로부터 전달되는 압력, 노즐(22)로부터의 표면(

16)의 거리, 의료 장치(10)와 노즐(22)의 상대 이동 속도는 모두 구조체(12)의 기재(14)의 표면(16)의 적합한 원하는 

조도 또는 텍스쳐를 달성하는데 고려되어야하는 인자이다. 비제한적인 예로서, 기재(14)가 스테인레스강일 때, 마찰 

연마 단계는 약 5미크론(5㎛) 내지 약 500 미크론(500㎛)의 입자 크기를 가지는 연마제 입자(24)로 수행될 수 있다. 

보다 양호하게는, 마찰 연마 단계는 40미크론(40㎛)이상이 약 50%이고, 150미크론(150㎛) 이상이 약 1%인, 약 50 

미크론(50㎛)의 공칭 입자 크기를 가지는 소듐 바이카보네이트(USP)로 수행된다. 이런 마찰 연마는 약 5 내지 약 20

0PS(약 34 내지 약 1380KPa),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100PSI(약 690KPa)의 유동하의 압력으로 전달되는 소듐 바이

카보네이트 또는 다른 연마 입자(24)로 수행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런 마찰 연마는 또한, 약 1000g/min, 가장 바람직

하게는 약 10 내지 약 15g/min의 입자 공급 속도에서 전달되는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또는 다른 연마제 입자(24)로 

수행되는 것이 적합하다.

연마제 입자의 전달을 위한 캐리어 가스 또는 추진제는 바람직하게는 질소, 공기 또는 아르곤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질소이지만, 다른 가스도 마찬가지로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의료 장치(10)가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되었을 때, 노

즐(22)의 출구로부터 맨드릴(20)의 중심 까지의 거리는 약 1 내지 약 100mm일 수 있다. 양호한 노즐(22)은 Comco 

Microblaster이고, 사용시, 노즐(22)의 출구로부터 맨드릴(20)의 중심 까지의 양호한 거리는 약 5 내지 약 10mm이

다. Paasche LAC #3도 노즐(22)로서 유용하다.

구조체(12)의 기재(14)의 표면(16)의 균일한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을 제공하기 위해, 표면(16)의 마찰 연마 동안 

노즐(22)과 표면(16)의 상대 이동이 제공되는 것이 매우 적합하다. 조면화 또는 텍스쳐의 원하는 균일성을 달성하는 

소정의 이동 패턴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이동은 구조체(12)를 따른 종방향 또는 길이방향 운동과, 구조체(12) 둘레

의 원주방향 운동 또는 재배치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 서로 다른 원주방향 위치에서 반복된 통과수의 반복적인 

종방향 운동이 가장 적합하다. 특히, 표면(16)의 마찰연마는 원주 위치당 1 내지 약 50 축방향 통과수를 수반하고, 이

런 축방향 통과를 위한 원주방향 위치의 수는 4내지 무제한 수의 원주방향 위치의 범위일 수 있다. 무제한 수는 노즐(

22)과 표면(16)의 연속적 상대 회전에 의해 달성된다. 표면(16)을 따른 노즐(22)의 스위핑율(sweep rate)은 상술한 

특정 스텐트 치수에 대하여 약 1 내지 약 70mm/sec의 범위일 수 있다.

구조체(12)의 기재(14)가 스테인레스강이고, 연마제 입자(24)가 50미크론 소듐 바이카보네이트(USP)일 때, 특정 양

호한 마찰연마 조건의 조합은 하기와 같다.

노즐(22) : Comco Microblaster

추진제 : 질소 가스

압력 : 120PSI(828KPa)(유동)

분무 계획 : 8 균등 간격 원주 위치

원주 위치당 4 축방향 통과

스위핑율 : 약 16mm/sec

입자 공급율 : 약 0.15 내지 0.30g/sec

노즐 출구로부터 맨드릴 중심까지의 거리 : 약 5 내지 10mm

이 방식으로 마찰 연마가 수행될 때, 약 10μin.(약 250nm)의 평균 표면 조도(즉, 평균 표면 형상부 높이)와, 약 1μin

.과 약 100μin.(약 25nm과 약 2.5㎛) 사이의 범위의 표면 조도를 가지는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16)이 얻어

