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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백혈구 제거 필터재

요약

백혈구 제거 필터재,  그것의  제조 방법  및  그것을  함유하는  백혈구 제거 장치.     필터재는  1.0 
㎛ 이상  100 ㎛ 미만의  평균 직경의  세공을  갖는  다공질 소자,  및  다공질 소자 상에  지지된  
0.01 ㎛ 이상  1.0 ㎛ 미만의  평균 섬유 직경의  섬유 구조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50 이상  
95 % 의  다공율을  가지고,  0.01 중량 % 이상  30 중량 % 미만의  섬유 구조체 함량을  가진다.     섬
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에   대한   다공성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의   비는   2  이상   2,000 
미만이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백혈구 함유액에서  백혈구를  제거하기 위한  백혈구 제거 필터재,  그것의  제조 방법,  그
것을  이용한  백혈구 제거 장치  및  백혈구 제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수혈 분야에  있어서,  공혈자로부터  모은  소위  항응고제를  첨가하여 전혈제제를 수혈하고, 소위  전
혈수혈에  부가하여,  전혈제제로부터  수혈자가  필요로  하는  혈액 성분을  분리하고,  그 혈액 성분
을  전입하여,  소위  혈액 성분 수혈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수행되어 왔다.     혈액 성분 수혈은  
수혈자가  필요로  하는  혈액 성분의  종류에  따른  적혈구 수혈,  혈소판 수혈,  혈장 수혈 등을  포
함하고, 이 수혈에  사용되는  혈액 성분 제제는  적혈구 제제,  혈소판 제제,  혈장 제제 등을  포함한
다.     최근,  혈액 성분 제제와  혼합된  백혈구를  제거한 후  혈제제를  수혈함으로써,  소위  백혈
구 제거 수혈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수혈에  동반된  두통,  구토,  오한,  비용혈성 발열 반응 
등의   비교적  경미한  부작용과  수혈자에게  중한  영향을  미치는  알로항원감작,  바이러스 감염,  
수혈 후 GVDH 등의  중한  부작용인  수혈에  사용되는  혈제제와  혼합된  백혈구에  의해  주로  유발
된다.

두통,  구토,  요한 등을  비롯한  비교적 경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혈구 잔존율이  10
-1
  

내지  10
-2
  또는  그 이하가  될 때까지  혈제제 내의  백혈구를  제거하면  충분하다고  일컬어 진다.     

또한,  중한  부작용인  알로항원 감작  및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혈구 잔존율이  10
-4
  

내지  10
-6
  또는  그 이하가  될 때까지  혈제제 내의  백혈구를  제거하면  충분하다고  일컬어 진다.

혈제제로부터  백혈구를  제거하는  방법을  크게  두 방법으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백혈구를  원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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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로  혈액 성분의  비중 차를  이용하여  분리,  제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섬유 소재,  연
속 기공이 있는  다공질체 등과  같은  필터재를  이용하여  백혈구를  제거하는  필터법이다.  필터법은  
우수한  백혈구 제거능,  단순 조작,  저비용 등의  유리한 점을  인해,  확산되어 왔다.     게다가,  
필터법으로서  필터재로서  부직포를  이용하여  백혈구를  점착  또는  흡착으로  제거함으로  이루어진  
필터법이  특히  백혈구 제거능이  우수하여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섬유소재  또는  다공질체를  이용한  필터 장치에  의한  백혈구 제거 메카니즘은  필터재의  표
면과  접해 있는  백혈구가  필터재에  점착  또는  흡착되는  사실을  주로  이용한 것이다.     
예로써,  EP-A-0155003 은  필터재로서  부직포를  이용하는  기술을  공개한다.     또한,  WO93/01880 
은  섬유 직경이  0.01 ㎛ 이하이고,  길이가  약  1  내지  50 ㎛ 인  소섬유편의  많은  집합체와,  세
밀한 정도가  약  0.05  내지  0.75 d 이고,  평균 길이가  3  내지  15 mm 인  방직가능한  단섬유등을  
같이  분산 매질에  분산시키고,  수득한  분산액으로부터  분산매질을  제거함으로써  백혈구 제거 필터
재를  제조함을  공개하고 있다.

현행  백혈구 제거 필터는  잔존 백혈구를  1 x 10
5
 개 이하로  감소시키는  백혈구 제거능을  가진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백혈구 제거 필터의  두가지  요구가  시장에서  제기되어 왔다.

첫 번째  요구는  유용 성분의  회수율을  증진하고,  생리식염수와 공기가 존재에  의해  필터  및  회
로에  유용 성분의  회수 조작을  불필요하게 하는  조작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특히,  혈제제의  
원료인  혈액이  많은  경우,  선의의  혈액 기증으로  제공된  귀중한  혈액,  및  필터에  잔존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혈액은  그대로  긁어서  필터와  함께  폐기 처분한다.     그러므로  현행  백
혈구 제거 필터와  비교 시의  유용 성분의  회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종
래 기술을  이용한  백혈구 제거 필터의  경우,  유용 성분 회수를  매우  많이  증가시키기는  어렵다.

두 번째  요구는  현행  백혈구 제거 필터보다  백혈구 제거율이  높고,  환자에게  수혈된  백혈구에  
의해  유발되는  중한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 기술을  이용한  백혈구 
제거 필터로는,  그러한  부작용을  완전히  해소하리 만틈  백혈구 제거율이  높도록  하기  어렵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의  첫 번째 목적은  종래  필터재보다  단위 체적 당 백혈구 제거능이  매우  높고,  백혈구 함
유액의  흐름이  좋은  백혈구 제거 필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필터재는  평균 세공 직경이 1.0 
㎛ 이상  100 ㎛ 미만인  다공질 소자,  그 다공질 소자 상에  보유된,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다수의  섬유로  구성된  섬유 구조체로  이루어져 있고,  상기  필터재의  다공율이  50 
% 이상  95 % 미만이며,  상기  섬유 구조체의  상기  필터재에  대한  비율 (이하,  '비율'을  '보유
율'이라고  칭함) 이  0.01 중량 % 이상  30 중량 % 미만이고,  상기  다공질 소자 공극의  평균 세공 직
경 (이후,  경우에  따라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이라  칭함) 과  상기  섬유 구조체를  구성하
는  섬유의  평균 섬유 직경 (이후,  경우에  따라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이라  칭함) 의  비율
은  2 이상  2,000 미만이며,  상기  섬유  구조체가  망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백혈구 제거 필터재
이다.     본 발명자들은  그러한  백혈구 제거 필터재를  사용할 경우,  상기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본 발명의  두 번째 목적은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재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방법은  분할성  섬유를  분할하여  수득한,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섬유를  
용매에  분산시키고  침착하여,  평균 세공 직경이  1.0 ㎛ 이상  100 ㎛ 미만인  세공을  갖는  다공질 
소자 (이후,  경우에  따라  1.0 ㎛ 이상  100 ㎛ 미만의  평균 세공 직경을  갖는  다공질 소자라고  칭
함) 상에  유지시키는,  필터재의  제조 방법이며,  셀룰로스 섬유생산성이  있는  미생물과   평균 세공 
직경이  1.0 ㎛ 이상  100 ㎛ 미만인  다공질 소자를  액체 배지에  공존하게  하며,  그 미생물을  배양
하는 것을  포함하는  필터재 제조 방법 등이다.     본 발명자들은  그러한  방법에  따라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재를  매우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음을  밝혀 내었다.

본 발명의  세 번째  목적은  전혈제제,  적혈구제제,  혈소판제제 등의  백혈구 함유액으로부터,  유용
한  혈액 성분의  손실을  극도로  억제하고,  백혈구 제거율을  높이면서  백혈구를  제거할 수 있는  
백혈구 제거용 필터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자들은  평균 세공 직경이  1.0 ㎛ 이상  100 
㎛ 미만인  다공질 소자  및,  그 다공질 소자 상에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다수의  섬유로  이루어진  섬유 구조체 (이하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섬유 
구조체라  칭함)로  이루어져  있고,  다공율이  50 % 이상  95 % 미만이며,  상기  섬유 구조체의  상기  
필터재에  대한  보유율이  0.01 중량 % 이상  30 중량 % 미만이고,  상기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
경과  상기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가  2 이상  2,000 미만이며,  상기  섬유 구조체가  망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백혈구 제거 필터재가  적절히  배열되어 있는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로  백혈
구 함유액을 여과할 경우,  유용한  혈액 성분의  손실이  저하되고,  고 백혈구 제거율을  달성할 수 있
음을  밝혀 내었다.

본 발명자들은  상기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폭넓은  연구를  거듭하고,  결과적으로   평균 세공 직
경이  1.0 ㎛ 이상  100 ㎛ 미만인  다공질 소자  및,  그 다공질 소자 상에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다수의  섬유로  이루어진  섬유 구조체로  이루어져 있고,  다공율이  50 % 이상  
95 % 미만이며,  필터재에  대한  상기  섬유 구조체의  보유율이  0.01 중량 % 이상  30 중량 % 미만이
고,  상기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상기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가  2  이상  
2,000 미만이며,  상기  섬유 구조체가  망상 구조를  가진  백혈구 제거 필터재에  관한  본 발명을  완
수하였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곡선 상의  망상 구조를  갖는  필터재의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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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는  다각형 상의  망상 구조를  갖는  필터재의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도 3 은  상이한  섬유 직경을  갖는  섬유를  혼직한  부직포상의  필터재의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서  말한  평균 섬유 직경은  섬유 구조체를  구성하는  섬유의  주사형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
어 내어,  무작위로  선택한  100 개 이상의  섬유의  직경을  측정하여  그것들이  수 평균을  구한 것
이다.     평균 섬유 직경의  측정은  상기  섬유를  기재로  하는  다공질 소자에  보유되기 전  또는  
후에  수행한다.     특히,  다공질 소자가  섬유 집합체인  경우,  다공질 소자 상에  섬유를  보유하기 
전에  평균 섬유 직경을  측정하는 것이  측정을  보다  정확히  수행할 수 있다. 

0.01 ㎛ 미만의  평균 섬유 직경을  갖는  섬유는  저 섬유 강도를  가지고,  백혈구 함유액을  처리할 
때,  섬유가  백혈구  및  기타 혈세포 성분 등의  충돌로  절단되는  경향이 있어,  상기  섬유는  본 
발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1.0 ㎛ 이상의  평균 섬유 직경을  갖는  섬유는  필터재의  개
공율을  줄여,  백혈구 함유액의  흐름을  나쁘게 하므로,  상기  섬유는  본 발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백혈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작은  직경을  가지고,  저점착성을  갖는  림포구 등을  고효율
로  필터재와  많은  점에서  접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섬유의  평균 섬유 직경은  바람직하게  0.01 ㎛ 
이상  0.8 ㎛ 미만이다.

또한,   본  발명의   섬유  구조체에서는,   매우   작은   섬유  직경을   갖는   섬유는   망상  구조를   
형성한다.    그러한  망상 구조는  다공질 소자 상에  보유된다.     본 발명에서,  섬유 구조체가  다
공질 소자 상에  보유된다는 것은  상기  망상 구조가,  기재 물질인  도 1  또는  도 2 에  나와 있는 
바대로  다공질 소자의  중심부가  기재 물질 상에  고정되게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도 1  및  도 
2 는  대표적 망상 구조를  갖는  본 발명의  필터재의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도 1  및  도 2 를  기재
로,  본 발명의  물리적 구조 상의  특징은  하기에  있다.

본 발명의  필터재에서,  0.01 ㎛ 이상  1.0 ㎛ 미만의  평균 섬유 직경을  갖는  다수의  섬유가  망상 
구조를  가지고,  섬유 구조체를  형성하며,  그 섬유 구조체가   1.0 ㎛ 이상  100 ㎛ 미만의  평균 세
공 직경을  갖는  세공을  갖는  다공질 소자 상에  보유된다.     그러나  섬유 구조체를  구성하는  섬
유는  다발 형태가  아닌,  섬유가  찢어진  상태로  있는  소위  단섬유 형태이고,  다수의  그 단섬유
가  물리적으로  얽혀,  망상 구조를  형성한다.     본 발명에서  칭해지는  망상 구조는,  도 1 에서와  
같이  섬유 구조체를  구성하는  섬유가  굽은  구조를  갖기 때문에  형성된  망이  굽어 있는  구조,  
및  도 2 에서와  같이  형성된  망이  섬유 구조체를  구성하는  섬유가  직선 상의  구조를  갖기 때문
에  형성된  망이  다각형 상인  구조를  포함한다.     

그 망상 섬유 구조체가  백혈구 함유액의  흐름과  수직 단면으로  다공질 소자 상에  균일하게  보유될 
경우,  백혈구를  고효율로  포획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섬유 구조체가  다공질 소자 상에  백
혈구 함유액의  흐름과  수직 단면으로  균일하게  보유된다는 것은,  백혈구 함유액의  흐름과  수직 단
면에  있는  필터재의  부분이  무작위로  샘플링되고,  각 샘플링된  필터재 부분에  함유된  섬유 구조
체 도입량 (밀도) 이  실질적으로  균등함을  의미하고,  그 도입량은  샘플링된  필터재의  각 부분에  
있는  소정량의  필터재에  있는  섬유 구조체의  양의  분산도를  측정하여  실질적으로  구한다.

