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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온 전기 도입 시스템의 표시기

요약

이온 저기 도입법에 의해 의약, 약물 또는 다른 치료용 약제를 피부를 통해 전달하기 위한 장치(11)이 
제공된다. 본 장치(11)는, 초기에 양극(45)에 존재했다가 장치(11)를 구동시키는 전류가 흐름에 따라 보
조의 전해질 셀(47)내에서 음극(41)으로 전송되는 금속량을 모니터함으로써 신체에 전달되는 의약의 누
적량을 측정하고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수단(13)을 제공한다. 선택적으로, 본 장치는 또한, 광을 디스플
레이 함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구별되는 색상의 광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진법 인코딩을 사용함으로써, 전
달된 의약의 누적량 측정치를 디스플레이 하는 다수의 광 방출 장치(63-1)를 제공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이온 전기 도입 시스템의 표시기

[발명의 배경]

돌란드(Dorland)의  의약  사전(I1lustrated  Medical  Dictionary)에  의하면,  이온  전기 
도입법(iontophoresis)은 '치료의 목적으로 전류를 이용하여 용해 가능한 염의 이온을 인체의 조직 내로 
도입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온 전기 도입 장치는 1900년대 초부터 알려져 왔다. 1934년에 공고
된 영국 특허 명세서 제410,009호는, 당시 당업계에 알려져 있던 그러한 초기 장치들의 단점 중의 하나, 
즉 환자가 전류원 가까이에 고정되어야 하므로 특히 작은 텐션(낮은 전압)의 전류원이 요구된다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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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결하여 이루어진 이온 전기 도입 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상기 영국 특허 명세서에 의하면, 동 장치
는 피부를 통하여 전달될 의약(medicament) 또는 약물(drug)을 함유하는 물질과 두개의 전극이 결합되어 
갈바니 전지(galvanic  cell)를 형성함으로써 만들어졌다. 갈바니 전지는 이온 전기 도입법으로 의약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전류를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운반 가능한 장치로 인해 환자의 일상 활동에 실질적
으로 지장이 적은 이온 전기 도입식 약물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온  전기  도입법은,  염산  리도카인(lidocaine  hydrochloride),히드로코르  티손 
플루오라이드(hydrocortisone fluoride), 페니실린(penicillin), 나트륨 인산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sodium phosphate) 및 기타 다수의 약물을 포함하는 의약 또는 약물을 피부를 통하여 투여하는 데에 유
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마도 이온 전기 도입법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필로카르핀 염(pilocarpine 
salts)을 이온 전기 도입법으로 체내에 전달함으로써 낭포성 섬유증(systic fibrosis)을 진단하는 것이
다. 필로카르핀은 땀 분비를 자극하고, 분비된 땀을 수집되어 염소 함량 분석을 통해 질병 유무가 검사
된다.

현재 알려져 있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는, 인체 피부의 일부분과 직접 접촉하도록 위치된 적어도 두개의 
전극을 사용한다. 활성전극(active electrode)또는 도너 전극(donor electrode )이라고 불리는 제1 전극
을 이온; 전기 도입법에 의해 이온성 물질, 의약, 약물 전구체 또는 약물을 인체 내로 전달한다. 카운터 
전극(conuter electrode)또는 리턴 전극(return electrode)이라고 불리는 제2 전극은 인체, 제1 전극 및 
배터리와 같은 전기 에너지원과 함께 전기적 폐회로를 이룬다. 예를 들어, 체내로 전달될 이온성 물질이 
양전하를 띠는 것이라면 양극이 활성 전극이 되고 음극은 카운터 전극으로 작용하여 회로를 완성한다. 
만약 전달될 이온성 물질이 음전하를 띤다면, 음극이 활성 전극이 되고 양극은 카운터 전극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는, 양극 및 음극이 모두 동시에 반대 전하를 띤 약물을 체내에 전달하도록 사용될 수도 있다. 이 경
우, 두 전극 모두는 활성 전극 또는 전극이 된다. 예를 들면, 양극은 양전하를 띤 이온성 물질을, 음극
은 음전하를 띤 이온성 물질을 체내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전하를 띠지 않는 약물 또는 약제(agent)를 체내에 전달하는 경우에도 이온 전기 도입 장치가 사
용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이는 전기 삼투(electroosmosis)로 알려진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기 
삼투란, 도너 전극에 의해 피부 양단에 형성된 전기장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부를 통과하는 액체 
용매(예를 들어, 전하를 띠지 않는 약물 또는 약제를 포함하는 액체 용매)의 흐름을 말한다. 본 명세서
에서 사용된 '이온 전기 도입(iontophoresis)에 의한, 하전된 약물 또는 약제의 전달, (2) 전기 삼투에 
의한, 하전되지 않은 약물 또는 약제의 전달, (3) 전기 이동 및 전기 삼투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하
전된 약물 또는 약제의 전달, 및 (4) 전기 이동 및 전기 삼투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하전된 약물 또
는 약제와 하전되지 않은 약물 또는 약제의 혼합물의 전달을 의미한다.

현존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들은 일반적으로, 이온 전기 도입법에 의해 체내로 전달 또는 도입될 이온
화 종 도는 이온화 가능 종, 또는 그러한 종들의 전구체의 저장기 또는 공급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이온화 종 또는 이온화 가능 종의 저장기 또는 공급원의 예로는, 쟈콥슨(Jacobsen)에게 허여된 쟈콥슨 
특허,  즉  미합중국  특허  제4,250,878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주머니  모양의  것,  또는 
웹스터(Webster)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383,529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사전에 형성된 겔 형태의 
것이 있다. 그러한 저장기들은 이온 전기 도입 장치의 양극 또는 음극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 이상
의 바람직한 종이 고정된 또는 교체 가능한 발생원으로 작용한다.

최근, 펩타이드 및 유전 공학적으로 합성된 단백질을 포함하는 단백질들을 이온 전기 도입법으로 피부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부 또는 점막을 통해 전달이 고려되는 펩타
이드 및 단백질들은 약 500내지 40,000 달톤(Dalton)범위의 분자량을 갖는다. 이러한 고분자량 물질들은 
너무 커서 저절로 피부를 통하여 분산되어서 치료학적으로 유효한 농도에 이르기는 어렵다. 많은 펩타이
드 및 단백질들이 전체로서 양전하 또는 음전하를 띠지만 피부를 통하여 저절로 분산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물질들이 이온 전기 도입식 약물 전달이 가능한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현재, 펩타이드 및 단백질 (예를 들면, 인슐린)을 포함하는 많은 약물을 24시간 이상의 장시간에 걸쳐 
전달하는 경우에 대해 이온 전기 도입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전달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
복 밑의 피부에 착용하기 쉽고 방해를 주지 않는 소형의 이온 전기 도입 전달 장치를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피부에 착용하도록 고안된 소형 이온 전기 도입 전달 장치의 한 예로는 아리우라(Ariura)등에
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474,570호에 개시된 것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장치는 소형의 저전압 배터
리로 전력이 공급된다. 좀더 작은 이온 전기 도입 장치를 개발할 필요성 이외에도, 알약 및 피하 주사와 
같은 통상적인 형태의 치료법에 비하여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들 장치의 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