진다. 이런 표면(16)은 소정의 부가적인 커버링 또는 봉쇄층 없이 그 바로 위에 배치된 대생물작용 재료의 대부분을 

그 위에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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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파실택셀의 두가지 유형의 스테인레스강, 입자 마찰연마식 스텐트에 대한 접합이 그 표면이 파실택셀을 그 위에

직접 증착하기 이전에 플라즈마 처리된 두가지 유형의 스텐트(대조 스텐트)에 대한 그 접합과 비교된다. 양 유형의 코

팅된 스텐트, 즉, 본 발명의 의료 장치(10) 및 대조 스텐트가 그후 파실택셀이 임상적 사용시 스텐트의 도입 및 전개 

동안 전달되는 속도로 시뮬레이팅되는 물리적 접한 테스트를 받았다. 접합 테스트는 각 스텐트를 적절한 직경의 물 

충만 안내 카테터를 통해 통과하고, 그 의도된 직경으로 각 스텐트를 팽창시키도록 벌룬 카테터를 팽창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그후, 각 스텐트상에 남아있는 파실택셀의 양이 분광법으로 측정되고, 각 스텐트상에 최초 배치된 파실택셀

의 양에 비교된다. 서로 다른 연마제 입자(24)를 사용한 마찰 연마에 의해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16)을 가지

는 스텐트는 84.1±10.2%의 원래 적용된 파실택셀이 남아있었지만, 플라즈마 처리 표면을 가지는 스텐트는 원래 적

용된 파실택셀의 44.3±8.7%만이 남아 있엇다(p<0.0001). 이는 본 발명의 의료 장치(10)의 구조체(12)의 기재(14)

의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16)상의 대생물작용 재료의 층(18)의 성공적인 보유능을 예시한다.

상술한 설명의 관점에서,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는 대생물 작용 재료 및 특정 기재(14)의 소정의 양호한 조합의 최적

의 가공 상태를 획득하기 위해 소정의 트라이얼-앤드-에러 시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험은 단순히 선택

된 방식의 특정 기재(14)의 표면의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16)에 대한 특정 대생물

작용 재료의 층(18)의 적용 및 임상적 도입 및 전개 이후의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상의 대생물작용 재료의 

보유량의 측정을 필요로한다.

본 발명이 종래의 장치 보다 특히 유리한 의료 장치(10) 및 동 제조 방법과, 이런 장치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의료 장치의 제조 시간 및 비용은 봉쇄층내에 대생물작용 재료를 통합시키는 소정의 단계나 대생물작용 재

료 위에 봉쇄 또는 시간적 방출 층을 적용하는 단계의 부재에 의해 최소화된다. 구조체의 기재의 표면을 처리,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하기 위해 연마제로서 소듐 바이카 보네이트를 사용하는 특히 양호한 방식은 소정의 잔류 소듐 바이

카보네이트의 생체친화성과, 제조 및 폐기물 세정의 용이성, 제조 작업자에 대한 소듐 바이카보네이트의 저유해성으

로부터 다수의 간접적인 비용 절감의 장점을 가진다. 이들은 그 자체적으로도 중요한 장점이지만, 의료 장치(10)의 제

조 시간 및 비용의 절감에도 유리하다.

설명되지 않은 본 발명의 의료 장치(10)의 다양한 소자의 구조 또는 조합의 세부 사항은 본 발명의 장점의 달성에 임

계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믿어지며, 소자가 설명된 바와 같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강도 또는 기계적 특성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 이런 구성의 소정의 세부 사항의 선택은 본 내용의 견지에서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의 능력내에서 양호하

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이유로, 본 발명의 의료 장치(10)의 대부분의 실시예는 재사용형 보다 일회용 장

치로 구성되는 것이 적합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다양한 수술 절차의 수행에 유용하며, 다양한 수술 절차의 수행을 위한 장치의 제조에 유용하고, 따라서, 

인간 및 동물 의료 분야에 응용성을 가진다.