또한,  백혈구 함유액의  흐름과  수직 단면에  있어  무작위로  샘플링된  필터재의  각 부분에  섬유 
구조체의  실질적을  동등한  도입량에  부가하여,  각 부분의  망 크기의  분포가  실질적으로  동등하
고,  실질적으로  같은  망상 구조가  형성된다.     말하자면,  본 명세서에서,  그러한  상태를  '균일
한  망상 구조가  형성된다' 라고  표현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균일한  망상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은  무작위로  샘플링된  필터재의  각 부분에  있는  망상 구조가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대략적  망 크기  및  유사한  망 형태의  분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임을  말한다.     균
일한 망상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는,  무작위로  샘플링한  필터재의  각 부분에서의  망상 구조를  
관찰할 경우,  각 부분의  망 크기 분포가  매우  상이하고,  그것의  형태가  명백히  상이한 것을  말
한다.

본 발명의  필터재에  있어서,  0.01 ㎛ 이상  1.0 ㎛ 미만의  평균 섬유 직경을  갖는  섬유 구조체가  
망상 구조를  형성하고,  1.0 ㎛ 이상  100 ㎛ 미만의  평균 세공 직경을  갖는  다공질 소자 상에  보유
되며,  필터재의  다공율이  50 % 이상  95 % 미만이며,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상기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가  2 이상  2,000 미만인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평균 세공 직경은  수은 압입법에  따른  측정으로  구한 값이다.     즉,  수은 압입압 1 
psia 에서  수은 압입량이  0 % 이고,  수은 압입압 2650 psia 에서  수은 압입량이  100 % 일 경우,  50 
% 의  수은 압입량에  상응하는  세공 직경을  평균 세공 직경이로 한다.     평균 세공 직경이  1.0 ㎛ 
미만인 경우,  백혈구 함유액이  흐르지 않아,  본 발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평균 세공 직경
이  100 ㎛ 이상인 경우,  섬유 구조체를  유지하기  종종  어려우므로,  본 발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양호한  상태의  백혈구 함유액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섬유 구
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 간의  비가  바람직하게  2 이상  2,000 미만이다.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섬
유 직경과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 간의  비가  2 미만인 경우,  다공질 소자의  세공 직경과  
섬유 구조체를  구성하는  섬유의  직경 간에  차이가  실질적으로  없고,  다공질 소자의  세공이  섬유
로  막혀,  결과적으로  백혈구 함유액의  흐름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 간의  비가  
2,000 이상인 경우,  다공질 소자의  세공 직경이  크고,  섬유 구조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므로,  
다공질 소자의  세공이  섬유 구조체로  덮히고,  백혈구 제거능이  극도로  저하된다.     그에  부가하
여,  다공질 소자를  갖는  섬유 구조체의  얽힘이  불충분하고,  섬유 구조체가  탈락하는  위험이  있
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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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1,800 미만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언급되는  다공질 소자로서는,  1 ㎛  이상  100 ㎛ 미만의  평균 세공 직경을  갖는  섬유 
집합체,  다공질 필름,  스폰지 상의  연속  다공질체 등을  들 수 있다.     다공질 소자로서,  상기  
섬유 집합체가  바람직하고,  장섬유로  이루어진  섬유 집합체가  특히  바람직하다.     섬유 집합체의  
형태는  부직포,  직포,  편포 (編布) 등이  바람직하나,  특히  바람직한 것은  부직포이다.     다공질 
소자가  섬유 집합체인  경우,  섬유 구조체에  대한  섬유 집합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가  바람직하
게  10 이상  1,000 미만이기 때문에,  백혈구 함유액의  흐름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다공질 소자 재료로서,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테르,  폴리올레핀,  폴리아미드,  폴리스티렌,  폴리아크
릴로니트릴,  셀룰로스,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등과  같은  부직포,  직포,  편포,  다공질 필름,  스폰
지 상의  연속 다공체 등을  형성할 수 있는  임의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재에  있어서,  필터재에  대한  섬유 구조체의  보유율은  0.01 중량 
% 이상  30 중량 % 미만이  바람직하다.     보유율이  0.01 중량 % 미만인  경우,  백혈구 함유액에서  
백혈구를  포획하기 위한  섬유의  충분량을  수득하지 못하므로,  본 발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보유율이  30 중량 % 이상인 경우,  다공질 소자에  도입된  섬유량이  너무  크고,  다공질 소자의  세
공 비율이  제한됨으로써,  백혈구 함유액이  흐르지 않아,  본 발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필
터재에  대한  섬유 구조체의  보유율이  0.03 중량 % 이상  10 중량 % 미만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보유율의  측정은  다공질 소자 상에  섬유 구조체를  보유하기 전과  후의  중량 변화로부터  수행한다.     
또한  섬유 구조체의  보유율이  필터재 단위 중량에  대해  약 3 중량 % 미만 정도로  작은 경우,  상기  
중량 측정법보다  섬유 구조체의  보유율을  보다  정확히  구하는데  있어,  섬유 구조체만  용해시켜,  
압출하고,  그 압출된  성분량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샘플로서  섬유 구조체가  셀룰로
스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그것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은  특별히  하기에  설명된다.     본 발
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재를  셀룰로스 용액에  침액,  교반하고,  섬유 구조체의  셀룰로스를  글루코스
로  분해시키고,  그 글루코스를  추출한다.     추출된  글루코스를  시판되는  정량 시약을  사용하여  
정량하고,  구한  글루코스 량으로부터  다공질 소자 상에  보유된  섬유 구조체 량을  계산한다.

고 백혈구 제거능을  달성하기 위해,  섬유 구조체를  다공질 소자 전반에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섬유 구조체가  제조 공정으로  인한  한계 때문에  다공질 소자의  안쪽  깊숙한 곳에  보유되
기가  어려운 경우,  섬유 구조체가  다공질 소자의  한쪽 표면에  보유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섬유 
구조체의  보유율을  증가시킴으로써  단순히  필터재의  백혈구 제거능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서,  섬
유 구조체를  다공질 소자의  양쪽  표면 상에  보유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실질적으로  
균일하게  섬유 구조체를  다공질 소자에  보유하여,  고 백혈구 제거능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재에서,  다공율이  50 % 이상  95 % 미만이  바람직하다.     필터재의  다
공율이  50 % 미만인  경우,  백혈구 함유액의  흐름이  나쁘고,  본 발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다공율이  95 % 이상인 경우,  필터재의  기계적 강도가  낮으며,  백혈구 함유액을  처리할 때  필터재
가  파손되며,  더 이상  필터재로서  그 작용을  수행하지 못하여,  본 발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다공율의  측정은  소정의  면적에  절단된  필터재의  건조 중량 (W1)을  특정하고,  그에  더  두께를  

측정하며,  체적 (V)을  계산하며,  그 필터재를  물에  침액하여  탈기한 후,  함수 필터재의  중량 (W

2)을  측정하고,  하기  계산식 (식 중에서,  ρ 는  순수(純')의  밀도임) 으로부터  다공율을  계산한

다 :

다공율 (%) = (W2 - W1) x ρ x 100/V.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재의  두께는  백혈구 함유액의  흐름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0.1 mm 이상  
30 mm 미만이다.     두께가  0.1 mm 미만인  경우,  필터재와  백혈구 함유액 중의  백혈구 간의  충돌 
빈도수가  감소하고,  따라서  고 백혈구 제거능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두
께가  30 mm 이상인 경우,  백혈구 함유액 통과에 대한 필터재의 저항력이 높아, 처리 시간이 연장되고, 
적혈구 막이 파쇄되어 용혈이 일어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     흐름 방향의 필터재의 
두께가  0.1 mm 이상  15 mm 미만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필터재의  제조 방법으로,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섬유를  용매에  
분산시키고,  그것을  제지에  의해  1.0 ㎛ 이상  100 ㎛ 미만의  평균 세공 직경을  갖는  다공질 소자 
상에  보유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 방법을  채택할 경우,  수득된  백혈구 제거 필터재에서,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에  대한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의  비가  16 이상  300 미만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필터재에  대한  섬유 구조체의  비를  0.3 중량 % 이상  5.0 중량 % 미만
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이  0.05 ㎛ 이상  0.5 ㎛ 
미만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필터재의  제조 방법으로,  셀룰로스 섬유 생산능이  있는  미생물과  1.0 ㎛ 이상  
100 ㎛ 미만의  평균 세공 직경을  갖는  다공질 소자를  액체 배지에  공존시켜,  그 액체 배지 중에  
미생물을  배양하며,  다공질 소자를  회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수
득된  백혈구 제거 필터재에서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에  대한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
의  비가  160 이상  1,500 미만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필터재에  대한  섬유 구조체의  비를  
0.03 중량 % 이상  1.0 중량 %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0.05 ㎛ 미만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재를  처리할 때,  후가공으로서  비수용성 고분자 용액 등의  결합제로  처
리할 경우,  일반적으로  섬유 구조체를  구성하는  섬유가  다발 형태의  다른 것과  다발을  이루어는  
경우,  막상 물질이  다수의  섬유 사이에  형성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망상 구조가  파쇄되는  가
능성이  있어,  필터재를  그러한  결합제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섬유가  상대
적으로  두껍고  짧으며,  그것의  다공질 소자와의  물리적 얽힘이  불충분할  경우,  후가공으로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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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묽은  불수용성 고분자 용매 등의  결합제로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재를  처리함으로써  다
공질 소자 상에  섬유를  효과적으로  고정할 수 있고,  따라서  섬유 탈락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혈소판  또는  적혈구가  점착하기 어려운  표면에  백혈구 제거 필터재의  표면을  개질하여,  
혈소판  또는  적혈구의  회수율을  증가시키고,  백혈구만을  제거한다.     필터재의  표면을  개질하
는  방법으로서,  표면 그라프트-중합,  고분자 재료의  코팅  또는  방전처리 등을  들 수 있다.

필터재의  표면을  표면 그라프트 중합  또는  고분자 재료의  코팅으로  개질할 때  사용되는  고분자 
재료로서,  비이온성 친수성기를  갖는  고분자 재료가  바람직하다.     비이온성 고분자 재로로서,  히
드록실기,  아미도기,  폴리에틸렌 옥시드 체인 등을  들 수 있다.     비이온성 친수성기를  갖는  고분
자 재료 합성에  사용가능한  단량체는  예로써  2-히드록시에틸 메트아크릴레이트,  2-히드록시에틸 아
크릴레이트,  비닐 알콜 (비닐 아세테이트의  중합으로  수득된  중합체를  가수분해하여  제조),  메트
아크릴아미드,  N-비닐피롤리돈 등을  포함한다.   상기  단량체 중에서,  입수 용이성,  중합 시의  취
급 용이성,  백혈구 함유액의  처리 성능 등의  측면에서  2-히드록시에틸 메트아크릴레이트  및  2-히드
록시에틸 아크릴레이트가  바람직하다.

상기  표면 그라프트 중합  또는  고분자 재료의  코팅에  사용되는  고분자 재료는  바람직하게  비이온
성 친수성 기  및/또는  염기성 질소 함유 관능기를  갖는  중합가능한  단량체를  단량체 단위로서  0.1  
내지  20 몰 % 의  양으로  함유하는  공중합체가  바람직하다.     염기성 질소 함유 관능기로서,  1차 
아미노기,  2차 아미노기,  3차 아미노기,  4차 아미노기 등 ; 피리딜기,  이미다졸기 등의  질소 함유 
방향족기 등을  들 수 있다.     염기성 질소 함유 관능기를  갖는  중합가능한  단량체로서,  디메틸아
미노에틸 메트아크릴레이트,  디에틸아미노에틸 메트아크릴레이트,  디메틸아미노프로필 메트아크릴레이
트,  3-디메틸아미노-2-히드록시프로필 메트아크릴레이트 등의  메트아크릴산의  유도체 ; 알릴아민,  p-
비닐피리딘,  4-비닐이미다졸 등의   질소 함유 방향족 화합물의  비닐 유도체 ; 및 상기  비닐 화합물과  
알킬 할라이드 등을  반응시켜  수득한  4차 암모늄염을  들 수 있다.

상기  중합가능한  단량체 중에서,  중합 시의  사용 용이성,  취급 용이성,  백혈구 함유액 처리 성능 
등의  측면에서  디메틸아미노에틸 메트아크릴레이트 및  디에틸아미노에틸 메트아크릴레이트가  바람직
하다.

수득된  공중합체 중의  염기성 질소 함유 관능기를  갖는  중합가능한  단량체의  단량체 단위 함량이  
0.1 % 미만인 경우,  혈소판이  필터재 표면에  점착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많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공중합체 중의  염기성 질소 함유 관능기를  갖는  중합가능한  단
량체의  단량체 단위 함량이  20 % 이상인 경우,  혈소판  및  적혈구가  필터재 표면에  점착되기 쉽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공중합체 중의  염기성 질소 함유 관능기를  갖는  중합가능한  단량체의  단량체 단위 함량이  0.2  내
지  5 % 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 발명자들은  본 발명의  두 번째  목적인  백혈구 제거 필터재의  제조 방법을  깊이 연구하여,  그 
결과,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섬유가  분산 매질에  분산되어 있고,  제지로
써,  평균 세공 직경이 1.0 ㎛ 이상  100 ㎛ 미만인  다공질 소자 상에  보유되어 있는  경우,  상기  다
공질 소자  및  다수의  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필터재의  다공율이  50 % 이상  95 % 미만이며,  
상기  섬유 구조체의  상기  필터재에  대한  보유율이  0.01 중량 % 이상  30 중량 % 미만이고,  상기  
다공질 소자 공극의  평균 세공 직경과  상기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 간의  비가  2 이상  
2,000 미만이며,  상기  섬유  구조체가  망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백혈구 제거 필터재를  제조하였
고,  본 발명과  같은  그 제조 방법을  완성하였다.