비용을 절감하는 한 가지 방법은 더욱 낮은 전압의 전력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전력원의 전
압이 낮아지면 약물 전달 속도 또한 감소한다. 따라서, 저렴한 저전압 전력원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는 단위 전력당 전달되는 약물량과 같은 이온 전기 도입 전달 장치의 성능 특성을 개선하는 방법이 요구
된다. 나아가서, 특히 환자에 의해 (수요에 의해) 조절되는 전달 시스템 및 피드백에 의해 조절되는 전
달 시스템에서와 같이 전달되는 약물량이 변화할 수 있거나 예정된 패턴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전달되
는 의약의 양을 모니터할 특별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피부를 통한 이온 전기 도입 약물 전달 장치로부터 약물이 전달되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한 방법은, 최적
의 약물 전이 특성을 갖는 피부 부위에 장치를 부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알. 피. 하크(R.P. Haak)등
은 국제 특허 공보 제 WO91/08795에서 이온 전기 도입 약물 전달 장치를 환자에 부착하는 최적의 피부부
위를 밝히고 있다. 인체에 있어서, 환자의 등은 이온 전기 도입식 전이가 가능한 땀샘 또는 피부 구멍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아니지만 전기적인 약물 전달의 최적 부위인 것을 밝혀졌다.

장시간의 이온 전기 도입 약물 전달 시에는, 24시간 등과 같이 특정한 시간동안 이온 전기 도입을 통하
여 전달될 약물량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장치 자체의 설계에 의
해 또는 배터리 방전 특성 등과 같은 조절 불가능한 인자들 때문에, 이온 전기 도입을 일으키는 전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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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간 간격 동안 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든 불확실성이 장시간에 걸쳐 인체로 흡수되는 약물 
또는 의약의 양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피드백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인가 전압의 극성을 반전시켜 전류, 따라서 이온 전
기 도입법에 의한 약물/의약 전달 속도를 특정 시간 간격 동안 거의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불확
실성을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때때로 피부 자극을 피하고 피부를 무극성화하기 위하여 극성을 반전시
킨다. 피부가 극성을 띠게 되면 전기적 전이에 의한 효율적인 약물 전달이 방해된다. 극성 조절은 페티
존(Pettijohn)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116,238호,  쟈콥슨등에게  허여된  미하분극  특허 
제4,141,359호, 라틴(Lattin)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406,658호, 및 라틴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456,012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들 특허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전자 기기들은 변압기 및 SCR 정
류기와 같은 장치들을 사용하므로 이들 기기를 환자의 피복 밑에 착용할 수 있을 만큼 소형, 경량의 패
키지로 만들기는 쉽지 않으며 거의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다른 연구자들은 인가 전압에 의해 적용 부위 부근에 전달되는 전류를 선택적으로 변화시키지 위한 수단
을 제공하였다. 맥니콜스(McNichols)등은 미합중국 특허 제4,725,263호에서, 본 방법에 사용되는 전류 
크기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트리밍될 수 있는 이온 전기 도입법용 전류 제어 모듈의 사용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 가지 정도의 매우 작은 숫자의 전류값만이 미리 선택될 수 있고, 선택된 전
류값은 보통 다시 바꿀 수 없다. 기계적인 트리밍은 또한 선택된 전류값을 시각적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디스플레이 모듈을 피부를 통한 이온 전기 도입식 약물 전달 장치에 사용하는 것 또한 이미 알려져 있
다.  예를  들어,  치엔(chien)등의  미합중국  특허  제5,042,975호는,  장치가  작동  중인지의  여부, 
주기적인(즉, 펄스형의 )전류 형태 및 인가된 전류의 파형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액정디스플에이를 개시하고 있다.

수은/수은염 '타이머' 형태의 전자 적분기 또한 알려져 있다. 그 예로는 자이트 임 글라스로오, 엘렉트
러(Zeit im Glasrohr, Elektror, 1985년 11월, 제 11-38 내지 11-39면)를 참조한다. 이들 장치는, 예를 
들면 전기 기구가 사용된 시간 길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정 레벨의 전류가 인가된 시간을 재는데 사용
될 수 있다.

시발리스(Sibalis)는 미합중국 특허 제4,708,716에서 제3 전극을 병렬 전류 루프로 제공하는 것을 개시
하고 있다. 이 병렬 전류 루프는 혈청 내에서 언제 바람직한 투여량이 달성되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
는 피드백 신호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역플레이팅 전지(reverse plating cell)가 사용되는데, 이 전지 
내에서는 금속 또는 다른 전기 전도성 물질이 (수반하는 전하와 함께) 활성 전극으로부터 카운터 전극으
로 이동하면 양극에서 음극으로의 전류 흐름에 대한 저항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나, 전하 흐름에 대한 
저항의 급격한 증가에 의존하는 이 표시기는 단지 두 가지의 표시 레벨만을 제공한다.

미합중국 특허 제4,822,334호에는 테퍼(Tapper)에 의하여 총 이온 전기 도입 투여량을 제한하는 전자 제
어 시스템에 개시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전압 제어발진기(VCO : Votage Control Oscillator)를 포함하
는데, 발진기의 주파수는 약물을 투여 받는 환자의 신체와 같은 부하에 전달되는 전류에 비례한다. 주어
진 시간간격 동안의 VCO 사이클 수를 계산함으로써 현재 인가되는 부하 전휴 및 그 시간 간격 동안 전달
된 투여량을 결정한다.

뉴만(Newman)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942,883호는 약물 또는 의약을 전달하는 전류를 교호적으로 
턴-온 및 턴-오프시키기 위하여 이온 전기 도입 장치용의 하우징 내에 사용되는 감지 수단을 개시하고 
있다. 턴-온 및 턴-오프 교류 전류 주파수는 약 50kHz이며, 적재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장치들은 흔히 부피가 너무 크고 이온 전기 도입법에 의해 전달되는 누적 투여량의 연
속적인 표시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전달된 누적 투여량 및 소정의 다른 시스템 변수 상태를 연
속적으로 표시해주고, 약물, 의약 또는 다른 치료용 약제의 전달 부위 부근에 쉽게 착용될 수 있는 소
형, 경량의 이온 전기 도입 장치가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러한 필요성은 본 발명에 의해 충족될 수 있는데, 이러한 본 발명의 한 실시예는 전류원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제1 및 제2 전극 어셈블리를 포함한다. 제1 및 제2 전극 어셈블리 중 적어도 하나는 환자에게 전
달될 치료용 약제를 포함한다. 치료용 약제를 포함하는 전극 어셈블리는 환자의 신체 표면에 치료용 약
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배치된다. 다른 전극 어셈블리는 치료용 약제를 포함하는 전극 어셈블리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신체 표면과 이온 전달 가능하도록 배치된다. 디스플레이 모듈이 전원 및 전극 어셈블
리 중 하나의 전극 사이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디스플레이 모듈은 모듈을 통해 전달되는 누적 전하량
을 디스플레이 한다. 전달된 누적 전하량 또는 전류량의 측정 및 디스플레이는, 금속 이온들이 액체 전
해질을 통해 음극으로부터 양극으로 흐를 때 디스플레이 모듈 내에서 구리 이온과 같은 금속 이온이 양
극에서 음극으로 전달됨으로써 수행된다.