그러나, 상술한 장치는 단지 본 발명의 원리의 예시적인 실시예일 분이며, 이들을 사용하는 다른 장치 및 방법이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 의해 본 발명의 개념 및 범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안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설명된 부분을 포함 또는 그로 구성되는 실시예 양자 모두에 관련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의료 장치(10)의 단지 일부만이 대생물작용재료로 코팅될 필요가 있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의

료 장치(10)의 서로 다른 부분이 서로 다른 대생물작용 재료로 코팅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장치의 다양한 부품, 오목부, 부분, 측면, 세그먼트, 채널 등에 다른 대생물작용, 코팅 또는 성층 재료와 조합하

여 또는 단독으로 대생물작용 재료가 배치될 수 있다. 이는 전달 위치에 대한 대생물작용 재료의 방출을 추가로 제어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구성은 미국 특허 제 5,380,299; 5,609,629; 5,824,049; 5,873,904; 6,096,070; 6,299,604에

고려 및 기술되어 있으며, 이들은 본 발명에서 참조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하게, 출원 번오 08/956,715; 09/027,054 

및 09/850,691호 같은 이들 특허를 우선권으로 주장하는 현재 계류중인 특허 출원도 고려되며, 이들도 본 명세서에

서 참조하고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의료 장치는 대생물작용 재료가 내부에 배치될 수 있는 장치의 표면 영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채널, 홈, 오목부, 함몰부, 돌출부, 누적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환자내로 도입되는 의료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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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장치의 표면중 일부 이상이 조면화된, 비평탄, 비평활,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을 형성하도록 처리되고,

적어도 상기 표면의 상기 부분상에 대생물작용 재료가 형성되는 의료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정도는 상기 표면에 상기 대생물작용 재료의 충분한 부착을 제공하도록 제어되는 의료 

장치.

청구항 3.
의료 장치에 있어서,

환자내로 도입되도록 적응된 구조체와 대생물 작용 재료의 층을 포함하고,

상기 구조체는 하나 이상의 조면화된, 비평탄, 비평활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을 구비하는 기재를 포함하며,

상기 대생물작용 재료의 층은 상기 구조체의 상기 기재의 하나 이상의 표면 바로 위에 위치되는 의료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구조체의 기재는 스테인레스강, 탄탈륨, 티타늄, 니티놀, 금, 백금, 인코넬(inconel), 이리듐, 

은, 텅스텐 또는 다른 생체친화성 금속이나, 그 합금; 탄소 또는 탄소섬유; 셀룰로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 

셀 룰로스 니트레이트(cellulose nitrate), 실리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폴리우

레탄(polyurethane), 폴리아미드(polyamide), 폴리에스터(polyester), 폴리오르소에스터(polyorthoester), 폴리안하

이드리드(polyanhydride), 폴리에테르 설폰(polyether sulfone),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폴리프로필렌(pol

ypropylene), 고 분자량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또는 다른

생체친화성 중합성 재료나 이들의 혼합물 또는 공중합체; 폴리랙틱산(polylactic acid), 폴리글리콜릭산(polyglycolic

acid)이나 그 공중합체, 폴리안하이드리드(polyanhydride), 폴리카프로락톤(polycaprolactone), 폴리하이드록시부

티레이트 발레레이트(polyhydroxybutyrate valerate), 또는 다른 생체분해성 폴리머나, 이들의 혼합물 또는 공중합

체; 단백질, 엑스트라셀룰러 메트릭스 콤포넌트(extracellular matrix component), 콜라겐(collagen), 피브린(fibrin)

또는 다른 생물제제(biologic agent); 또는 이들의 적합한 혼합물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대생물작용 재료의 층은 파실택셀(paclitaxel), 택샌(taxane) 또는 다른 파실택셀 유사체; 에

스트로겐(estrogen) 또는 에스트로겐 유도체; 헤파린(heparin) 또는 다른 트롬빈 억제제(thrombin inhibitor), 히루딘

(hirudin), 히룰로그(hirulog), 아르가트로반(argatroban), D-페닐알라닐-L-폴리-L-아기닐 클로로메틸 케톤(D-phe

nylalanyl-L-poly-L-arginyl chloromethyl ketone) 또는 다른 항혈전제(antithrombogenic agent)나 그 혼합물; 유