본 발명의  필터재에  망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섬유 구조를  위해,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
상  1.0 ㎛ 미만인  섬유가  휘어진  형상을 하고,  섬유 자체가  부드럽고,  휘어지기 쉽고,  상대적으
로  짧음 등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섬유가  본래  휘어진  형상을  하지 않았다 해도,  열 처리,  
기계적 처리  또는  각종 화학 처리로써  휘어진  형상을  부여하였다면  본 발명에  적용가능하다.

재생 셀룰로스 섬유와  미다공성 분할성 아크릴 섬유 등에  대표적인  분할성 섬유,  기타  JP-B-47-
37648,  JP-A-50-5650,  JP-A-53-38709 등에  나와 있는  공지된  방법으로 수득되는  분할성 복합 조직
을  믹서 등을  이용한  물리적 교반,  고압 액체류 분사,  고압 호모지나이져 내 처리 등을  하여,  평
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상기  섬유를  제조할 수 있다.

쉽게  휘어질 수 있는  섬유의  소재로서,  셀룰로스,  폴리아크릴로니트릴,  폴리에스테르,  
폴리올레핀,  폴리아미드 등이  적합하나,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섬유로  가
공됨과  동시에,  열처리나  기계적 처리로써  휘어질 수 있는  소재는  모두  사용가능하다.

상기  언급된  분할성 섬유 중에,  재생 셀룰로스 섬유를,  필요하다면  산 처리  또는  알칼리 처리한 
후,  믹서 등을  사용하여  용액에  물리적 교반하여,  섬유를  가늘게  분해함으로써  상기  특정 평균 
섬유 직경을  갖는  섬유를  제조하는  방법은,  수득되는  섬유의  섬유 직경이  매우  작고,  휘어진 
형태의 섬유를  쉽게  수득할 수 있으며,  그것의  결과  섬유가  망상 구조를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특히  바람직하다.     제생 셀룰로스 섬유를  가늘게  분해함으로써,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섬유를  수득하는  본 방법은  하기  상세하게  보다  자세히  설명된다.     무엇보다도  
약 10 ㎛ 의  섬유 직경을  갖는  재생 셀룰로스 섬유를  소정의  길이로  절단한 후,  약 3 중량 % 의  
황산 수용액에  침액시키고,  70 ℃에서  30 분간  서행 교반 하에  산 처리한다.     따라서  산 처리한  
재생 셀룰로스 섬유를  물로  세정한 후,  믹서로  30 분  내지  90 분간  10,000 rpm에서  물 내에  격
심하게  교반하면,  재생 셀룰로스 섬유가  가늘게  분해됨으로써,  목적 섬유를  최종적으로  수득한다.

또한,  공지된  해도(sea-island)형  섬유를  원료로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예열처리  또는  기계적 
처리하여  원료 섬유를  휘어진  형상으로  가공한 후,  해성분을  각종  용매를  사용하여  제거함으로
써  수득한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섬유를  또한  본 발명의  상기  백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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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필터재의  제조에  적합하다.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재 제조에  적합한  섬유의  다른  제조 방법은  아래  기재되어 있다.

셀룰로스 생산능이  있는  미생물을  액체 배지 중에서  단속  또는  연속적으로  진동을  주면서  배양
한다.     진동을  주면  셀룰로스 생산능이  있는  미생물이  균체로부터  생성된  셀룰로스 섬유를  절
단,  분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종의  셀룰로스 생산능이  있는  미생물인  초산균의  경우,  셀룰
로스 섬유의  섬유 직경이  약 0.01 ㎛ 이상  약 1.0 ㎛ 미만이고,  셀룰로스 섬유의  생산 속도가  약 2 
㎛/분이다.     따라서,  액체 배지에  진동 주는  시간  및  그 시간 간격을  적당히  설정함으로써,  
소정의  길이를  갖는  섬유를  수득할 수 있다.     배지에서  그 섬유를  회수함으로써,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재의  제조에  적합한  섬유를  또한  수득할 수 있다.     또한  액체 배지에서  미생
물을  배양하면서,  셀룰로스 생산능이  있는  미생물에  간헐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진동을  주어  
수득한  섬유의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섬유를  액체 배지의  격렬한  교반 등의  방법으로  섬유
를  가늘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셀룰로스 생산능이  있는  미생물을  장기간  액체 배지에
서   계속   배양할  때에,   다수의   셀룰로스  섬유  집합체가   집합되는   겔  상의   섬유  덩어리가   
생성된다.     그 겔 상의  섬유 덩어리를  호모지나이져 등으로  파쇄하고,  절단하여,  본 발명의  백
혈구 제거 필터재의  제조에  적합한  섬유를  수득할 수 있다.

이에  수득된  0.01 ㎛ 이상  약 1.0 ㎛ 미만의  평균 섬유 직경을  갖는  섬유를  분산 매질에  분산시
켜,  농도가  약 0.01 g/l  내지  약 1 g/l 이  되도록 하여,  섬유 분산액을  수득한다.     분산 매질
로서,  순수 외에도  약 0.1 %  내지  5 % 의  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섬유의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 0.1 %  내지  5 % 의  폴리아크릴아미드를  첨가하여  점도를  증가시킨  수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

이어서,  1.0 ㎛ 이상  약 100 ㎛ 미만의  평균 세공 직경을  갖는  다공질 소자를  깔대기 모양의  용기
의  저면에  배치하고,  상기  섬유 분산액을  거기에  주입하여,  잠시  방치한 후,  한 번에  방출시키
고,  이어서  다공질 소자를  건조시킴으로써,  본 발명의  필터재를  수득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그러한  제조 방법을  제지하고  칭한다.     이 때,  섬유가  짧다면  다공질 소자의  내부  깊숙히  보
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조 방법으로  수득된  필터재에  약 3 kg/cm
2
  내지  200 kg/cm

2
 의  압력에서  고압 액체류 처리

를  더 실시하는 것은,  섬유를  그것의  두께 방향으로  다공질 소자 내  깊숙히  균일하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재를  제조하는  다른  바람직한  방법으로서,  셀룰로스 섬유 생산능이  있
는  미생물과  1.0 ㎛ 이상  약 100 ㎛ 미만의  평균 세공 직경을  갖는  다공질 소자를  액체 배지에  
공존하게 하고,  미생물을  액체 배지에  미생물을  배양한 후,  다공질 소자를  회수함을  포함하는  방
법을  들 수 있다.     그 방법에 의해,  0.01 ㎛ 이상  약 1.0 ㎛ 미만의  평균 섬유 직경을  갖는  섬
유 구조체가  다공질 소자 상에  보유되고,  필터재의  다공율이  50 % 이상  95 % 미만이며,  상기  필
터재에  대한  섬유 구조체의  보유비율이  0.01 중량 % 이상  30 중량 % 미만이며,  다공질 소자의  평
균 세공 직경과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가  2 이상  2,000 미만이고,  섬유 구조체가  망
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백혈구 제거 필터재를  제조할 수 있다.     그 제조 방법의  예가  아래에  
상세히  설명된다.

우선,  기재로서  다공질 소자를  배지에  배치한다.     대표적 배지의  조성은  2 % 의  포도당,  0.5 
% 의  폴리펩톤,  0.5 % 의  효모 엑기스,  0.27 % 의  무수인산수소나트륨  및  0.115 % 의  시트르산 
모노히드레이트이다.     다공질 소자가  일부  적어도  배지에  접촉시키는 것이  좋고,  다공질 소자를  
배지 액면과  평행하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셀룰로스 섬유 생산능이  있는  미생물을  배지

에  분산시켜,  미생물 농도를  1 균체/ ml  이상  1.0 x 10
7
 균체/ml 미만이  되도록  한다.     그 상태

에서,  미생물을  0.5 시간에서  48 시간 동안  배양하여,  다공질 소자 상에  셀룰로스 섬유로  이루어
진  망상 섬유 구조체를  보유함으로써,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재를  제조한다.     셀룰로스 섬
유 생산능이  있는  미생물은  다공질 소자  내부에  유거시키면서  셀룰로스 섬유를  생산하도록  유도
하고,  그로써  긴 셀룰로스 섬유의  망상 구조체가  섬유가  물리적으로  촘촘히  얽혀 있는  상태로  
다공질 소자 내부에  보유된다.     따라서,  필터재를  세정하거나  백혈구 함유액을  필터재를 흘러내
리도록 할 때에도  셀룰로스 섬유의  망상 구조체가  파쇄되거나  탈락하지 않는다.     또한,  배지에서  
셀룰로스 섬유 생산능이  있는  미생물의  농도를  제어함으로써,  배양 시간 등,  다공실 소자 상에  보
유된  셀룰로스 섬유의  양을  제어할 수 있다. 예로서,  배양을  시작할 때의  배지 중  미생물 농도를  
동일하게  두면,  배양 시간을  늘림으로써  보유율을  증가시킨다.     배양 시간을   동일하게 두면,  
배양을  시작할 때의  배지 중  미생물 농도가  높아지면  보유율도  증가한다.

셀룰로스 섬유 생산능이  있는  미생물로서,  아세토박터(Acetobacter) 속 세균,  사르시나(Sarcina) 속 
세균,  박테리움(Bacterium) 속 세균,  아그로박테리움(agrobaterium) 속 세균,  리조비윰(Rhizobium) 속 
세균,  슈도모나스(Pseudomonas) 속 세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들 중에서,  아세토박터 속 초산
균이  특히  바람직하다.     아세토박터 속 미생물은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0.1 ㎛ 미만인  섬유
를  생산할 수 있다고  일컬어지나,  상기  다른  미생물을  사용하면  여러 종류의  섬유 길이를  갖는  
섬유를  생산하게 된다.     배지 성분 중에서,  질소원인 폴리펩톤과  효모 엑기스의  양을  증가시키기
거나  감소시키면,  미생물의  분할 증식성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형성된  섬유 구조체의  망 크기를  
제어할 수 있다.

전에  언급한 대로,  셀룰로스 섬유 생산능이  있는  미생물에  배양 중,  진동을  주면,  일부의  경우,  
균체로부터  생산된  셀룰로스 섬유를  절단하며,  따라서  섬유가  물리적으로  조밀하게  얽혀 있는  
상태로  매우  효과적으로  다공성 소자 상에  망상 섬유 구조체를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양을  
정치 배양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배지의  액면을  간헐적으로  또는  역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액체 배지에  다공질 소자의 외부  및  내부를  통과시키면서 배양할 경우,  망상 섬유 구조체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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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다공질 소자 상에  보유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셀룰로스 섬유 생산능이  있는  미생물
은  호기성 세균이고,  기체를  액체 배지  및/또는  다공질 소자 내부에  주입할 때,  셀룰로스 생산능
이  향상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필터재를  제조할 수 있다.     셀룰로스 섬유 생산능이  있는  미생
물이 호기성 세균일 경우,  미생물은  배양 중의  액면 부근에  비교적  용존 산소 농도가  높은  부분에  
그 미생물의  존재 밀도가  크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다공질 소자가  배지 액면과  평행
하게  그 아래에  침수되어  배치된  상태로  정치 배양하여  제조한  필터재의  경우,  망상 구조체가  
다공질의  상단측의  표면으로  갈수록  보유율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필터재의  백혈구 제거
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망상 섬유 구조체이  보유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면  배
양 중에  위 아래로  다공질 소자를  반전시킴으로써  다공질 소자의  아래  표면일수록  보유율이  증가
할 수 있다.