다른 실시 예에서, 의약층을 통과한 누적 전류 Q를 나타내는 신호는 다수의 가시 광 장치(광 방출 다

이오드, 액정 등)를 구동하여 Q의 측정치를 양적으로 디스플레이 한다. 이러한 가시적인 디스플레이는 

Q가 존재하는 현재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서로 다른 색상의 광을 디스플레이 하는 다수의 장치들을 사

용하여 색상 코드화한다. 선택적으로, 다수의 가시 광 장치는 이진수로서 Q의 현재 범위를 디스플레이 

하도록, 또는 Q의 현재 범위와 시스템 성능 및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선택된 시스템 변수

의 상태를 모두 디스플레이 하도록 이진 코드화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내지 제6도는, 본 발명의 선택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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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제1도에 도시된 실시예의 일부인 디스플레이 모듈의 상세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을 구동시키는데 사용되는 전류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회로의 한 실시 예를 도시한다.

제4도는, 환자에 의해 조절되는 본 발명의 표시기 시스템에 있어서 전달되는 의약을 시간의 함수로 나타
낸 그래프이다.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정량적 인코딩 및 디스플레이의 한 구현체를 도시한다.

[본 발명의 실행 방식]

제1도는, 전류 제어기(31)(선택적), 전류원(33), 디스플레이 모듈(35) 및 제1 및 제2 전극 어셈블리(13 
및 23)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11)를 도시한다. 예시를 목적으로, 제1 또는 도너 전극 어셈블
리(13)는 전기 전도층(15), 이온-전도 접착층(17 : 선택적), 및 전기 전도층(15)와 접착층(17)이나 환자
의 신체(21)중 하나와의 사이에 이들과 전기적으로 접속되게 배치된 의약층(19)을 포함한다. 의약층(19)
은 이온 전기 도입법에 의해 피부를 통하여 신체(21)에 전달될 하나 이상의 의약, 약물 또는 기타 치료
용 약제를 포함한다. 제2 또는 카운터 전극 어셈블리(23)는 전기 전도층(25), 이온-전도 접착층(27 : 선
택적), 및 전해질 염을 포함하는 층(29)을 포함한다. 선택적으로, 층(29)은 또 다른 의약, 약물 또는 기
타 치료용 약제를 포함할 수 있다. 전해질층(29)은 전기 전도층(25)와 접착층(27)이나 환자의 신체 중 
하나와의 사이에 이들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배치된다. 제2전극 어셈블리(23)는 제1 전극 어셈블리로

부터  0.5 -10 인  적당한  거리  d만큼  떨어져  위치되나  이  수치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전극 

어셈블리(13 및 23)는 그들 각각의 이온 전도 접착층(17 및 27)이 있는 경우에 이들 접착층이 환자의 신
체(21)과 직접 접촉되도록 배치된다. 접착층(17 또는 27)이 생략되는 경우에는, 대응하는 의약층(19) 또
는 전해질층(29)가 각각 신체, 즉, 피부에 직접 접촉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층(19 및 29)은 각각 
신체(21)의 표면과 이온 전달 가능한 관계에 있게 된다.

전기 전도층(15 및 25)은 금속 호일(foil) 또는 적당한 지지체에 고착되거나 페인트된 금속과 같은 금속
으로 형성된다. 적합한 금속의 예로는 아연, 은, 은/염화은, 알루미늄, 프라티늄, 스테인레스 스틸, 금 
및 티타늄이 있다. 선택적으로, 전도층(15 및 25)은 금속 분말, 분말 흑연, 카본 섬유 또는 다른 공지된 
전도성 필러 물질과 같은 전도성 필러를 포함하는 소수성 중합체 매트릭스로 형성된다. 소수성 중합체 
베이스의 적극은 소수성 중합체 매트릭스 내에 전기 전도성 필러를 혼합시킴으로써 만들어진다. 예를 들
면, 아연 분말, 은 분말, 은/염화은 분말, 분말화된 카본, 카본 섬유 또는 그들의 혼합물이 30-90 부피 
퍼센트 내의 적합한 양의 전도성 필러와 함께, 나머지는 소수성 중합체 매트릭스인 폴리이소부티렌 고무
와 같은 소수성 중합체 매트릭스 내에 혼합될 수 있다.

전기 전도층(15 및 25)는, 예를 들면, 프린트 제작된 유연성 회로, 금속 호일 ,배선 또는 전기 전도성 
접착제와 같은 공지 수단에 의해, 또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전류원(33), 디스플레이 모듈(35) 및 선택 
사항인 전류 제어기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배터리 전류원(33)은 다른 전기 화학적 커플로 구성된 전기 
전도층(15 및 25)에 의해 형성된 갈바니 커플에 의해 보충될 수 있다. 양이온성 약제를 전달하기 위한 
전형적인 갈바니 커플 물질은 아연 전도층(15) 및 은/염화은 전도층(25)을 포함한다. Zn-Ag/AgCl 갈바니 
커플은 약 1V의 전압을 제공한다.

사용되는 전류원에 관계없이, 전류원(33)은 전극 어셈블리(13 및 23) 및 환자의 신체와 함께 회로를 완
성하여 장치(11)이 적용되는 신체 표면 또는 피부 양단에 전기장을 발생시킨다. 이 전기장은 전류원(33)
으로부터 시작하여, 디스플레이 모듈(35),  전기 전도층(25),  전해질층(29),  접착층(27),  환자의 신체, 
접착층(17),  치료용  약제  함유층(19),  전기  전도층(15)을  통해  다시  전류원(33)으로  복귀한다. 
전류원(33)에  의해  발생된  전기장으로  인해  층(19)내의  치료용  약제가  이온  전기  도입법에  의해 
접착층(17 : 선택적)을 통해 신체로 전달된다. 의약층(19) 및 전해질층(29) 각각은 바람직하게는 치료용 
약제 또는 전해질 염이 적재된 중합체 매트릭스를 포함한다. 층(19) 및 29)의 중합체 매트릭스는 친수성 
중합체, 바람직하게는 친수성 중합체 및 소수성 중합체의 혼합물, 그리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0-60 
건조 중략 퍼센트의 친수성 중합체 및 약 10-60 건조 중량 퍼센트의 소수성 중합체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의약층(19) 및 전해질층(29)은 대표적으로 0.5-60 건조 중량 퍼센트의 약물 및 0.5-60 건조 중량 퍼센트
의 전해질을 각각 포함하는 매트릭스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된 바의 친수성 중합체는, 90퍼센트 이상의 상대 습도를 갖는 대기 중에 장기간 노출시
켰을 때 적어도 20 중량 퍼센트,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30 중량 퍼센트, 더욱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40 중
량 퍼센트의 평형 수분 함량을 갖는 중합체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된 바의 소수성 중합체는, 90 퍼센트 
이상의 상대 습도를 갖는 대기 중에 장기간 노출시켰을 때 20 중량 퍼센트 미만, 바람직하게는 15 중량 
퍼센트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중량 퍼센트 미만의 평형 수분 함량을 갖는 중합체이다.