로키나제(urokinase), 스트렙토키나제(streptokinase), 조직 플라즈미노겐 활성인자(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다른 혈전용해제(thrombolytic agent)나 그 혼합물; 항섬유소용해제(fibrinolytic agent); 혈관경련 억제제(vas

ospasm inhibitor); 칼슘 통로 차단제(calcium channel blocker), 니트레이트, 니트릭 옥사이드, 니트릭 옥사이드 촉

진제(nitric oxide promoter), 또는 다른 혈관확장제(vasodilator); 항균제(antimicrobial agent) 또는 항생제(antibio

tic); 아스피린(aspirin), 티클로프딘(ticlopdine) 또는 다른 항혈소판제(antiplatelet agent); 혈관 내피 증식 팩터(VE

GF) 또는 그 유사체; 콜히친(colchicine) 또는 다른 세포분열저지물(antimitotic) 또는 다른 미소관 억제제(microtubu

le inhibitor); 사이토챌라신(cytochalasin) 또는 다른 액틴 억제제(actin inhibitor); 리모델링 억제제(remodeling inh

ibitor); 디옥시리보누슬레익산(deoxyribonucleic acid), 안티센스 뉴클레오티드(antisense nucleotide) 또는 다른 

분자 유전 중재제(agent for molecular genetic intervention); GP IIb/IIIa, GP Ib-IX 또는 다른 억제제나 표면 당단

백 수용체(surface glycoprotein receptor); 메토트랙세이트(methotrexate) 또는 다른 항대사제(antimetabolite)나 

항증식제(antiproliferative agent); 항암 화학요법제(anti-cancer chemotherapeutic agent); 덱사메타손(dexameth

asone), 덱사메타손 소듐 포스페이트(dexamethasone sodium phosphate), 덱사메타손 아세테이트(dexamethason

e acetate) 또는 다른 덱사메타손 아세테이트 유도체나 다른 항염 증 스테로이드(anti-inflammatory steroid); 프로

스타글란딘(prostaglandin), 프로스타사이클린(prostacyclin) 또는 그 유사체;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cyclospo

rine) 또는 라파마이신(rapamycin) 등); 항생제(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등),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또는 반코마이신(vancomycin); 도파민(dopamine), 브로모크립틴 메실레이트(bromocriptine mesylate), 퍼골리드 

메실레이트(pergolide mesylate) 또는 다른 도파민 작용제(dopamine agonist);  60 Co,  192 Ir,  32 P,  111 In,  90 Y, 
99m Tc 또는 다른 방사선치료제(radiotherapeutic agent); 이오딘 함유 화합물(iodine-containing compounds), 바

륨 함유 화합물(barium-containing compounds), 금, 탄탈륨, 백금, 텅스텐 또는 방사선 불투과제로서 기능하는 다른

중금속; 펩타이드(peptide), 단백질, 효소, 엑스트라셀룰러 메트릭스 콤포넌트(extracellular matrix component), 셀

룰러 콤포넌트(cellular component) 또는 다른 생물제제; 캡토프릴(captopril), 에날라프릴(enalapril) 또는 다른 안

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 inhibitor); 아스코르빅산(ascorbic aci

d), 알파토코페롤(alphatocopherol), 과산화 디스뮤타제(superoxide dismutase), 데페르옥시민(deferoxyamin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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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미노스테로이드(라사로이드(lasaroid)) 또는 다른 자유 라디칼 스캐빈저(free radical scavenger), 철 첼레이터(i

ron chelator) 또는 항산화제(antioxidant); 안지오펩틴(angiopeptin);  14 C-,  3 H-,  131 I-,  32 P-,또는  36 S-방사

성 동위원소 표지체(radiolabelled form) 또는 상술한 것들 중 소정의 다른 방 사선 동위원소 표지체; 또는 그 혼합물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의료 장치.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구조체의 상기 기재의 상기 하나 이상의 표면은 약 10μin.(약 250nm)의 평균 표면 조도와, 

약 1μin.과 약 100μin.(약 25nm과 약 2.5㎛) 사이의 표면 조도 범위를 가지는 의료 장치.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의료 장치는 대생물작용 재료의 층 위에 어떠한 부가 코팅 또는 층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없

는 의료 장치.