배지 중  셀룰로스 섬유 생산능이  있는  미생물의 농도,  배양 시간을  제어함으로써  다공질 소자 상에  

보유될 수 있는  셀룰로스 섬유 양을  제어하기 위해,  미생물 농도가  1 균체/ ml  이상  1.0 x 10
7
 균체

/ml 미만이고,  배양 시간이  0.5 시간 이상  48 시간 미만인 것이  바람직하다.     미생물 농도가  1 
균체/ ml  미만인 경우,  섬유 보유율이  많은  경우에  작게 되고,  필터재의  백혈구 제거능이  저하되

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미생물 농도가  1.0 x 10
7
 균체/ml 이상인 경우,  섬유 보유율이  많은  경

우에  크게 되고,  필터재의  백혈구 함유액의  흐름이  나빠지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배지 중 셀
룰로스 생성능을  갖는  미생물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콜로니 계수법을  이용할 수 있다.     
배양 시간이  0.5 시간 미만인 경우,  망상 섬유 구조체의  보유율이  많은  경우에  작고,  백혈구 제거
능이  높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배양 시간이  48 시간 미만인 경우,  망상 섬유 구조체의  
보유율이  극히  큰 부분,  즉  스킨 층형 구조가  다공질 소자 표면에  많은  경우에  형성되고,  백혈
구 함유액의  흐름이  나빠지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재의  또다른  제조 방법으로서,  평균 세공 직경이  1.0 ㎛ 이상  100 ㎛ 
미만인  다공질 소자를  멜트-블로우 법으로  방사하고,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
인  섬유를  방사 중인  섬유 다발 흐름에  혼입함을  포함하는,  망상 섬유 구조체가  다공질 소자 상에  
보유되고,  필터재의  다공율이  50 % 이상  95 % 미만이며,  필터재에  대한  섬유 구조체의  보유율이  
0.01 중량 % 이상  30 중량 % 미만이며,  다공질 소자와  섬유 구조체의  섬유 직경 간의  비가  2 이상  
2,000 미만인  백혈구 제거 필터재의  제조 방법을  들 수 있다.     상기  제조 방법으로  제조한  백혈

구 제거 필터재는  약 3 kg/cm
2
  내지  약 200 kg/cm

2
 의  고압 액류 처리하는 것이,  섬유를  보다  균일

하게,  다공질 소자 내부  깊숙히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세 번째 목적은  유용한  혈액 성분의  손실이  매우  적도록  억제하면서  백혈구를  제거하
는  장치,  그 장치를  이용한  백혈구 제거 방법을  제공하고,  또한  종래의  백혈구 제거 장치보다  
높은  백혈구 제거율을  달성할 수 있는  백혈구 제거 장치  및  그것을  이용한  백혈구 제거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자들은  오랜  연구 결과,  본 발명의  필터재를  적어도  도입구  및  도출구가  
있는  용기에  적절히  배치한  필터재를  사용하여  백혈구 함유액을  필터함으로써  상기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음을  밝혔다.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는  적어도  도입구  및  도출구를  갖는  용기 내에  본  발명의  필
터재를  함유하는  필터가  적절하게  충진된  장치이다.    백혈구 함유액의  흐름 방향으로  적층된  
하나 이상의  필터재는  용기 내에  충진될 수 있다.     반면에,  필터재의  표면 개질을  목적으로,  
고분자 재료 함유액을  필터재에  유입시키고,  코팅 처리를  실시하는 등의  경우에서는,  본  발명의  
장치 내의  최하층의  필터재가  용기 내벽 상에  들러붙어  어떤  경우에는  백혈구 함유액의  드리프트 
(drift) 를  일으킨다.     그러한 경우,  최하층에  비교적  큰 망의  필터재를  삽입함으로써,  필터재
가  용기 내벽 상에  들러붙어  일어나는  백혈구 함유액의  드리프트를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는  본 발명의  필터재의  상류측  및/또는  하류측 상에 기타의  필
터재를  부가 함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백혈구 함유액은  많은 경우,  미소응집물을  함유한다.     이와 같이  미소응집물이  다
량  함유되어 있는  백혈구 함유액으로부터  백혈구를  제거하기 위해,  예비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     
예비 필터로서는  평균 섬유 직경  8 ㎛  내지  50 ㎛ 인  섬유 집합체;  평균 세공 직경  20 ㎛  내지  
200 ㎛ 인  세공을  함유하는  상호 연결된  다공질체  등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  내에서  필터재의  백혈구 함유액의  흐름 방향에  대한  법선 방항

의  단면적은  3 cm
2
  이상,  100 cm

2
  미만이  바람직하다.     단면적이  3 cm

2
  미만이면,  백혈구 함

유액의  흐름이  극단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단면적이  100 cm
2
  이상이면,  

필터의  두께가  얇아지고,  우수한  백혈구 제거능을  수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필터 장치의  대형
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방법은,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로  백혈구 함유액을  처리하고,  
여과된  용액을  회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1) 도입구,  2) 본 발명의  필터재를  
함유하는  필터  및  3) 도출구를  포함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도입구로부터,  백혈구 함유액을  주입
하고,  도출구로부터  필터재를  통해  여과된  용액을  회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백혈구  함유액으로
부터  백혈구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를  통해  여과되는  백혈구 함유액으로서는,  전혈제제,  농후 적혈
구 제제,  농후 혈소판 제제  외에,  체액 등을  들 수 있다.

백혈구 함유액이  전혈제제  또는  농후 적혈구 제제인  경우,  1 단위 당  장치 용량이  3 mL  이상,  
20 mL  미만인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로  백혈구 함유액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1 단위' 는  약  300 mL  내지  550 mL 의  전혈제제  또는  농후 적혈구 제제를  말한다.     
1 단위 당  장치 용량이  3 mL   미만이면,  우수한  백혈구  제거율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바람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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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다.     1 단위 당  장치 용량이  20 mL  이상이면,  장치 내부에  잔류하는  회수되지 않은  백혈구 
함유액 중의  유용 성분의 양,  즉,  유용 성분의  손실량이  많아지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  내에서  전혈제제  또는  농후 적혈구 제제를  여과함으로써,  회수된  

용액  중의  백혈구를  잔존 백혈구 수가  1 × 10
3
 개/단위  미만이  되도록  제거할 수 있다. 

백혈구 함유액이  농후 혈소판 제제인 경우,  5 단위 당  장치 용량이  1 mL  이상,  10 mL  미만인  백
혈구 제거 필터 장치로  백혈구 함유액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5 단위' 는  약  
170 mL  내지  약  200 mL  의  농후 혈소판 제제를  말한다.     5 단위 당  장치 용량이  1 mL  미만이
면,  높은  백혈구 제거율을 달성할 수 없는  확률이  높아지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5 단위 당  
장치 용량이  10 mL  이상이면,  장치 내부에  잔류하는  회수되지 않은  유용 성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로  농후 혈소판 제제를  여과함으로써,  회

수된  용액 중의  백혈구를  잔존 백혈구 수가  1 × 10
3
 개/5 단위  미만이  되도록  제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병원의  침대 측에서,  수혈을  행함과  동시에 백혈
구를  제거하는  경우,  1 g/분  이상,  20 g/분  미만의  속도로  백혈구 함유액을  여과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혈액 센타에서, 수혈용  혈액 
제제로부터  백혈구를  제거하는  경우,  20 g/분  이상,  100 g/분  미만의  속도로  백혈구 함유액을  
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는  수혈 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백혈
구를  수혈용  혈액 제제로부터  제거하는  이외에도,  자기 면역 질환의  체외 순환 요법에  있어서,  
백혈구를  제거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자기 면역 질환의  체외 순환 요법은  백혈구 함
유액인  환자의  체액을  연속적으로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  내에서  여과하여,  회수된  
용액을  체내에  되돌림으로써,  체액으로부터  백혈구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술한 바에  따라,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재는  백혈구와의  친화성이  극히  높기  때문에,  
처리 속도를  낮추지  않고도,  우수한  효율로  백혈구 함유액을  처리할 수 있다.

이하  실시예에  기초하여  본  발명을  부가로  설명하나,  본  발명의  범위가  하기의  실시예에  한
정되지는  않는다.

실시예

실시예 1

극세섬유의  제조는  하기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분할성 섬유로서  섬유 직경  약 10 ㎛ 의  큐
프람모늄 레이온 사  (cuprammonium  rayon  yarns,  아사히  가세이  고오교  가부시끼가이샤 (Asahi  Kasei 
Kogyo K.K.) 제조,  벤베르그 사 (상표명, Benberg yarns) 40d/45f) 를  사용하여,  섬유 길이가  약  3 
mm 가  되도록  절단하였다.     3 중량 %  황산 수용액에  침지시키고,  60 rpm 으로  천천히  교반하면
서  70 ℃ 에서  30 분 동안  산처리하였다.     순수한  물로  황산을  세정  제거한 후,  수득한  섬유 
중  1.5 g 을  순수한  물  1 L 에 분산시키고,  호모게나이저를  사용하여,  10,000 rpm 으로  30 분 동
안  격렬하게  교반하였다.

기본 재질인  다공질 소자는  멜트-블로우법에  의해  제조된  평균 섬유 직경  1.2 ㎛ 의  폴리에스테르
로  제조되고,  2-히드록시에틸 메타크릴레이트  및  N,N-디메틸아미노에틸 메타크릴레이트 (이하,  DM 
이라 함) 로  이루어진  공중합체 (공중합체  내의  DM  함량은  3 몰 %) 로  코팅된  부직포를  사용하
였다.     보다  상세하게는,  폴리에스테르로  제조된  상기  부직포를  40 ℃ 에서  1 분 동안  상기  
공중합체의  0.2 %  에탄올  용액  중에  침지시키고  난 후,  과다한  공중합체  용액을  경압착에 의해  
제거하고,  전용 용기  내에  질소를  주입하면서  충진하고,  건조시켰다.      다공질 소자는  평균 세

공 직경  9.2 ㎛,  두께  0.2 mm,  벌크 밀도  0.2 g/cm
3
  및  평량  40 g/m

2
  이었다.     평균 세공 직

경의  측정은  포어사이저 9320 (PORE SIZER 9320, 시마즈 사 (Shimadzu Corp.)) 을  사용하여,  1 psia  
내지  2,650 psia  사이의  압력  범위  내에서  수행되었으며,  평균 세공 직경은 수은 압입 압력이  1 
psia 인  때의  수은 압입량을  0 %,  수은  압입  압력이  2,650 psia 인  때의  수은  압입량을  100 % 
로  하는  조건  하에서  수득한  수은 압입량  50 % 에  상응하는  세공 직경으로  하였다.     상기  
다공질 소자를  직경  15 cm 의  완전한  원으로  절단하고,  이를  직경  15 cm 의  자성 연공의  저부
에  배치한  후,  순수한  물을  다공질 소자의  표면으로부터  약  1 cm  높이까지  흘려보냈다.    여
기에,  극세 섬유의  수 분산액 (섬유 농도 : 0.1 g/L)  50 mL 를  붓고,  서서히  교반하였다.    그 
후,  자성 연공의  저부로부터  한 번에  배수하여,  다공질 소자 상에  극세 섬유를  보유시키고,  그리
고  섬유를  40 ℃ 에서  16 시간 동안  진공,  건조시켜서  필터재를  수득하였다.     상기  조작은  2 
회  반복하여,  다공질 소자의  앞면과  뒤면,  양 표면상에  극세 섬유가  보유되는  필터재를  제조하
였다.

다공질체에  보유된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은  0.29 ㎛ 였다.     평균 섬유 직경은  주사형 전
자 현미경 (히타치 사 (Hitachi Ltd.) 제조  S-2460N) 을  사용하여,  수득한  필터재의  전자 현미경  
사진을  취해서,  극세 섬유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100 군데  이상의  섬유 직경을  측정하고,  그리고  
그 수 평균값을  계산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  사이의  비는  31.7 이  되었으며,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섬유 직경과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  사이의  비는  4.1 이  되었다.   

또한,  필터재의  다공율은  85 % 였으며,  필터재에  대한  섬유 구조체의  보유율은  1.1 중량 % 였다.     
다공율의  측정은  하기와  같았다:     직경  25 mm  의  원으로  절단된  필터재의  건조 중량 (W1) 을  

측정하고,  추가로  구 두께를  피코크를  사용하여  측정하여  부피 (V) 를  계산하였다.     상기  필
터재를  순수한  물에  침지시키고,  약  30 초 동안  초음파를  조사하면서  탈기시킨 후,  수분 함유 
필터재의  중량 (W2) 을  측정하였다.     상기  값으로부터  하기  계산식에  따라  다공율을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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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하기 식에서,  ρ는  순수한  물의  밀도이며,  본  실험에서는  1.0 g/cm
3
 으로  치환하였

다.

다공율 (%) = (W2 - W1) × ρ × 100/V.

극세 섬유의  보유율의  측정은  하기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즉,  직경  25 mm 의  원으로  절
단된  필터재  3 장을  셀룰라아제 (와꼬 퓨어 케미칼 사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제조)  
50 mg 을  0.1 몰/L   아세트산 완충액 (pH  4.8)  100 mL 에  용해하여  제조한  용액  5 mL  내에  침
지시키고,  50 ℃ 에서  24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진탕시켜서,  극세 섬유를  추출된  글루코오스로  
분해하였다.     분해  및  추출된  글루코오스는  글루코오스 정량 시약인  글루코오스 CⅡ-테스트와꼬 
(CⅡ-TESTWAKO, 와꼬 퓨어 케미칼 사 제조) 를  사용하여  정량하고,  그리고  글루코오스  양으로부터  
다공질 소자로  도입된  극세 섬유의  보유율을  계산하였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제조된  필터재  7 장의  적층체 (0.26 g) 를  유효 여과부 단면적  9.0 cm
2
 

(3.0 cm × 3.0 cm) 인  용기에,  충진 밀도가  0.21 g/cm
3
 가  되도록  충진하여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

를  제조하였다.     필터재의  총 체적은  1.26 cm
3
 이었다.     혈액  400 mL 에  CPD 액 (조성물 : 시

트르산 나트륨  26.3 g/L,  시트르산  3.27 g/L,  글루코오스  23.20 g/L  및  인산 이수소 나트륨 이수
화물  2.51 g/L)  56 mL 을  첨가하여,  전혈  456 mL 을  제조하고,  상기  전혈을  원심분리하고  다혈
소판 혈장을  제거한 후,  MAP 액 (조성물 : 시트르산 나트륨  1.50 g/L,  시트르산  0.20 g/L,   글루코
오스  7.21 g/L,  인산 이수소 나트륨 이수화물  0.94 g/L,  염화 나트륨  4.97 g/L,  아데닌  0.14 g/L,   
및  만니톨  14.57 g/L )  95 mL 을  첨가하여,  농후 적혈구 (RC-MAP) 를  제조하였다.     4 ℃ 에서  
8 일 동안  저장된  농후 적혈구 (RC-MAP,  헤마토크리트 값 : 64 %,  적혈구 수 : 3,425 개/μL)  50 g 
을  상기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를  통해  여과하였다.     여과를  시작하기  직전의  농후 적혈구의  
온도는  10 ℃ 였다.    상기  필터 장치  내에서  농후 적혈구의  여과는  낙차  1.0 m 에서  혈액 주머
니  내의  농후 적혈구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까지  수행하여,  혈액을  회수하였다 (이하,  회
수된  농후 적혈구는  회수액이라 함).     농후 적혈구의  여과에서  평균 처리율은  11.6 g/분이었다.