소수성 중합체는 바람직하게는 열 융해 가능하여 중합체 베이스의 전극 또는 막과 같은 다른 중합체 표
면을 갖도록 열 융해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제1도의 전기 전도층(15 및 25)가 금속판, 금속 호일, 또
는 적합한 지지체 상의 금속 처리된 표면과 같은 금속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수성 중함체는 수지질의 접
착제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치료용 약제층(19) 및 전해질층(29)의 매트릭스에 사용되는 적합한 소수성 중합체는 다음의 중합체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폴리에틸렌 ; 폴리프로필렌; 폴리이소프렌 ; 폴리알켄 ; 고무 ; 

크라톤(Kraton ), 폴리비닐아세테이트 및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와 같은 공중합체 ; 나일론

과 같은 폴리아미드 ; 폴리우레탄 ; 폴리비틸클로라이드 ; 아크릴산 또는 메타크릴산의 에스테르와 n-부
탄올, n-펜탄올, 이소펜탄올, 2-메틸 부탄올, 1-메틸 부탄올, 1-메틸펜탄올, 2-메틸 펜탄올, 3-메틸 펜
탄올, 2-에틸 부탄올, 이소옥탄올, n-데칸올 또는 n-도데칸올과 같은 알코올의 중합체 단독, 또는 아크
릴산, 메타크릴산, 아크릴아미드, 메타크릴아미드, N-알콕시메틸 메타크릴아미드, N-tert-부틸아크릴아
미드 및 이타콘산과 같은 에틸렌 불포화 단량체와의 공중합체와 같은 아크릴 또는 메타크릴 수지 ; 알킬
기가 10-24개의 탄소 수를 갖는 N-측쇄 알킬 말레암산 ; 글리콜 디아크릴레이트 ; 및 그 혼합물, 상기 
열거된 소수성 중합체의 대부분은 열 융해 가능하다. 열 융해 가능한 소수성 중합체 중 폴리이소부티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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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및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가 바람직하다.

전기 전도층(15 및 25)가 금속 호일 또는 금속 처리된 중합체 필름인 경우, 접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수성 중합체 성분에 접착성 수지를 첨가할 필요가 있다. 접착성 수지를 가함으로써 접착성이 좀더 좋
아질 수 있는 적합한 소수성 중합체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셀룰로오스 아세테이
트 부티 레이트 ; 에틸셀루로오스 ; 포릴우레탄 ; 폴리(스티렌-부타디엔) 및 폴리(스티렌-이소프렌-스티
렌)블록 공중합체 ; 히구치(Higuchi)등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144,317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에
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 가소화된 또는 가소화되지 않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 천연 또는 합성 
고무 ; 및 폴리에틸렌, 폴리이소프렌, 폴리이소부티렌 및 폴리부타디엔과 같은 C2-C4 폴리올레핀.  적합

한 접착성 수지의 예로는, 완전히 수소화된 방향성 탄화  수소 수지, 수소화된 에스테르 및 저분자량 급
의  폴리이소부티렌이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월밍턴주,  델라웨어에  소재한  허큘리스 

인크.(Hercules,  Inc.)에  의해서  스테이벨리트  에스테르(Staybellite  Ester )#5  및  #10, 

리갈-레즈(Rehal-Rez ) 및 피코탁(Piccotac )이라는 상표명으로 시판되고 있는 접착제들이 특히 적합

하다.

제1도의 층(19 및 29)의 매트릭스에 사용되는 적합한 친수성 중합체는 다음의 중합체들을 포함한다. : 
폴리비닐피롤리돈  ;  폴리비틸  알코올  ;  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에  의해  제조되는 

폴리옥스(Polyox ) 및 오하이오주 아크론에 소재하는 비. 에프. 굳리치(B. F. Goodrich)에 의해 제조되

는 카보폴(Carbopol )과 같은 포리에틸렌 옥사이드 ; 카보폴(Carbopol )과 혼합된 폴리옥스(Polyox )

와 같은, 포리옥시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과 폴리아크릴산의 혼합물 ; 폴리아크리아미드 ; 클루

셀(Klucel )  ;  세파덱스(Sephadex  ;  스웨덴  웁살라  소재,  파마시아  파인  케미칼,  에이비(Pharmauia 

Fine Chemical, AB)제조) 또는 전분-그래프트-폴리(소듐 아크릴레이트-혼성-아크릴아미드) 중합체인 워

터락(Water Lock  ; 아이오와주 무스카틴 소재, 그래인 프로세싱 코퍼레이션(Grain Processing Corp.)

제조)과 같은 가교화된 덱스트란 ; 히드록시에틸 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및 저치환
도의 히드록시프로필셀풀로오스와 같은 셀룰로오스 유도체 ; Ac-Di-Sol(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에프엠씨 코포레이션(FMC  Corp.)제조)과  같은  가교화된 Na-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 ;  폴리-히드록시에틸 
메타크릴레이트(내셔날 페이턴트 디벨롭먼트 코포레이션(National Patent Development Corp.)제조). 천
연 검(gum)과 같은 히드로겔 ; 치토산(chitosan) ; 펙틴 ; 전분 ; 구아르 검(guar gum) ; 로커스트 빈 
검(locust bean gum) 및 그와 유사한 것 ; 및 그 혼합물. 이들 중에서 폴리비닐피롤리돈이 바람직하다.

약물 또는 전해질과 중합체 매트릭스의 혼합은, 예를 들면 용액 상태에서, 또는 밀링(milling), 사출 또
는 고운 용융 혼합의 방법으로 기계적으로 행해진다.

층(19 및 29)은 약물 또는 전해질 이외에도, 염료, 안료, 불활성 충진제 및 기타 부형제와 같은 다른 통
상적인 물질들을 함유할 수 있다.