청구항 8.
의료 장치에 있어서,

환자에 도입되도록 적응된 구조체와, 대생물작용 재료로 이루어진 층을 포함하고,

상기 구조체는 하나 이상의 조면화된, 비평탄, 비평활, 또는 조면화된 표면을 가지는 기재를 포함하고, 혈관 스텐트로

서 구성되며, 스테인레스강, 니티놀 및 니켈과 티타늄의 합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상기 대생물작용 재료층은 상기 구조체의 기재의 하나 이상의 표면 바로 위에 배치되고,

상기 대생물작용 재료는 파슬리택셀을 포함하며,

상기 구조체의 상기 기재의 상기 하나 이상의 표면은 약 10μin.(약 250nm)의 평균 표면 조도와, 약 1μin.과 약 100

μin.(약 25nm과 약 2.5㎛) 사이의 표면 조도 범위를 가지는 의료 장치.

청구항 9.
의료 장치 제조 방법에 있어서,

표면을 가지는 기재를 포함하고, 환자내로 도입되도록 적응된 구조체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구조체의 상기 기재의 표면을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하는 단계와,

상기 구조체의 상기 기재의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 바로 위에 대생물작용 재료층을 위치시키는 단계를 포함

하고,

결과적인 의료 장치가 상기 대생물작용 재료층 위에 어떠한 부가 코팅 또는 층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의료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스테인레스강, 탄탈륨, 티타늄, 니티놀, 금, 백금, 인코넬(inconel), 이리듐, 은, 텅스텐 또는 다른 생

체친화성 금속이나, 그 합금; 탄소 또는 탄소섬유; 셀룰로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 셀룰로스 니트레이트(cel

lulose nitrate), 실리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폴리우레탄(polyurethane), 폴리

아미드(polyamide), 폴리에스터(polyester), 폴리오르소에스터(polyorthoester), 폴리안하이드리드(polyanhydride)

, 폴리에테르 설폰(polyether sulfone),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고 분자량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또는 다른 생체친화성 중합성 재료

나 이들의 혼합물 또는 공중합체; 폴리랙틱산(polylactic acid), 폴리글리콜릭산(polyglycolic acid)이나 그 공중합체,

폴리안하이드리드(polyanhydride), 폴리카프로락톤(polycaprolactone), 폴리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 발레레이트(pol

yhydroxybutyrate valerate), 또는 다른 생체분해성 폴리머나, 이들의 혼합물 또는 공중합체; 단백질, 엑스트라셀룰

러 메트릭스 콤포넌트(extracellular matrix component), 콜라겐(collagen), 피브린(fibrin) 또는 다른 생물제제(biol

ogic agent); 또는 이들의 적합한 혼합물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기재로 수행되는 의료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파실택셀(paclitaxel), 택샌(taxane) 또는 다른 파실택셀 유사체; 에스트로겐(estrogen) 또는 에스

트로겐 유도체; 헤파린(heparin) 또는 다른 트롬빈 억제제(thrombin inhibitor), 히루딘(hirudin), 히룰로그(hiru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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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가트로반(argatroban), D-페닐알라닐-L-폴리-L-아기닐 클로로메틸 케톤(D-phenylalanyl-L-poly-L-arginyl

chloromethyl ketone) 또는 다른 항혈전제(antithrombogenic agent)나 그 혼합물; 유로키나제(urokinase), 스트렙

토키나제(streptokinase), 조직 플라즈미노겐 활성인자(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다른 혈전용해제(thro

mbolytic agent)나 그 혼합물; 항섬유소용해제(fibrinolytic agent); 혈관경련 억제제(vasospasm inhibitor); 칼슘 통

로 차단제(calcium channel blocker), 니트레이트, 니트릭 옥사이드, 니트릭 옥사이드 촉진제(nitric oxide promoter

), 또는 다른 혈관확장제(vasodilator); 항균제(antimicrobial agent) 또는 항생제(antibiotic); 아스피린(aspirin), 티

클로프딘(ticlopdine) 또는 다른 항혈소판제(antiplatelet agent); 혈관 내피 증식 팩터(VEGF) 또는 그 유사체; 콜히

친(colchicine) 또는 다른 세포분열저지물(antimitotic) 또는 다른 미소관 억제제(microtubule inhibitor); 사이토챌라

신(cytochalasin) 또는 다른 액틴 억제제(actin inhibitor); 리모델링 억제제(remodeling inhibitor); 디옥시리보누슬