여과  전의   농후  적혈구  (이하,   여과  이전  액이라  함)   및   회수액의   체적   및   백혈구  수를   
측정하고,  백혈구의  잔존율을  구하였다.

백혈구 잔존율 

= (회수액 중의  백혈구 수) / (여과 이전 액 중의  백혈구 수)

또한,  여과 이전 액  및  회수액의  체적은  각각의  중량을  혈액 제제의  비중 (1.075) 으로  나눈 값
이다.     여과 이전 액 중의  백혈구  농도는  터크 (Turk) 시약으로  10 배  희석된  여과 이전 액을  
버커-터크 (Burker-Turk) 혈구 계산기에  주입하여,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여  백혈구의  수를 세어  측
정하였다.     또한,  회수액 중의  백혈구 농도의  측정은  하기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회수액
은  류코플레이트 (LEUCOPLATE) 용액 (소비오다 (SOBIODA) 사  제조) 으로  5 배  희석되었다.     희석
액은  잘 혼합된 후,  실온에서  6  내지  10 분 동안  방치되었다.     이는  2,750 × g 에서  6 분 동
안  원심분리되고,  상등액은  제거되어,  액체량을  1.02 g 으로  조정하였다.     상기  샘플액을  잘  
혼합하고 난 후,  나게트 (Nageotte) 혈구 계산기에  주입하고,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여  백혈구 수를  

셈으로써  백혈구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상의  결과,  백혈구  잔존율은  10
-2.71

 이었다.

비교예 1

실시예 1 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다공질 소자 (평균 섬유 직경  1.2 ㎛,  평균 세공 직경  9.2 ㎛) 

8 장의  적층체 (0.29 g) 를  유효 여과부 단면적  9.0 cm
2
 (3.0 cm × 3.0 cm) 의  용기에,  충진 밀도  

0.20 g/cm
3
 이  되도록  충진시킨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상기  다공질 소자의  다공

율은  86 % 였고,  그  체적은  1.44 cm
3
 였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백혈구  농후액  50 g 을  여과하였다.     여과를  시작하기  직전의  농후 적혈구 

농도는  10 ℃ 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평균  처리율은  13.2 g/분,  백혈구 잔존율은  10
-1.18

 이었
다.

비교예 2

플래쉬  방사법에  의해  제조된  평균 섬유 직경  0.6 ㎛ 의  폴리에틸렌 제  부직포를  액화 질소를  
사용하여  동결 분쇄함으로써  길이  1 mm  미만의  미소 섬유 덩어리를  수득하였다.     상기  미소 섬
유 덩어리  0.1 g 과  평균 섬유 직경  7.2 ㎛ 의  폴리에스테르제 장섬유를  섬유 길이  5 mm 로  절단
한  섬유  1.5 g 과를  5 L 의  1 중량 %  Tween 20 (상표명) 에탄올 용액에  분산시켰다.     상기  분
산액을  저면에  개공 직경  200 ㎛ 의  망을  배치한  자성 연공에  주입하여,  한 번에  에탄올을  배

출함으로써  평량이  50 g/m
2
 인  필터재를  수득하였다.

헤마슈어  (HEMASURE)  사에   의해   제조된   백혈구  제거  필터인   류코넷  (LeukoNet,  상표명)  을   
해체하고,  필터재를  취하였다.     상기  필터재는  섬유 직경이  상이한  섬유의  혼합물로  제조된  
부직포상의  필터재이며,  여기에서,  극세 섬유의  평균 섬유 직경은  0.5 ㎛ 이며;  기재의  평균 섬유 
직경은  7.8 ㎛,  기재의  평균 섬유 직경  및  극세 섬유의  평균 섬유 직경  사이의  비는  15.6 이며;  
그리고,  필터재의  다공율은  92 % 였다.     전자 현미경을  통해  관찰된  결과에  따라,  상기  언급
한  필터재의  두 종류는  구조면에서  유사하였으며,  양자 모두  망상 구조는  형성하지  않았다.     
후자의  필터재의  전자 현미경  사진을  도 3 에  나타낸다.     상기  두 종류의  필터재  중에,  후자 

필터재  1 장 (0.20 g) 을  유효 여과부 단면적  9.0 cm
2
 (3.0 cm × 3.0 cm) 인  용기에,  충진 밀도가  

0.13 g/cm
3 
가  되도록  충진하여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필터재의  총 체적은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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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3
 이었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예 1 과  동일한  농후 적혈구  50 g 을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여과하였다.     여과  직전의  농후 적혈구  온도는  10 ℃ 였다.     이상의  결과,  

평균 처리율은  9.5 g/분이었으며,  백혈구  잔존율은  10
-0.68

 이었다.

실시예 1,  비교예 1  및  비교예 2 는  평균 섬유 직경  0.01 ㎛  이상,  1.0 ㎛  미만인  섬유를  도입
하는  효과  및  상기  섬유의  망상 구조의  효과에  관한  비교이다.     또한,  종래의  섬유상  백혈
구  제거  필터재인  경우,  백혈구가  약 1 점  내지  3 점  정도로  섬유와  접촉한  상태로  포집하는  
것이  관찰되며;  그러나,  본  발명의  필터재는  백혈구가  3 점  이상으로  섬유와  접촉하는  상태로  
포집되는  것이  비교적  자주  관찰된다.

실시예 2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상기 섬유를  실시예 1 에서  사용한  바와  동일한  다공질 소
자 상에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유하여,  다공질 소자의  앞 뒤면  양  표면 상에  극세 섬유
가  보유된  필터재를  제조하였다.     보유된  극세 섬유는  평균 섬유 직경  0.25 ㎛;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극세 섬유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36.8;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섬유 직경과  극
세 섬유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4.8;  필터재의  다공율은  85 %,  그리고  섬유 구조체의  필터재
에  대한  보유율은  1.3 중량 % 였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제조된  필터재  7 장의  적층체 

(0.26 g) 를  유효 여과부 단면적  9.0 cm
2
 (3.0 cm × 3.0 cm) 인  용기에,  충진 밀도가  0.21 g/cm

3
 가  

되도록  충진하여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필터재의  총 체적은  1.26 cm
3
 였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4 ℃ 에서  7 일 동안  저장된  농후 적혈구 (RC-MAP,  헤마토크리트 값 
: 62 %,  백혈구 수 : 3,785 개/μL)  50 g 을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여과하였다.     여과를  
시작하기  직전의  농후 적혈구의  온도는  10 ℃ 였다.     그  결과,  평균 처리율은  10.2 g/분이었으

며,  백혈구  잔존율은  10
-2.97

 이었다.

실시예 3

실시예 1 에서와  동일한  다공질 소자를  25 cm × 35 cm 의  크기로  절단하고,  초산균  농도가  164 
균체/mL 인  배양액  375 mL 에  침지시키고,  그리고,  이  상태로  28 ℃ 에서  14 시간 동안  정치 배
양하였다.     정치 배양 중에,  2 시간 마다  다공질 소자의  앞 뒷면을  뒤집어주었다.     정치 배양
의  완료 후,  흐르는  물로  세척하여  초산균을  제거하였다.     상기  제조 공정에  따라,  초산균에  
의해  제조된  평균 섬유 직경  0.02 ㎛ 인  셀룰로오스  섬유로  구성된  망상 구조체가  다공질 소자의  
앞 뒤면  표면상에  보유된  필터재를  수득하였다.     초산균으로서는  Acetobacter xylinum IF013693 
을  사용하였다.     배양액의  조성은  포도당  2 %,  폴리펩톤  0.5 %,  이스트 추출물  0.5 %,  무수 
인산 수소 나트륨  0.27 %,  및  시트르산 일수화물  0.115 % 였다.     배양 배지  내의  균 수를  측정
하는  방법으로서,  집락 계수법 (colony counting method) 이  사용되었다.     즉,  배양액  내의  초
산균  현탁액을  희석하고,  일정량을  샘플링하였다.     이를  한천  0.75 % 를  함유하는  배양액과  
혼합하고  난 후,  페트리 디쉬 상에  붓고  단시간 동안  냉각하여  굳혔다.     여기에,  한천  0.75 % 
를  함유하는  배양액  일정량을  부가로  첨가하고,  4 일  이상  배양을  계속하고,  초산균으로부터  
형성된  집락의  수를  측정함으로써  초산균체  수를  측정하였다.      전자 현미경을  통한  관찰  결
과,  상기  필터재는  망상 구조를  형성하였다.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은  0.02 ㎛,  다공
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460,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섬유 
직경과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60,  필터재의  다공율은  85 %,  섬유 구조체의  필터
재에  대한  보유율은  0.05 중량 % 였다.

상기  필터재  0.26 g 을  유효 여과부 단면적  9.0 cm
2 
(3.0 cm × 3.0 cm) 인  용기에,  충진 밀도가  

0.21 g/cm
3
 이  되도록  충진하여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필터재의  총 체적은  1.26 

cm
3
 였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예 2 에서와  동일한  농후 적혈구 (RC-MAP,  헤마토

크리트 값 : 62 %,  백혈구 수 : 3,785 개/μL)  50 g 을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여과하였다.     
여과를  시작하기  직전의  농후 적혈구의  온도는  10 ℃ 였다.     그  결과,  평균 처리율은  12.4 g/

분이었으며,  백혈구 잔존율은  10
-2.80

 이었다.

실시예 4

섬유 직경  약  10 ㎛ 의  큐프람모늄 레이온 사 (아사히 가세이 고오교 가부시끼 가이샤 제조,  벤베르
그 사 (상표명) 40d/45f) 를  사용하여,  섬유 길이  약  0.8 mm 가  되도록  절단하고,  실시예 1 에서
와  동일한  조작으로  제조한  극세 섬유를  실시예 1 에서  사용한  바와  동일한  다공질 소자에,  실
시예 1 과  동일한  조작을  행하여  수득한  다공질 소자의  앞 뒤면  표면상에  극세 섬유가  보유된  
필터재에  고압 액체 처리를  실시하였다.     즉,  상기  필터재에  노즐 직경  0.2 mm,  노즐 핏치  5 
mm,  노즐  열 수  18 열,  웹과  노즐  사이의  간격이  30 mm,  노즐 헤더  회전 수  150 rpm,  필터재  

이동 속도  5 m/분인  주상  유처리 (15 kg/cm
2
) 를  실시하여  필터재를  제조하였다.     전자 현미경으

로  관찰한  결과,  상기  필터재는  망상 구조를  형성하였다.     극세 섬유의  평균 섬유 직경은  
0.23 ㎛,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극세 섬유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40.0,  다공질 소자
의  평균 섬유 직경과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5.2,  필터재의  다공율은  82 %,  섬유 
구조체의  필터재에  대한  보유율은  10.3 중량 % 였다.

필터재  0.33 g 을  유효 여과부 단면적  9.0 cm
2
 (3.0 cm × 3.0 cm) 인  용기에,  충진 밀도가  0.26 

g/cm
3
 가  되도록  충진하여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필터재의  총 체적은  1.26 cm

3
 

이었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예 2 에서와  동일한  농후 적혈구 (RC-MAP,  헤마토크리
트 값 : 62 %,  백혈구 수 : 3,785 개/μL) 50 g 을  실시예 1 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여과하였다.     
여과를  시작하기  직전의  농후 적혈구  온도는  10 ℃ 였다.     그  결과,  평균 처리율은  6.7 g/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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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백혈구 잔존율은  10
-3.10

 이었다.

비교예 3

실시예 1 에서와  동일한  다공질 소자를  25 cm × 35 cm  의  크기로  절단하고,  초산균 농도가  62 
균체/mL 인  배양액  375 mL 에  침지시키고,  그리고  이  상태로  28 ℃ 에서  2 시간 동안  정치 배양
하였다.     정치 배양의  완료 후,  흐르는  물로  세척하여  초산균을  제거하였다.     상기  언급한  
제조 공정에  따라,  초산균에  의해  제조된  평균 섬유 직경  0.02 ㎛ 인  셀룰로오스 섬유로  구성된  
망상 구조가  다공질 소자의  앞 뒷면  표면 상에  보유된  필터재를  수득하였다.     사용한  초산균  
및  배양액의  조성은  실시예 3 과  동일하였다.     극세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은  0.02 ㎛,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극세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460,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섬유 직경과  극세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60,  필터재의  다공율은  85 %,  필터
재에  대한  섬유 구조체의  보유율은  0.005 중량 % 였다.

상기  필터재  0.26 g 을  유효 여과부 단면적  9.0 cm
2
 (3.0 cm × 3.0 cm) 인  용기에,  충진 밀도가  

0.21 g/cm
3
 가  되도록  충진하여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필터재의  총 체적은  1.26 

cm
3
 였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예 2 에서와  동일한  농후 적혈구 (RC-MAP,  헤마토크

리트 값 : 62 %,  백혈구 수 : 3,785 개/μL)  50 g 을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여과하였다.     
여과를  시작하기  직전의  농후 적혈구의  온도는  10 ℃ 였다.     상기  결과로부터의  평균 처리율은  

10.2 g/분이었으며,  백혈구 잔존율은  10
-1.67

 이었다.