제1 전극 어셈블리(13)의 전기 전도층(15)은 전류 제어기(31: 선택적)또는 전류원(33)의 제1 전류 반송 
단자(current-carrying terminal)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이에 대한 전기 접촉부로서 작용한다. 전류 제
어기(31)의 제2 전류 반송 단자는 배터리 또는 다른 전류원(33)의 제1 단자(음극 또는 양극)에 전기적으
로 접속된다. 외부에서 제어 가능하거나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작업을 하도록 구성된 전류 제어기(31)이 
제1 및 제2 단자 사이의 전하 흐름의 속도를 제어한다. 여기에서 허용되는 전하 흐름 속도는 0.1 밀리암
페어 및 1 밀리암페어와 같은 2개의 선정된 제한값 사이의 범위이거나, 또는 정지 상태 또는 시간에 따
라 변이하는 방식으로 전류 출력 신호를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한 입력 단자에 전압 신호가 입력되는 차
동 증폭기를 포함하는 간단한 피드백 회로에 의해 더 정확하게 제어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사항인 전류 제어기(31)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전류원(33)은 제1 단자와 제2 단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일정한 전압차를 제공하는 단순한 배터리이거나 또는 미리 프로그램된 방식으로 시간에 따라 
서서히 변이 하는 시간 가변 전류를 제공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전류원(33) 및 전류 제어기(31)는 미
리  선택된  하한  및  상한  사이에서  변화하는  전류를  제공한다.  전류원(33)의  제2  단자는  디스플레이 
모듈(35)의 제1 단자로부터 제2 단자로 전송된 전하의 누적량을 측정 및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디
스플레이 모듈(35)의 제1 단자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디스플레이 모듈(35)의 제2 단자는 제2 전극 어
셈블리(23)의 전기 전도층(25)에 접속된다. 환자 신체(21)의 피부 또는 피하의 전기 통로(37)는 제1도에 
도시된 도너 전극 어셈블리(13), 전류원(33), 디스플레이 모듈(35) 및 카운터 전극 어셈블리(23)를 포함
하는 전기 회로를 완성한다.

제2도는  제1도의  디스플레이  모듈(35)의  실시예를  더  상세하게  도시한다.  디스플레이  모듈(35)은 
모듈(35)의 음극 단자(41)에 전지적으로 접속된 제1 전류 반송 라인(39)은 모듈(35)의 음극 단자(41)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제1 전류 반송 라인(39)에서 전하를 수신한다. 디스플레이 모듈(35)은 양극 단자(45)
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제2 전류 반송 라인(43)으로 전하를 전송한다. 양극 단자(45)에 전기적으로 접속
된 제2 전류 반송 라인(43)으로 전하를 전송한다. 양극 단자(45)는 바람직하게는 구리, 은, 니켈, 수은, 
크롬, 철, 납, 주석 또는 유사 물질의 금속코팅을 포함하고, 음극 단자(41)는 다른 전도성 물질이다. 양
극 단자(45)에서의 특정 화학 종의 산화에 의해 양극 단자에서 음극 단자로 저하가 전송되면서, 음극단
자(41)에서의  환원 반응에 의해 이온 종이 소모된다.  그  다음,  이  이온  종은 음극 단자(41)와  양극 
단자(45)사이에 위치한 전해질 용액(47)에 의해 전도되는데, 여기에서 이 이온 도너는 음극 단자(41)에
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에 의해 소모된다. 용액(47)은 초기에 Cu++와 같은 용해된 양이온을 포함하는데, 
이는 후에 음극 단자(41) 상에 전착되어 이온 전기 도입에 의한 의약 전달의 초기 반응을 개선시킨다. 
전해질 용액(47)은 황산, 구연산, 인산, 피로 인산(pyrophosphoricaid) ; 불화붕산 ; 시안화 옥살산 또
는 암모늄 하이드리드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 통상적인 전착 배드 용액(electroplating  bath 
solution)이라면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양이온이 전해질 용액 내에 용해되어야 한다면, 전해질 자체는 
양이온의 선택에 기초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양극 단자(45)에서 유리된 금속 양이온이 음극 단자(41)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튜브 또는 기타 흐름 강화 수단(49 : 선택적)을 양극 단자(45)
와 음극 단자(41) 사이에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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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된 양이온이 음극 단자(41)에 축적되어 전기 화학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즉 전착됨에 따라, 그곳의 
양이온 누적 질량이 가시적인 수단에 의해 양적으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이들 이온의 누적 질량은 전
류의 시간 적분 i(t)에 거의 비례한다. 즉, 관련된 시간 간격[to, t]동안 양극과 음극 사이의 누적 전하

량은 다음과 같다;

식(1)에서 증가된 전하량 Q는 쿨롱으로 측정되고, 제2도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쿨롱 측정 장치(35)는 

작동 시 100밀리볼트 이하를 소모하여야 한다. 제1도에 도시된 실시예(11)는 피부를 통한 이온 전기 도

입 장치에 용이하게 결합될 수 있다. 누적 전하량 Q를 위한 가시적인 디스플레이 수단이 제공되기 위

해서는 디스플레이 모듈(35)의 한 표면이 투명 플라스틱과 같은 투명한 지지체 물질이어야 한다. 음극 
단자(41)에 피착되는 금속 이온의 성장은 다음의 관계식에 따라 시간-적분 전류에 근사적으로 관련된다 
:

상기식에서, m 음극 단자에 피착된 이온의 누적 질량

Z  음극 단자에 피착될 금속 이온의 산화 상태

F  패러데이 상수  당량당 96,487 쿨롱

M  양극 금속 코팅의 원자량(예, Cu의 경우에 63.5)

예를 들어, 1mA의 균일한 전류가 10시간 동안 흐르면 음극 단자에 피착된 누적량 m이 11.8마이크로그

램인 Cu가 생성된다. 몇몇 관련된 양극 금속의 경우에, m과 Q는 다음 식에 따라 근사적으로 선형 비

례의 관계를 갖는다 :

m k Q (3) 상기 식에서, k는

의 식으로 주어진 물질 상수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금속 코팅에 대한 k 값은 다음과 같다:

k  3.29  10
-4
 (Cu),

k  1.18  10
-4
 (Ag),

k  3.04  10
-4
 (Ni),

k 1.03  10
-3
 (Hg),

k 1.79  10
-4
 (Cr),

k  2.09  10
-4
 (Fe),

k  1.07  10
-3
 (Pb),

k  6.15  10
-4
 (Sn).

누적 이온 질량 m이 Q에 대한 공지된 엄밀한 의미의 단조 증가 함수인 한, 누적 이온 질량 m과 시

간-적분 전류 Q사이의 관계가 식(2)에 제안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선형일 필요는 없다. x1  <  x2일 때 

f(x)가 정의되어 있는 임의의 2개의 값 x1및 x2에 대해 부등식 f(x1)  f(x2)가 성립하면 변수 y  f(x)

는 변수 x의 단조 증가 함수라고 하고,  x1 < x2 일 때  f(x1)  f(x2)이면 y  f(x)를 엄밀한 의미의 단

조 증가 함수라 한다.

본 발명의 작동에 있어서 몇 가지의 제어 특징이 중심이 된다. 먼저, 제2도에서 튜브(49)로 정의된 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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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 상에 피착된 금속용 채널의 활동은 재현 가능해야 한다. 둘째로, 양극 단자(45) 및 음극 단자(41)
는 재현 가능하게 제조되어야 한다. 셋째로, 양극 단자(45)와 음극 단자(41) 사이에 배치되어 이들을 둘
러싸는 액체 전해질(47)의 조성은, 음극 단자 상에서 금속 이온의 피착이 매끄럽고 균일하게 이루어지도
록 선택되어야 한다.