레익산(deoxyribonucleic acid), 안티센스 뉴클레오티드(antisense nucleotide) 또는 다른 분자 유전 중재제(agent f

or molecular genetic intervention); GP IIb/IIIa, GP Ib-IX 또는 다른 억제제나 표면 당단백 수용체(surface glycop

rotein receptor); 메토트랙세이트(methotrexate) 또는 다른 항대사제(antimetabolite)나 항증식제(antiproliferative

agent); 항암 화학요법제(anti-cancer chemotherapeutic agent);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덱사메타손 소듐 

포스페이트(dexamethasone sodium phosphate), 덱사메타손 아세테이트(dexamethasone acetate) 또는 다른 덱사

메타손 아세테이트 유도체나 다른 항염증 스테로이드(anti-inflammatory steroid);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프로스타사이클린(prostacyclin) 또는 그 유사체;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 또는 라파마이신(rapa

mycin) 등); 항생제(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등),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또는 반코마이신(vancomyc

in); 도파민(dopamine), 브로모크립틴 메실레이트(bromocriptine mesylate), 퍼골리드 메실레이트(pergolide mesyl

ate) 또는 다른 도파민 작용제(dopamine agonist);  60 Co,  192 Ir,  32 P,  111 In,  90 Y,  99m Tc 또는 다른 방사선치료

제(radiotherapeutic agent); 이오딘 함유 화합물(iodine-containing compounds), 바륨 함유 화합물(barium-contai

ning compounds), 금, 탄탈륨, 백금, 텅스텐 또는 방사선 불투과제로서 기능하는 다른 중금속; 펩타이드(peptide), 단

백질, 효소, 엑스트라셀룰러 메트릭스 콤포넌트(extracellular matrix component), 셀룰러 콤포넌트(cellular compo

nent) 또는 다른 생물제제; 캡토프릴(captopril), 에날라프릴(enalapril) 또는 다른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angi

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 inhibitor); 아스코르빅산(ascorbic acid), 알파토코페롤(alphatocopher

ol), 과산화 디스뮤타제(superoxide dismutase), 데페르옥시민(deferoxyamine), 21-아미노스테로이드(라사로이드(

lasaroid)) 또는 다른 자유 라디칼 스캐빈저(free radical scavenger), 철 첼레이터(iron chelator) 또는 항산화제(ant

ioxidant); 안지오펩틴(angiopeptin);  14 C-,  3 H-,  131 I-,  32 P-,또는  36 S-방사성 동위원소 표지체(radiolabelled

form) 또는 상술한 것들 중 소정의 다른 방사선동이원소 표지체; 또는 그 혼합물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대생물작

용 재료로 수행되는 의료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배치 단계는 상기 구조체의 기재의 상기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된 표면상에 상기 대생물작용

재료의 용액을 분무함으로써 수행되는 의료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 단계는 상기 구조체의 상기 기재의 상기 표면을 마찰 연마(abrading)

함으로써 수행되는 의료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상기 마찰 연마는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칼슘 카보네이트, 알루미늄 옥사이드, 콜마니트, 분쇄 유리 또는 

분쇄 호두껍질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연마제 입자로 수행되는 의료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마찰 연마는 약 5미크론(5㎛) 내지 약 500미크론(500㎛)의 입자 크기를 가지는 연마제 입자

로 수행되는 의료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마찰 연마는 약 50미크론(50㎛)의 공칭 입자 크기를 가지는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사용하여 

수행되는 의료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마찰 연마는 약 5 내지 약 200PSI(약 34 내지 약 1380KPa)의 유동하의 압력에서 전달되는 

연마제 입자로 수행되는 의료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마찰 연마는 약 1 내지 약 1000g/min의 입자 공급 율로 전달되는 연마제 입자로 수행되는 

의료 장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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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마찰 연마는 약 10μin.(약 250nm)의 평균 표면 조도와, 약 1μin.과 약 100μin.(약 25nm

과 약 2.5㎛) 사이의 표면 조도 범위를 가지는 상기 구조체의 상기 기재상의 조면화 또는 텍스쳐가공 표면을 산출하도

록 수행되는 의료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20.
제 9 항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제조된 제품.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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