비교예 4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제조된  극세 섬유를,  실시예 1 에서  사용된  바와  동일한  다공
질 소자에  실시예 1 에서와  동일한  조작을  행하여,  극세 섬유가  다공질 소자의  앞 뒤면  표면 상
에  보유된  필터재를  수득하였다.     극세 섬유의  평균 섬유 직경은  0.25 ㎛,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극세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36.8,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섬유 직경과  
극세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4.8,  필터재의  다공율은  48 %,  그리고,  섬유 구조체
의  필터재에  대한  보유율은  59 중량 % 였다.

필터재  0.91 g 을  유효 여과부 단면적  9.0 cm
2
 (3.0 cm × 3.0 cm) 인  용기에,  충진 밀도가  0.72 

g/cm
3
 가  되도록  충진하여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필터재의  총 체적은  1.26 cm

3
 

이었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농후 적혈구 (RC-MAP,  헤마토크리트 값 : 62 %,  백혈구 수 
: 3,785 개/μL) 를  실시예 1 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여과하였다.     그러나,  필터재는  곧  막히
고,  농후 적혈구가  전혀  흐르지  않았다.     여과를  시작하기  직전의  농후 적혈구의  온도는  10 
℃ 였다.

비교예 5

섬유 직경  약  10 ㎛ 의  큐프람모늄 레이온 사 (아사히 가세이 고오교 가부시끼가이샤  제조,  벤베르
그 사 (상표명) 40d/45f) 를  섬유 길이  약  5 mm 가  되도록  절단하고,  실시예 1 의  조작에  따라  
극세 섬유를  제조하였다.     10,000 rpm 에서  5 분 동안  호모게나이저  처리를  수행하였다.     제
조된 극세 섬유를  사용하여,  다공질 소자로서,  멜트-블로우법에  의해 제조된  평균 섬유 직경  1.2 
㎛ 이며,  평균 세공 직경  1.6 ㎛ 인  폴리에스테르로  제조된  부직포를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
로,  2-히드록시에틸 메타크릴레이트  및  N,N-디메틸아미노에틸 메타크릴레이트로  이루어진  공중합체 
(공중합체  내의  DM 함량은  3 몰 % 임) 의  0.2 %  에탄올 용액을  사용하여,  코팅 처리한 후,  110 
℃ 에서  가열 압축하였다.     상기  다공질 소자를  사용하여,  극세 섬유가  다공질 소자의  앞 뒷면  
표면 상에  보유된  필터재를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득하였다.     다공질 소자 상에  보유
된  섬유 구조체는  망상 구조를  형성하였다.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은  0.93 ㎛,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평균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1.7,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섬
유 직경과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1.3 이며,  필터재의  다공율은  55 %,  섬유 구조
체의  필터재에  대한  보유율은 1.3 중량 % 인  필터재가  제조되었다.

필터재  0.78 g 을  유효 여과부 단면적  9.0 cm
2
 (3.0 cm × 3.0 cm) 인  용기에,  충진 밀도가  0.62 

g/cm
3
 가  되도록  충진하여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농후 적혈구 (RC-MAP,  헤마토크리트 

값 : 62 %,  백혈구 수 : 3,785 개/μL)  50 g 을  실시예 1 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여과하였다.     
그러나  필터재가  곧  막히고,  적혈구가  전혀  흐르지  않았다.     여과를  시작하기  직전의  농후 
적혈구의  온도는  10 ℃ 였다.

비교예 6

평균 섬유 직경  25 ㎛  및  평균 세공 직경  85 ㎛ 인  폴리에스테르로  제조된  스판바운드 
(spunbound)  부직포를  실시예 1 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2-히드록시에틸  메타크릴레이트  및  N,N-
디메틸아미노에틸 메타크릴레이트 (DM) 로 구성된  공중합체 (공중합체  내의  DM 함량  3중량 %) 의  
0.2  %   에탄올  용액으로   코팅  처리하여   제조된   다공질  소자를   25  cm  ×  35  cm   의   크기로   
절단하고,  초산균 농도가  112 균체/mL 인  배양액  375 mL 에  침지시키고,  그리고  이  상태로  28 
℃ 에서  10 시간 동안  정치 배양하였다.     정치 배양의  완료 후,  흐르는  물로  세척하여  초산균
을  제거하였다.     상기  언급한  제조 공정에  따라,  초산균에  의해  제조된  평균 섬유 직경  0.02 
㎛ 인  셀룰로오스 섬유로  구성된  섬유 구조체가  다공질 소자의  앞 뒷면  표면 상에  보유된  필터재
를  수득하였다.     사용한  초산균  및  배양액의  조성은  실시예 3 과  동일하였다.     섬유 구조체
의  평균 섬유 직경은  0.02 ㎛,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4,250,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섬유 직경과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1,250,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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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다공율은  85 %,  섬유 구조체의  필터재에  대한  보유율은  0.01 중량 % 였다.

상기  필터재  0.26 g 을  유효 여과부 단면적  9.0 cm
2
 (3.0 cm × 3.0 cm) 인  용기에,  충진 밀도가  

0.21 g/cm
3
 가  되도록  충진하여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필터재의  총 체적은  1.26 

cm
3
 였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예 2 에서와  동일한  농후 적혈구 (RC-MAP,  헤마토크

리트 값 : 62 %,  백혈구 수 : 3,785 개/μL)  50 g 을  실시예 1 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여과하였다.     그  결과,  평균  처리율은  25.2 g/분이었으며,  백혈구  잔존율은  10
-0.08

 이었다.

실시예 2  내지  4  및  비교예 3  내지  6 은  평균 섬유 직경  0.01 ㎛  이상,  1.0 ㎛  미만인  섬유
의  필터재에  대한  보유율,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  
또는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섬유 직경과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에  관해  비교한  것이다.

실시예 5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극세 섬유를  다공질 소자로서  평균 직경  7.6 ㎛ 인  폴리우
레탄으로  제조된  연속 다공질 소자에  실시예 1 과  동일한  조작을  행하여,  극세 섬유가  다공질 소
자의  앞 뒷면  표면 상에 보유된  필터재를  수득하였다.     극세 섬유의  평균 섬유 직경은  0.25 ㎛,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30.4,  필터재의  다공율은  
87 %,  섬유 구조체의  필터재에  대한  보유율은  1.3 중량 % 였다.

상기  필터재  0.23 g 을  유효 여과부 단면적  9.0 cm
2
 (3.0 cm × 3.0 cm) 인  용기에,  충진 밀도가  

0.21 g/cm
3
 가  되도록  충진하여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필터재의  총 체적은  1.08 

cm
3
 였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4 ℃ 에서  8 일 동안  저장된  농후 적혈구 (RC-MAP,  헤

마토크리트 값 : 62 %,  백혈구 수 : 4,125 개/μL)  50 g 을  실시예 1 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여과
하였다.     여과를  시작하기  직전의  농후 적혈구의  온도는  10 ℃ 였다.     그  결과,  평균 처리

율은  14.6 g/분이었으며,  백혈구 잔존율은  10
-2.83

 이었다.

실시예 6

실시예 1 에서와  동일한  다공질 소자를  25 cm × 35 cm  의  크기로  절단하고,  초산균 농도가  183 
균체/mL 인  배양액  375 mL 에  침지시키고,  그리고  이  상태로  28 ℃ 에서  14 시간 동안  정치 배
양하였다.     정치 배양 중,  두 시간  마다  다공질 소자의  앞 뒷면을  뒤집어주었다.     정치 배양
의  완료 후,  흐르는  물로  세척하여  초산균을  제거하였다.     상기  언급한  제조 공정에  따라,  
초산균에  의해  제조된  평균 섬유 직경  0.02 ㎛ 인  셀룰로오스 섬유로  구성된  망상 섬유 구조체가  
다공질 소자의  앞 뒷면  표면 상에  보유된  필터재를  수득하였다.     사용한  초산균  및  배양액의  
조성물은  실시예 3 과  동일하였다.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은  0.02 ㎛,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460,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섬유 직경과  섬
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60,  필터재의  다공율은  85 %,  섬유 구조체의  필터재에  대한  
보유율은  0.06 중량 % 였다.

상기  필터재  0.30 g 을  유효 여과부 단면적  9.0 cm
2
 (3.0 cm × 3.0 cm) 인  용기에,  충진 밀도가  

0.21 g/cm
3
 가  되도록  충진하여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필터재의  총 체적은  1.44 

cm
3
 였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농후 적혈구 (RC-MAP,  헤마토크리트 값 : 62 %,  백혈구 

수 : 4,125 개/μL)  50 g 을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여과하였다.     여과를  시작하기  직전
의  농후 적혈구의  온도는  10 ℃ 였다.     그  결과,  평균 처리율은  11.2 g/분이었으며,  백혈구 잔

존율은  10
-2.92

 였다.

비교예 7

실시예 1 에서와  동일한  다공질 소자를  25 cm × 35 cm  의  크기로  절단하고,  초산균 농도가  465 
균체/mL 인  배양액  500 mL 에  침지시키고,  그리고  이  상태로  28 ℃ 에서  10 일 동안  정치 배양
하였다.     정치 배양의  완료 후,  흐르는  물로  세척하여  초산균을  제거하였다.     상기  언급한  
제조 공정에  따라,  다공질 소자와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막과의  복합체인  필터재를  수득하였다.     
사용된  초산균  및  배양액의  조성물은  실시예 3 과  동일하였다.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막을  형성
하고 있는  섬유의  평균 섬유 직경은  0.02 ㎛,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섬유 구조체의  평
균 섬유 직경의  비는  460,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섬유 직경과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60,  필터재의  다공율은  72 %,  섬유 구조체의  필터재에  대한  보유율은  50.3 중량 % 였다.

상기  필터재  0.67 g 을  유효 여과부 단면적  9.0 cm
2
 (3.0 cm × 3.0 cm) 인  용기에,  충진 밀도가  

0.40 g/cm
3
 가  되도록  충진하여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필터재의  총 체적은  1.68 

cm
3
 였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농후 적혈구 (RC-MAP,  헤마토크리트 값 : 62 %,  백혈구 

수 : 4,125 개/μL)  50 g 을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여과하였으나,  필터재가  전부  막혀서  
농후 적혈구는  전혀  흐르지  않았다.     여과를  시작하기  직전의  농후 적혈구의  온도는  10 ℃ 였
다.

실시예 7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  극세 섬유를,  멜트-블로우법에  의해 제조된  평균 섬유 직경  
1.2 ㎛,  평균 세공 직경  9.2 ㎛ 인  폴리에스테르로  제조된  부직포에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다공질 소자의  앞 뒷면  표면 상에  극세 섬유가  보유된  필터재를  수득하였다.     극세 섬
유의  평균 섬유 직경은  0.29 ㎛,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평균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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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의  비는  31.7,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섬유 직경과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4.1 
이며,  필터재의  다공율은  85 %,  섬유 구조체의  필터재에  대한  보유율은 1.2 중량 % 인  필터재가  
제조되었다.

상기  필터재  1.8 g 의  상류측에,  평균 섬유 직경이  19 ㎛,  평량 70 g/m
2
 인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  

0.63 g,  평균 섬유 직경이  12 ㎛,  평량  30 g/m
2
 인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표  0.27 g,  평균 섬유 직경

이  1.7 ㎛,  평량  66 g/m
2
 인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  0.59 g 을  배치하고,  유효 여과부 단면적  45 

cm
2
 (6.7 cm × 6.7 cm) 인  용기에,  충진 밀도가  0.23 g/cm

3
 가  되도록  충진하였다.     이  용기에,  

2-히드록시에틸메타크릴레이트와  N,N-디메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 (DM) 로  이루어진  공중합체 (공
중합체  내의  DM 함량은  3 몰 % 임) 의  0.2 %  에탄올 용액을  사용하여,  40 ℃ 를  유지하면서,  80 
g/분의  유속으로  붓고,  1.5 분  동안  순환시킨 후,  용기 내에  1.5 L/분의  유량으로  질소를  사입
하고,  여분의  코팅액을  제거하였다.     또한  60 ℃ 에서  16 시간,  진공건조함으로써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CPD 첨가  신선한  인간의  전혈 (헤마토크리트 값 : 39 %,  백혈구 수  
4,865 개/μL)  515 g 을  여과하였다.     여과를  시작하기  직전의  CPD 첨가 신선한 인간 전혈의  온
도는  25 ℃ 였다.     여과를  시작할  때,  필터 장치를  혈액 회로로서  CPD 첨가 신선한 인간 전혈이  
들어 있는  혈액 주머니에  연결시킨 후,  혈액 주머니에  가압 커프 (cuff) 를  사용하여  100 mmHg 의  
압력을  가하고,  강제적으로  필터 장치  내에  CPD 첨가 신선한 인간 전혈을  가득 채운  후,  낙차  
0.7 m 로  CPD 첨가 신선한 인간 전혈을  처리하고,  혈액 주머니  내에  CPD 첨가 신선한 인간 전혈이  
없어질 때까지  여과를  행하여  여과한  혈액을  회수하였다.     이상의  결과,  평균 처리 속도는  

29.6 g/분,  백혈구 잔존율은  10
-3.99

,  적혈구 회수율은  93.8 % 였다.

비교예 8

실시예 7 에  있어서,  본 발명의  필터재의  대체로  멜트-블로우법에  의해 제조된  평균 섬유 직경  
1.2 ㎛,  평균 세공 직경  9.3 ㎛ 인  폴리에스테르로  제조된  부직포  5.78 g 을  충진하고,  실시예 7 

과  동일한  코팅 처리를  실시하여,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또한,  충진 밀도는  0.26 g/cm
3
 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예 7 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CPD 첨가  신선한  인간의  전혈

을  처리한  결과,  평균 처리 속도는  24.8 g/분,  백혈구 잔존율은  10
-3.91

,  적혈구 회수율은  89.6 % 
였다.