제3도는  제1도에  도시된  전류  제어기(31)에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한  회로를  도시한다.  제1도의 
전류원(33)은, 예를 들면, 약 9볼트의 전압 차를 제공하도록 직렬 접속된 3개의 Li 배터리일 수 있으며, 
이 때 배터리의 저전압 전극은 저항(51)을 통해 접합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JFET' : 53)의 소스에 접속
된다. 전류원(33)은 JFET(53)의 게이트에 직접 접속된다. 저항(51)은 임피던스 스윙이 100킬로오옴인 가
변 저항을 갖거나, 또는 10-100킬로오옴 범위 내의 고정된 저항값을 가질 수 있다. JFET(53)은 2N4220이
거나 또는 임의의 동등한 트랜지스터일 수 있다. JFET(53)의 드레인은, 바람직하게는 약 100오옴의 저항
값을 갖는 전류 측정 및 전류 제한 저항(55 : 선택적)을 통해 제1도에 도시된 제2 전극 어셈블리(23)의 
전기  전도층(25)에  접속된다.  전원  공급기(33)의  고전압  단자는  제1전극  어셈블리(13)의  전기 
전도층(15)에 집적 접속되어 회로를 완성한다. JFET(53)의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저항이 가변 저항(51)
에 의해 증가되거나 감소되면, 소스로부터 드레인으로의 전하의 흐름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각각 감소
되거나 증가된다. 이렇게 하여 전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이 제공되며 이 수단은 이온 
전기 도입 작용에 의해 의약이 신체로 들어가는 속도를 제어한다.

어떤 경우에는, 심한 통증을 느끼는 기간동안에는 환자가 진통제와 같은 의약의 복용량을 자체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장치는 환자가 단시간 동안 장시간의 경우의 속도보다 빠른 속
도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어 수단을 가진다. 이러한 전달 속도의 증가는, 제4도에 도

시된 바와 같이, t t1의 시각에 환자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고정된 길이 t  t2 - t1의 시간 간격 

t1  t  t2 동안 환자에게 전달되는 투여량에 대응하여 이온 전기도입 셀에 전달되는 전류 i(t)를 장

시간의 경우에 해당하는 전류값 io으로부터 더 큰 전류값 I1로 증가시킴으로써 구현된다. 이후 시간 t  

t3 및 t t5 에서의 전달 속도를 증가시킬 것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는 시간  t3  t  t4 및 t5  t  

t6 에 걸쳐  io로부터 I1로 전류값을 새롭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때 시간 길이   t4 - t3  

t6 - t5  t는 일정하다. 실제 사용할 때, 시간 간격의 길이 t는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다. 좀더 

개량된 장치에서는, 환자의 요구에 의해 시간 간격 t1  t  t2 동안 전류 I1에  해당하는 증가된 속도

로 의약을 투여 받았다면,  t1 - t3의 값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t1  t  t3의  시간 동안에는 시스템

이 환자의 또 다른 그와 같은 요구에 응답하지 않도록 차단될 수 있다.

제5도는 환자에 대한 의약이나 약물의 이온 전기 도입 전달을 위한 가시적인 표시기의 한 실시예(61)를 
도시하는데, 여기에서는 24시간과 같은 미리 선정된 시간 동안 환자에게 전달된 의약의 누적량에 대응하
여, 다수의 N개의 광 방출 다이오드, 액정 또는 다른 적당한 가시 표시기(63-1, 63-2, 63-3, ... 63-N)(
본 명세서에서는 참조의 편의성을 위해 총체적으로 '가시 광 장치' 또는 'VLD'라 함) 중의 정확히 하나

가 밝아진다. 불이 켜지면, VLD는 μn < μ  μ(n+1) (n  1, 2, ..., N) 범위에 있는 누적량(

질량) μ의 의약이 전달되었음을 표시하는데, 이때 μ1 < μ2 < .. < μn  이다. 이 실시예의 한 

작동 모드에서, 다수의 VLD 각각은 불이 켜질 때 다른 VLD 각각의 색상과 가시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색
상을 디스플레이 한다. 예를 들어, VLD(63-1,  63-2,  63-3,  ...,  63-N)의 색상은 각각 청, 청녹, 녹, 
...., 적 등이어서, VLD를 모니터하는 사람이 즉시 전달된 누적 의약량의 범위를 가시적으로 알 수 있도
록 해준다. 색상에 의해 가시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VLD의 배열 순서는 이 모드에서 중요하지 않다.

이 실시예의 제2 모드에서는, 전달된 의약의 누적량을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N개의 VLD
가 순서대로 정렬되거나 1, 2, ..., N으로 번호가 매겨져서 이진법으로 인코드된다. 예를 들어, 전달된 
의약의 누적량이 다음의 부등식

을 만족할 때 (상기 식에서, μ0은 전달될 수 있는 양 μ의 최대값이고, nk 각각의 값은 0 또는 1이

다), nk 1이면 VLD(63-k)가 커지고 nk  0이면 켜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N 4이고 VLD(63-1 

및 63-3)만이 불이 들어온  VLD라면, 이것은 이진법 패턴 1010에 대응하여 누적량 μ가 0.625 μ0 < 

μ 0.75 μ0의 범위 내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 모드의 한 가지 이점은 전달되는 의약의 누적량이 μ0 /2
N
미만의 오차로 더욱 개선된 정확도로 디스

플레이 된다는 것이다. 본 발명에서 VLD 패턴은 2개의 베이스(nk  0 또는 1)를 사용하여 디지털로 인

코드된다. 다른 어떠한 적합한 정수 베이스 P (P≥2)라도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1개 이상
의  VLD가 동시에 켜질 수도 있고, 일견하여서는 전달된 의약의 준적량을 가시적으로 결정하거나 계산하
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색상에 따른 코드화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전달된 의약의 누적량에 대한 
정보가 환자에게 알려져서는 안되는 경우에 유익하다.

제5도에 도시된 실시예(61)의 제3 모드에서는 제1 모드에서와 같이  VLD중 하나만이 켜지나, 이 모드에
서의  VLD는 색상 코드화되지 않았다. 제3 모드에서의  VLD는 1, 2, ..., N의 순으로 정렬되며, 불이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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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특정  VLD의 위치는 전달된 의약 누적량의 범위를 결정한다.

N  4이고 특정 색상을 사용하지 않는 실시예(61)의 제4 모드에서는, 4개의  VLD가 순서대로 정렬되고 

제2 모드에서와 같이 디지털로 인코드되지만, 4자리 이진 코드 (n1, n2, n3, n4)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이 모드는 시스템에 문의를 하고 적당한  VLD를 켜지게 할 신호를 제공하는 수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표시 시스템은 4개의 상호 배타적인 그룹인 4개의 지표 또는 이진 신호로 분할되는데, 이들 각각은 다음

과 같다 : (1) 그룹 1(이진수 값 0, 1, 2, 3, : n1  0, n2  0)은 시스템의 저항값 및 기능 또는 오기

능을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한다 : (2) 그룹 2(이진수 값 4, 5, 6, 7 : n1  0, n2 1)는 전달된 누적 

전류량을 디스플레이 한다 : (3) 그룹 3(이진수 값 8, 9, 10, 11 : n1  1, n2 0)은 사용된 투여량을 

디스플레이 한다 : (4) 그룹4 (이진수 값 12, 13, 14, 15 : n1  1, n2 1)는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잔여 배터리 용량을 디스플레이 한다. 4개의 서로 다른 이진수 값에 대응하는 한 버튼이 4개의 그룹을 
순회하거나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고, 4개의 그룹 각각이 선택됨에 따라 2개의 VLD가 지표 n3 및 n4를 사

용하여 4가지의 상태 중 하나를 디스플레이 하거나 해당 그룹 내에 존재하는 상태 지표를 디스플레이 한
다.

본 명세서에서 '약물(drugs),' '의약(medicaments),' 및 '치료용 약제(therapeutic ahents)'라는 용어는 
서로 구별없이 사용되었고 그들의 가장 넓은 의미, 즉 생명체에 전달되어 바람직한, 보통은 이로운, 효
과를 가져오는 치료학적 활성을 갖는 어떠한 물질이라도 포함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이들은 다음의 분
야를 포함하는 모든 주요 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치료용 약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항생  물질  및  항바이러스제와  같은  항감염제  :  펜타닐(fentanyl),서펜타닐(sufentanil),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및 진통성 혼합물을 포함하는 진통제 ; 마취제 ; 식욕 감퇴제 ; 항관절염
제 ; 터부탈린(terbutaline)과 같은 항천식제 ; 항경련제 ; 항우울제 ; 항당뇨제 ; 지사제 ; 항히스타미
제 ; 항염증제 ; 편두통 치료제 ; 스코폴라민(scopolamine) 및 온단세트론(ondansetron)과 같은 멀미 치
료제 ; 진토제 ; 항종양제 ; 파킨슨 증후군 치료제 ; 가려움증 치료제 ; 항정신 병약 ; 해열제 ; 위장관
용  및  요로용을  포함하는  진경제  ;  항콜린  작용제  ;  교감  신경  흥분제  ;  크산틴  유도체  ; 
니페디핀(nifedipine)과  같은  칼슘  통로  차단제를  포함하는  심장  혈관용  제제  ;  베타  차단제  ; 
도부타민(dobutamine) 및 리토리린(ritodrine)과 같은 베타-효능제 ; 항부정맥제 ; 아테놀롤(atenolol)
과 같은 항고혈압제 ; 라니티딘(ranitidine)과 간은 ACE억제제 ; 이뇨제 ; 범용, 관상 혈관용, 말초 혈
관용 및 대뇌 혈관용을 포함하는 혈관 확장제 ; 중추 신경 자극제 ; 기침 감기약 ; 충혈 제거제 ; 진단
용 약제 ; 파라티로이드(parathyroid)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 ; 최면제 ; 면역 억제제 ; 근이완제 ; 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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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신경제 ; 부교감 신경 작용제 ; 프로스타글란딘 ; 단백질 ; 펩타이드 ; 정신 흥분제 ; 진정제 ; 및 
신경 안정제.

본 발명은 또한 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단백질 및 기타 거대 분자들의 제어 전달에도 유용하다. 이들 
거대 분자들은 전형적으로 적어도 300 달톤, 좀더 전형적으로는 300-40,000 달톤의 분자량을 갖는다. 상
기 범위의 크기를 갖는 펩타이드 및 단백질의 특정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물질들이 있으나 이에 한정되
는 것은 아니다 : LHRH ; 부세렐린(buserelin), 고나도렐린(gonadorelin), 나파렐린(napharelin) 및 류
프롤리드(leuprolide)와 같은 LHRH 유사물 ; GHRH ; GHRF ; 인슐린 ; 인슐로트로핀(insulotropin) ; 헤

파린 ; 칼시토닌 ; 옥트레오타이드(octreotide) ; 엔돌핀 ; TRH ; NT-36(화학명은 N  [[(S)-4-옥소-2-

아제티디닐]카보닐]-L-히스티딜-L-프롤린아미드) ; 리프레신(liprecin) ; HGH, HMG, HCG 및 초산 데스모
프레신(desmopressin)과 같은 뇌하수체 호르몬 ; 난포 루테오이드(luteoids) ; aANF ; 성장 인자 유출 
인자(GFRF)와 같은 성장 인자 ; bMSH ; 소마토스타틴(somatostatin) ; 브라디키닌(bradykinin) ; 소마토
트로핀 (somatotropin) ; 혈소판에서 유래된 성장 인자 ; 아스파라기나아제(asparahinase) ; 블레오마이
신 설페이트(bleomycin sulfate) ; 키모파파인(chymopapain) ; 콜레시스토키닌(cholecystokinin) ; 융모 
성전 자극 호르몬(chorionic gonadotropin) ; 코프티코트로핀(corticotropin : ACTH) ; 에리스로포이에
틴(erythropoientin) ; 에포프로스테놀(epoprostenol : 혈소판 응집 저해제) ; 글루카곤(glucagon) ; 히
룰로그(hirulog)  ;  히알루로니다아제(hyaluronidase)  ;  인터페론(interferon)  ;  인터류킨-
1(interleukin-1) ; 인터류킨-2 ; 메노트로핀(menotropins : 유로폴리트로핀(urofollitropin : FSH) 및 
LH)  ;  옥시토신(oxytocin)  ;  스트렙토키나아제(streptokinase)  ;  티슈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tissue 
plasminogen activator) ; 바소프레신(vasopressin) ; 데스모프레신(desmopressin) ; ACTH 유사물 ; ANP 
; ANP제거 저해제(ANP clearance inhibitors) ; 안지오텐신(angiotensin) II 길항제 ; 항이뇨 호르몬 효
능제  ;  항이뇨  호르몬  길항제  ;  브라디키닌  길항제  ;  CD4  ;  세레다아제(cerddase)  ;  CSFs  ; 
엔케팔린(enkephalins) ; FAB 단편 ; IgE 펩타이드 억제 인자 ; IGF-1 ; 신경 향성 인자(neurotropic 
factors) ; 콜로니(clony)자극 인자 ; 상피소체 호르몬 및 효능제 ; 상피 소체 호르몬 길항제 ; 프로스
타글란딘 길항제 ; 펜티제타이드(pentigetide) ; 단백질 C ; 단백질 S ; 레닌(renin)저해제 ; 티모신 알
파-1(thymosin  alpha-1)  ;  혈전  용해제  ;  TNF  ;  백신  ;  바소프레신  길항제  유사물  ;  알파-1 
안티-트립신(alpha-1 anti-trypsin ; 재조합) ; 및 TGF-베타.