실시예 7 의  필터 장치의  필터재의  양은,  비교예 8 의  필터 장치의  메인 필터재 (평균 섬유 직경인  
1.2 ㎛ 인  필터재) 의  약 3 분의 1 의  양이면서,  백혈구 제거능  및  평균 처리 속도가  동등 이상이
고,  또한,  적혈구의  손실량은  40 %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8

실시예 7 과  동일한  본  발명의  필터재  1.3 g 의  상류측에,  평균 섬유 직경이  3.3 ㎛,  평량 50 

g/m
2
 인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  1.35 g,  평균 섬유 직경이  12 ㎛,  평량  30 g/m

2
 인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표  0.81 g,  평균 섬유 직경이  1.7 ㎛,  평량  66 g/m
2
 인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  0.59 g 을  배

치하고,  유효 여과부 단면적  45 cm
2
 (6.7 cm × 6.7 cm) 인  용기에,  충진 밀도가  0.22 g/cm

3
 가  되

도록  충진한 후,  실시예 7 과  동일한  코팅 처리를  실시함으로써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예 7 과  동일한  방법으로  4 ℃ 에서  10 일 동안  저장된  농후 적
혈구 (RC-MAP,  헤마토크리트 값 : 64 %,  백혈구 수 : 5,260 개/μL)  325 g 을  낙차  1.0 m 로  여과
하였다.     여과를  시작하기  직전의  농후 적혈구의  온도는  12 ℃ 였다.     이상의  결과,  평균 

처리 속도는  17.6 g/분,  백혈구 잔존율은  10
-4.02

,  적혈구 회수율은  94.3 % 였다.

비교예 9

실시예 8 에  있어서,  본 발명의  필터재의  대체로  멜트-블로우법에  의해 제조된  평균 섬유 직경  
1.2 ㎛,  평균 세공 직경  9.3 ㎛ 인  폴리에스테르로  제조된  부직포  3.96 g 을  충진하고,  실시예 7 

과  동일한  코팅 처리를  실시하여,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또한,  충진 밀도는  0.22 g/cm
3
 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예 8 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농후 적혈구 (RC-MAP,  헤마토크
리트 값 : 64 %,  백혈구 수 : 5,260 개/μL)  325 g 을  낙차  1.0 m 로  여과한  결과,  평균 처리 속

도는  19.5 g/분,  백혈구 잔존율은  10
-3.94

,  적혈구 회수율은  89.2 % 였다.

실시예 8 의  필터 장치의  필터재의  양은,  비교예 9 의  필터 장치의  메인 필터재 (평균 섬유 직경인  
1.2 ㎛ 인  필터재) 의  약 3 분의 1 의  양이면서,  실시예 8 의  필터 장치에서는  백혈구 제거능  및  
평균 처리 속도가  동등 이상이고,  또한,  적혈구의  손실량은  50 %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9

실시예 7 과  동일한  본  발명의  필터재  0.32 g 의  상류측에,  평균 섬유 직경이  19 ㎛,  평량 70 

g/m
2
 인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  0.13 g,  평균 섬유 직경이  2.3 ㎛,  평량  60 g/m

2
 인  폴리에스테르

제 부직표  0.11 g 을  배치하고,  유효 여과부 단면적  9 cm
2
 (3.0 cm × 3.0 cm) 인  용기에,  충진 밀

도가  0.21 g/cm
3
 가  되도록  충진하였다.     이  용기에,  2-히드록시에틸메타크릴레이트와  N,N-디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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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 (DM) 로  이루어진  공중합체 (공중합체  내의  DM 함량은  3 몰 % 임) 의  
1.0 %  에탄올 용액을  사용하여,  40 ℃ 를  유지하면서,  80 g/분의  유속으로  붓고,  1.5 분  동안  
순환시킨 후,  용기 내에  1.5 L/분의  유량으로  질소를  사입하고,  여분의  코팅액을  제거하였다.     
또한  40 ℃ 에서  16 시간,  진공건조함으로써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천천히  진탕하면서  4 일동안  저장된  농후 혈소판  (혈소판 

수  9.9 × 10
5
 개/μL,  백혈구 수  1,075 개/μL)  400 g 을  여과하였다.     여과를  시작하기  직전

의  농후 혈소판의  온도는  23 ℃ 였다.     낙차  1.0 m 로  농후 혈소판을  처리하고,  혈액 주머니 
내에  농후 혈소판이  없어질 때까지  여과를  행하여  여과한  혈액을  회수하였다.     여과 이전 액의  
백혈구 농도는  터크 시약에  의해  10 배  희석한  여과 이전 액을,  버커-터크 형의  혈구 계산기에  
주입하여,  광학현미경을  사용하여  백혈구 수를  계수하고,  백혈구 농도를  측정하였다.     회수액 
중의  백혈구 농도는  회수액을  원심  조작 (800  G  ×  10  분)  에   의해   10  배   또는   20  배로   
농후하고,  아크리딘 오렌지 용액으로  백혈구를  염색한 후,  네우바우어형 혈구계산기를  사용하여  계
수하였다.     혈소판 농도는  자동 혈구게산기  시스멕스 K-4500 (동아진용 전자주식회사 제) 로  측정

하였다.     이상의  결과,  평균 처리 속도는  27.3 g/분,  백혈구 잔존율은  10
-3.73

,  적혈구 회수율은  
93.7 % 였다.

비교예 10

실시예 9 에  있어서,  본 발명의  필터재의  대체로  멜트-블로우법에  의해 제조된  평균 섬유 직경  
1.2 ㎛,  평균 세공 직경  9.3 ㎛ 인  폴리에스테르로  제조된  부직포  1.01 g 을  충진하고,  실시예 9 

와  동일한  코팅 처리를  실시하여,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또한,  충진 밀도는  0.23 g/cm
3
 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예 9 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농후 혈소판을  처리한  결과,  

평균 처리 속도는  30.1 g/분,  백혈구 잔존율은  10
-3.38

,  적혈구 회수율은  85.4 % 였다.

실시예 9 의  필터 장치의  메인 필터재의  양은,  비교예 10 의  필터 장치의  메인 필터재 (평균 섬유 
직경인  1.2 ㎛ 미만인  필터재) 의  약 3 분의 1 의  양이면서,  실시예 9 의  필터 장치에서는  백혈구 
제거능  및  평균 처리 속도가  동등 이상이고,  또한,  혈소판의  손실량은  약  55 %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10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  극세 섬유를  멜트-블로우법에  의해  제조한  평균 섬유 직경  
1.2 ㎛,  평균 세공 직경  9.2 ㎛ 인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에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을  행하여,  
다공질 소자의  앞 뒷면  양  표면에  보유된  필터재를  제조하였다.     극세 섬유의  평균 섬유 직경
은  0.19 ㎛,  다공질 소자의  세공 직경과  섬유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48.4,  다공질 소자
의  평균 섬유 직경과  섬유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6.3,  필터재의  다공율은  85 %,  섬유
구조체의  필터재에  대한  보유율은  1.4 중량 % 였다.

상기  필터재  3.96 g 의  상류측에  평균 섬유 직경이  33 ㎛,  평량  50 g/m
2
 인  폴리에스테르제 부직

포  1.35 g,  평균 섬유 직경이  12 ㎛,  평량 30 g/m
2
 인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  0.81 g,  평균 섬유 

직경이  1.7 ㎛,  평량  66 g/m
2
 인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  0.59 g 을  배치하고,  유효 여과부 단면적  

45 cm
2
 (6.7 cm × 6.7 cm) 인  용기에,  충진 밀도가  0.22 g/cm

3
 가  되도록  충진하였다.     이어서,  

실시예 7 과  동일한  코팅 처리를  실시함으로써  백혈구 제거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4 ℃ 에서  7 일 동안  저장된  농후 적혈구 (RC-MAP,  헤마토크리트 값 : 
63 %,  백혈구 수 : 4,935 개/μL)  325 g 을  여과하였다.     여과를  시작하기  직전의  농후 적혈구
의  온도는  12 ℃ 였다.     여과를  시작할 때,  필터 장치를  혈액 회로를  통해  농후 적혈구가  들
어 있는  혈액 주머니에  연결시킨 후,  혈액 주머니에  가압 커프를  사용하여  100 mmHg 의  압력을  
가하고,  강제적으로  필터 장치  내에  농후 적혈구를  가득  채웠다.     이와 같이  필터 장치 내에  
농후 적혈구가  가득  채워진 후,  낙차  1.0 m 로  농후 적혈구를  처리하고,  혈액 주머니 내에  농후 
적혈구가  없어질 때까지  여과를  행하여,  여과한  혈액을  회수하였다.     이상의  결과,  평균 처리 

속도는  16.6 g/분,  백혈구 잔존율은  10
-5.99

 이하였다.

비교예 11

실시예 10 에  있어서,  본 발명의  필터재의  대체로  멜트-블로우법에  의해 제조된  평균 섬유 직경  
1.2 ㎛,  평균 세공 직경  9.2 ㎛ 인  폴리에스테르로  제조된  부직포  3.96 g 을  충진하고,  실시예 

10 과  동일한  코팅 처리를  실시하여,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또한,  충진 밀도는  0.22 g/cm
3
 

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예 10 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농후 적혈구 (RC-MAP,  헤마토크리트 값 : 63 %,  백혈구 수 : 4,935 개/μL)  325 g 을  낙차  1.0 m 로  

여과한  결과,  평균 처리 속도는  15.8 g/분,  백혈구 잔존율은  10
-3.98

 였다.

실시예 10 과  비교예 11 의  필터 장치에  있어서는  필터재의  양은  동량이면서,  실시예 10 의  필터 
장치에서는  백혈구 제거능  및  평균 처리 속도가  비교예 11 의  필터 장치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11

실시예 11 과  동일한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본  발명의  필터재  1.3 g 의  상류측에  평균 섬유 직

경이  33 ㎛,  평량 50 g/m
2
 인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  1.35 g,  평균 섬유 직경이  12 ㎛,  평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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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2
 인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표  0.81 g,  평균 섬유 직경이  1.7 ㎛,  평량  66 g/m

2
 인  폴리에스테르

제 부직포  0.59 g 을  배치하고,  유효 여과부 단면적  45 cm
2
 (6.7 cm × 6.7 cm) 인  용기에,  충진 밀

도가  0.22 g/cm
3
 가  되도록  충진한 후,  실시예 10 과  동일한  코팅 처리를  실시함으로써  필터 장치

를  제조하였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예 10 과  동일한  방법으로  4 ℃ 에서  9 일 동안  저장된  농후 적
혈구 (RC-MAP,  헤마토크리트 값 : 62 %,  백혈구 수  6,335 개/μL)  325 g 을  낙차  1.0 m 로,  평균 
처리 속도를  5.6 g/분으로  조정하면서  여과하였다.     여과를  시작하기  직전의  농후 적혈구의  온

도는  12 ℃ 였다.     이상의  결과,  백혈구 잔존율은  10
-4.10

,  적혈구 회수율은  94.6 % 였다.

실시예 12

실시예 11 과  동일한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예 11 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농후 적혈구 
(RC-MAP,  헤마토크리트 값 : 62 %,  백혈구 수  6,335 개/μL) 를  평균 처리 속도를  19.8 g/분으로  

여과한  결과,  백혈구 잔존율은  10
-3.93

,  적혈구 회수율은  93.9 % 였다.

실시예 13

실시예 3 과  동일한  본  발명의  필터재  1.3 g 의  상류측에,  평균 섬유 직경이  3.3 ㎛,  평량 50 

g/m
2
 인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  1.35 g,  평균 섬유 직경이  12 ㎛,  평량  30 g/m

2
 인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표  0.81 g,  평균 섬유 직경이  1.7 ㎛,  평량  66 g/m
2
 인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  0.59 g 을  배

치하고,  유효 여과부 단면적  45 cm
2
 (6.7 cm × 6.7 cm) 인  용기에,  충진 밀도가  0.22 g/cm

3
 가  되

도록  충진한 후,  실시예 7 과  동일한  코팅 처리를  실시함으로써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상기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예 10 과  동일한  방법으로  4 ℃ 에서  10 일 동안  저장된  농후 
적혈구 (RC-MAP,  헤마토크리트 값 : 64 %,  백혈구 수 : 3,387 개/μL)  325 g 을  낙차  1.0 m 로  여
과하였다.     여과를  시작하기  직전의  농후 적혈구의  온도는  12 ℃ 였다.     이상의  결과,  평균 

처리 속도는  24.4 g/분,  백혈구 잔존율은  10
-3.78

,  적혈구 회수율은  95.1 % 였다.

실시예 14

실시예 1 에서와  동일한  다공질 소자를  25 cm × 35 cm  의  크기로  절단하고,  초산균 농도가  498 
균체/mL 인  배양액  375 mL 에  침지시키고,  그리고  이  상태로  28 ℃ 에서  14 시간 동안  정치 배
양하였다.     정치 배양  도중  2 시간  마다  다공질 소자의  앞 뒷면을  뒤집어 주었다.     정치 배
양의  완료 후,  흐르는  물로  세척하여  초산균을  제거하였다.     상기  언급한  제조 공정에  따라,  
다공질 소자의  앞 뒷면  양 표면에  평균 섬유 직경이  0.02 ㎛ 인  초산균이  생성한  셀룰로오스 섬유
로  이루어진  망상 구조체를  보유한  필터재를  수득하였다.     사용된  초산균  및  배양액의  조성
물은  실시예 3 과  동일하였다.     섬유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은  0.02 ㎛,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460,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섬유 직경과  섬유 구
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는  60,  필터재의  다공율은  85 %,  섬유 구조체의  필터재에  대한  보
유율은  0.12 중량 % 였다.

상기  필터재  1.3 g 의  상류측에,  평균 섬유 직경이  33 ㎛,  평량 50 g/m
2
 인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  

1.35 g,  평균 섬유 직경이  12 ㎛,  평량  30 g/m
2
 인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표  0.81 g,  평균 섬유 직경

이  1.7 ㎛,  평량  66 g/m
2
 인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  0.59 g 을  배치하고,  유효 여과부 단면적  45 

cm
2
 (6.7 cm × 6.7 cm) 인  용기에,  충진 밀도가  0.22 g/cm

3
 가  되도록  충진한 후,  실시예 10 과  

동일한  코팅 처리를  실시함으로써  필터 장치를  제조하였다.     이  필터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예 
10 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예 13 과  동일한  농후 적혈구 (RC-MAP,  헤마토크리트 값 : 64 %,  백혈
구 수 : 3,387 개/μL)  325 g 을  낙차  1.0 m 로  여과하였다.     여과를  시작하기  직전의  농후 적

혈구의  농도는  12 ℃ 였다.     이상의  결과,  평균 처리 속도는  14.8 g/분,  백혈구 잔존율은  10
-

4.24
,  적혈구 회수율은  94.2 % 였다.

산업상이용가능성

본  발명의  백혈구 제거 필터재는,  유용 혈액 성분의  높은  회수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부작용의  
원인이  되는  백혈구를  고효율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성분  수혈에  사용하는  
필터재로서  유용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평균 세공 직경이 1.0 ㎛ 이상  100 ㎛ 미만인  다공질 소자,  그 다공질 소자 상에  보유된,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다수의  섬유로  구성된  섬유 구조체로  이루어진  필터재로서,  
상기  필터재의  다공율이  50 % 이상  95 % 미만이며,  상기  섬유 구조체의  상기  필터재에  대한  보
유율이  0.01 중량 % 이상  30 중량 % 미만이고,  상기  다공질 소자 공극의  평균 세공 직경과  상기  
섬유 구조체를  구성하는  섬유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가  2 이상  2,000 미만이며,  상기  섬유  구조
체가  망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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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구조체의  섬유의  평균 섬유 직경에  대한  상기  다공질 소자 공극의  
평균 세공 직경의  비가  10 이상  1,800 미만인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구조체의  상기  필터재에  대한  보유율이  0.03 중량 % 이상  10 중량 
% 미만인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구조체를  구성하는  각종 섬유가  단섬유인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0.8 ㎛ 미만인  백혈구 제
거 필터재.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구조체가  상기  다공질소자 전체에  보유되는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구조체가  실질적으로  상기  다공질 소자 전체에  실질적으로  균일하
게  보유되는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구조체가  상기  다공질 소자의  한 쪽 표면에  보유되는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9 

(정정)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구조체가  표면에  실질적으로  균일하게  보유되는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구조체가  상기  다공질 소자의  양쪽 표면에  보유되는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11 

(정정)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구조체가  표면에  실질적으로  균일하게  보유되는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질 소자가  섬유 집합체인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에  대한  상기  섬유 집합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가  10 이상  1,000 미만인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집합체가  부직포인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집합체가  장섬유인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질 소자가  스폰지 상의  연속 다공질체인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재의  흐름 방향의  두께가  0.1 mm 이상  30 mm 미만인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재의  흐름 방향의  두께가  0.1 mm 이상  15 mm 미만인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질 소자  및/또는  상기  섬유 구조체가  표면 개질되어 있는  백혈구 제
거 필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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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질 소자  및/또는  상기  섬유 구조체의  표면이  고분자 재료로  코팅
된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질 소자  및/또는  상기  섬유 구조체의  표면이  비이온성,  친수성기
를  갖는  고분자 재료로  코팅된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22 

제 20 항  또는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고분자 재료가  단량체 단위로서  0.1  내지  20 % 의  염
기성 질소 함유 관능기를  갖는  중합성 단량체를  함유하는  공중합체인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망상 구조가  균일한  망상 구조인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섬유를  분산 매질에  분산시키고,  
그것을  제지로써  평균 세공 직경이  1.0 ㎛ 이상  100 ㎛ 미만인  다공질 소자 상에  보유시킴으로써  
수득되는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에  대한  상기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의  비가  16 이상  300 미만인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구조체의  상기  필터재에  대한  보유율이  0.3 중량 % 이상  5.0 중
량 % 미만인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27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이  0.05 ㎛ 이상  0.5 ㎛ 미만인  백혈구 제
거 필터재.

청구항 28 

제 1 항에  있어서,  셀룰로스 섬유 생산능이  있는  미생물과  평균 세공 직경이  1.0 ㎛ 이상  100 ㎛ 
미만인  다공질 소자를  액체 배지 중에  공존하게 하고,  미생물을  배양하며,  상기  다공질 소자를  
회수함으로써  수득되는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에  대한  상기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의  비가  160 이상  1,500 인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구조체의  상기  필터재에  대한  보유율이  0.03 중량 % 이상  1.0 중
량 % 인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31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0.05 ㎛ 미만인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32 

제 1 항에  있어서,  평균 세공 직경이  1.0 ㎛ 이상  100 ㎛ 미만인  다공질 소자를  멜트-블로우 법으
로  방사하고,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섬유를  방사 중인  섬유 다발 흐름에  
혼입함으로써  수득되는  백혈구 제거 필터재.

청구항 33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섬유를  분산 매질에  분산시키고,  그것을  제지로써  
평균 세공 직경이  1.0 ㎛ 이상  100 ㎛ 미만인  다공질 소자 상에  보유시킴을  포함하는  백혈구 제거 
필터재의  제조 방법으로서,  그 필터재가 상기  다공질 소자 및  다수의  상기  섬유로  이루어진  섬유 
구조체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필터재의  다공율이  50 % 이상  95 % 미만이며,  상기  섬유 구조체의  
상기  필터재에  대한  보유율이  0.01 중량 % 이상  30 중량 % 미만이고,  상기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상기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가  2 이상  2,000 미만이며,  상기  섬유 구조체
가  망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상기  백혈구 제거 필터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상기  섬유를  분할성 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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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시킴으로써  수득하는  제조 방법.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분할성 섬유가  재생 셀룰로스 섬유인  제조 방법.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분할성 섬유를  분할하는  방법이  피브릴화 방법인  제조 방법.

청구항 37 

제 33 항에  있어서,  액체 배지에  간헐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진동을 줌으로써  셀룰로스 생산성이  
있는  미생물을  배양하고,  배지에서  상기  섬유를  회수함으로써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상기  섬유를  수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제조 방법.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회수된  상기  섬유를  절단하는  단계를  분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제조 
방법.

청구항 39 

제 33 항에  있어서,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상기  섬유를  미생물이  생산한  
셀룰로스 섬유 뭉치를  절단함으로써  수득하는  제조 방법.

청구항 40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섬유를  분산 매질에  분산시켜  섬유 분산액을  수득
하고,  그 분산액을  제지로써  평균 세공 직경이  1.0 ㎛ 이상  100 ㎛ 미만인  다공질 소자 상에  보유
시키며,  이에  수득된  필터재를  고압 액체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 1 항에  따른  백혈구 제거 
필터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41 

셀룰로스 섬유 생산능이  있는  미생물과  평균 세공 직경이  1.0 ㎛ 이상  100 ㎛ 미만인  다공질 소자
를  액체 배지 중에  공존하게 하고,  상기  미생물을  상기  액체 배지에  배양한 후,  상기  다공질 소
자를  회수하는  백혈구 제거 필터재의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필터재가 상기  다공질 소자 및  그 다
공질 소자 상에  보유된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섬유로  이루어진  섬유 구조
체로  되어 있고,  상기  필터재의  다공율이  50 % 이상  95 % 미만이며,  상기 섬유 구조체의  상기  
필터재에  대한  보유율이  0.01 중량 % 이상  30 중량 % 미만이고,  상기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
경과  상기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가  2 이상  2,000 미만이며,  상기  섬유 구조체가  망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상기  백혈구 제거 필터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셀룰로스 섬유 생산능이  있는  미생물이  초산균인  제조 방법.

청구항 43 

제 41 항에  있어서,  배양이  정치 배양인  제조 방법.

청구항 44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 배지의  액면을  간헐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변화시켜,  상기  다공
질 소자의  외부  및  내부를  통과시켜  상기  미생물을  배양하는  제조 방법.

청구항 45 

제 41 항에  있어서,  기체를  상기  액체 배지 중  및/또는  상기  다공질 소자 내부에  도입하면서,  
상기  미생물을  배양하는  제조 방법.

청구항 46 

제 41 항에  있어서,  배양 중에  다공질 소자를  위 아래로  반전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제조 
방법.

청구항 47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미생물을  1 균체/ml  이상  1.0 x 10
7
 균체/ml 미만의  미생물 농도에서  배

양하는  제조 방법.

청구항 48 

제 41 항에  있어서,  배양 시간이  0.5 시간 이상  48 시간 미만인  제조 방법.

청구항 49 

평균 세공 직경이  1.0 ㎛ 이상  100 ㎛ 미만인  다공질 소자를  멜트-블로우 법으로  방사하고,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섬유를  방사 중인  섬유 다발 흐름에  혼입함을  포함하는  
백혈구 제거 필터재의  제조 방법으로서,  필터재가 상기  다공질 소자 및  다수의  상기  섬유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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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섬유 구조체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필터재의  다공율이  50 % 이상  95 % 미만이며,  상기  섬
유 구조체의  상기  필터재에  대한  보유율이  0.01 중량 % 이상  30 중량 % 미만이고,  상기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상기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가  2 이상  2,000 미만이며,  상기  
섬유 구조체가  망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상기  백혈구 제거 필터재의  제조 방법.

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질 소자  및  그 다공질체 상에  보유된  상기  섬유 구조체를  부가적
으로  고압 액체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조 방법.

청구항 51 

1) 도입구,  2) 평균 세공 직경이  1.0 ㎛ 이상  100 ㎛ 미만인  다공질 소자  및,  그 다공질 소자 상에  
보유된,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섬유로  이루어지고,  다공율이  50 % 이상  
95 % 미만이며,  상기  섬유 구조체의  상기  필터재에  대한  보유율이  0.01 중량 % 이상  30 중량 % 
미만이고,  상기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상기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가  2 이상  
2,000 미만이며,  상기  섬유 구조체가  망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필터재를  함유하는  필터,  및  
3) 도출구로  이루어진,  백혈구 함유액으로부터의  백혈구 제거 장치.

청구항 52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재의  다수의  시트가  흐름 방향으로  적층되어 있는  장치.

청구항 53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재의  상류측  및/또는  하류측에  다른  필터재가  배치된  장치.

청구항 54 

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재의  상류측에  미소 응집물 제거 필터재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5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재의  흐름 방향에  대해  법선  방향의  단면적이  3 cm
2
  이상  100 

cm
2
 미만인  장치.

청구항 56 

1) 도입구,  2) 평균 세공 직경이  1.0 ㎛ 이상  100 ㎛ 미만인  다공질 소자  및,  그 다공질 소자 상에  
보유된,  평균 섬유 직경이  0.01 ㎛ 이상  1.0 ㎛ 미만인  섬유로  이루어지고,  다공율이  50 % 이상  
95 % 미만이며,  상기  섬유 구조체의  상기  필터재에  대한  보유율이  0.01 중량 % 이상  30 중량 % 
미만이고,  상기  다공질 소자의  평균 세공 직경과  상기 섬유 구조체의 평균 섬유 직경의 비가  2 이상  
2,000 미만이며,  상기  섬유 구조체가  망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필터재를  함유하는  필터,  및  
3) 도출구로  이루어진  장치를  사용하고,  도입구로부터  백혈구 함유액을  주입하고,  도출구로부터  
상기  필터재에  의해  여과된  액체를  회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백혈구 함유액으로부터의  백혈구 제
거 방법.

청구항 57 

제 56 항에  있어서,  백혈구 함유액이  전혈 제제,  농후 적혈구 제제,  또는  농후 혈소판 제제인  방
법.

청구항 58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백혈구 함유액이  전혈 제제  또는  농후 적혈구 제제이고,  장치 용량이  
단위당  3 ml 이상  20 ml 미만인  방법.

청구항 59 

제 58 항에  있어서,  상기  백혈구 함유액이  전혈 제제  또는  농후 적혈구 제제이고,  회수액 중의  

잔존 백혈구 수가  1 x 10
3
 개/단위 미만인  방법.

청구항 60 

(정정)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백혈구 함유액이  혈소판 농후 제제이고,  5 단위당  장치 용량이  
단위당  1 ml 이상  10 ml 미만인  방법.

청구항 61 

제 60 항에  있어서,  상기  백혈구 함유액이  혈소판 농후 제제이고,  회수액 중의  잔존 백혈구 수가  

1 x 10
3
 개/5 단위 미만인  방법.

청구항 62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백혈구 함유액이  체액이고,  그 백혈구 함유액을  연속적으로  도입구에  
도입하고,  상기  필터로  여과된  액체를  도출구로부터  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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