제1도에는 도너 전극 어셈블리(13)과 카운터 전극 어셈블리(23)이 나란히 교대로 정렬되는 것으로 도시
되어 있으나, 이들 전극 어셈블리는 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운터 전극 어셈블리(81)이 중심 위치에 
오고 환상의 도너 전극 어셈블리(83)이 이를 둘러싸는 형태로 동축으로 정렬될 수도 있다. 제6도의 전극 
어셈브릴 위치는 도너 전극 어셈블리가 중심에 오고 환상의 카운터 전극이 이를 둘러싸도록 서로 바뀔 
수도 있다. 제6도에 도시된 2개의 전극 어셈블리의 정렬은 원형, 타원형, 장방형, 또는 다른 어떠한 기
하학적 형태라도 가능하다.

제1도의 도너 및 카운터 전극 어셈블리(13 및 15)의 종 피부 접촉 면적은 1 로부터 200 이상까지 변할 

수 있다. 전형적인 장치는 5-50  범위의 총 피부 접촉 면적을 갖는 도너 및 카운터 전극 어셈블리를 갖

는다.

본 분야에 숙련된 기술자들은, 지금까지 상세하게 기술된 본 발명 및 그 특정 실시 예로부터 본 발명의 
원리 및 배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수정 및 변형시킬 수 있음이 명백하
며, 본 발명은 다음의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달될 치료용 약제를 포함하고 환자(21)의 신체 표면에 대해 약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위치된 제1 전극 
어셈블리(13), 제1 전극 어셈블리(13)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신체 표면과 이온 전달 가능하게 위치된 
제2 전극 어셈블리(23), 및 제1 및 제2 전극 어셈블리(13, 23)중 하나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전류원(33), 
및 전류원(33) 및 전극 어셈블리(13, 23)중 하나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환자의 신체 표면(21)을 통하
여 전달되는 치료용 약제의 누적량의 측정치로써 장치 작동 중의 일정 시간동안 전달되는 누적 전하량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수단(35)을 포함하며, 환자의 신체 표면을 통해 전달된 치료용 약제의 누적량을 표
시하여 주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에 있어서, 측정 수단(35)에 의해 측정되는 누적 전하량을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출력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모듈(35, 61)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도입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수단(35) 및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35)가 동일한 일체로서, 이것이 제1 및 
제2단자를 가지며 제1 및 제2 단자 사이에 전달되는 누적 전하량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모듈(35)가, 표면에 특정 급속 코팅이 되어 있고 상기 제1 및 제2 단
자 중 하나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양극(45), 상기 제1 단자와 상기 제2 단자 중 상기 양극에 접속되지 
않은 다른 단자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음극(41), 및 양극 및 음극의 최소한 일부분을 둘러싸서 상기 양극
과 음극 사이에 전기전도 통로를 제공하고 양극 코팅의 특정 금속 이온을 음극으로 전송하기 위한 통로
를 제공하는 전해질 용액(47)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양극 코팅을 위한 특정 금속이 구리, 은, 니켈, 수은, 크롬, 철, 납 및 주석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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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해질 용액(47)이 물에 용해될 수 있는 염의 수용액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해질 용액(47)이 황산, 구연산, 인산, 피로 인산, 불화붕산, 시안화 옥살산, 알
루미늄 하이드리드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해질 용액(47)이 미리 선정된 농도의 용해된 금속 이온을 포함하고, 금속 이온
이 구리, 은, 니켈, 수은, 철, 납, 및 주석으로 구성된 구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원(33)이 배터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원(33)이, 상기 전류가 미리 선정된 하한과 상한 사이에 있도록 상기 전류를 
제한하는 전류 제어 수단(31)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원(33)이, 결정 가능한, 시간에 따라 변이 하는 방식으로 상기 전류를 제어하
기 위한 전류 제어 수단(31)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제어  수단(31)이,  제1  단자  및  제2  단자를  가지며  제1  단자가  상기 
전류원(33)에 접속되어 있는 저항(51), 및 소스, 게이트 및 드레인을 가지며 소스는 저항(51)의 제2 단
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고, 게이트는 저항의 제1 단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드레인은 상
기 제1 전극 어셈블리(13)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접합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5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저항(51)이 미리 선정된 범위의 저항 값을 갖는 가변 저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제어  수단이,  미리  선정된  저항  값을  가지며  상기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53)의 상기 드레인과 상기 제1 및 제2 전극 어셈블리(13, 23)중 하나와의 사이에 접속되는 
제2 저항(55)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제어  수단(21)이,  제1  단자  및  제2  단자를  가지며  제1  단자가  상기 
전류원(33)에 접속되어 있는 저항(51), 및 소스, 게이트 및 드레인을 가지며 소스는 저항(51)의 제2 단
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고, 게이트는 저항의 제1 단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드레인은 상
기  제1  및  제2  전극  어셈블리(13,  23)중  하나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접합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5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저항(51)이 미리 선정된 범위의 저항 값을 갖는 가변 저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제어 수단(31)이, 미리 선정된 저항 값을 가지며 상기 전계 효과 트랜지스
터(53)의  상기  드레인과  상기  제1  및  제2  전극  어셈블리(13,  23)중  하나와의  사이에  접속되는  제2 
저항(55)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17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제어 수단(31)이, 상기 전류원(33)에 접속되고 환자에 의해 작동되어 미리 
선정된 길이의 전달 시간 동안 미리 선정된 크기의 증가된 전류를 전달하기 위해 환자에 의해 활성화되
는 신호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제어 수단(31)이 상기 시간 간격이 적어도 일부 동안 거의 일정한 크기의 
증가된 전류를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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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환자에 의해 활성화되는 신호 수단이, 이 장치가 활성화되어 증가된 크기의 상기 
전류가 전달된 후에는 미리 선정된 길이의 차폐 시간 간격 동안 증가된 크기의 상기 전류의 전달을 방지
하기 위한 차폐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장치에 의해 전달된 상기 누적 전하량이 서로 겹치지 않는 다수의 영역으로 분할되고, 
디스플레이 모듈(61)이 다수의 활성화될 수 있는 가시 광 장치(63-1, 63-N)를 더 포함하며, 각각의 가시 
광 장치가 전달된 상기 누적 전하량의 서로 겹치지 않는 범위 중 하나에 각각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활성화될 수 있는 광 장치(63-1, 63-N)이 가시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색
상을 갖는 광을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디스플레이 모듈(61)에 의해 제어되어, 그로 인하여 상기 전달된 
누적 잔하량이 상기 서로 겹치지 않는 영역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 상기 가시 광 장치 중의 하나가 가시
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색상의 광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장치에 의해 전달되는 상기 누적 전하량이 서로 겹치지 않는 N개의 영역으로 분할되
고, 디스플레이 모듈(61)이 1, 2, ..., N으로 번호가 부여된 N개의 활성화될 수 있는 가시 광 장치(63-
1, 63-N)를 더 포함하고, 상기 각각의 가시광 장치가 전달된 상기 누적 전하량의 서로 겹치지 않는 영역
에 각각 대응하고 상기 디스플레이 모듈(61)에 의해 제어되고 활성화되어, 그로 인하여 상기 누적 전하
량이 상기 서로 겹치지 않는 영역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 상기 가시 광 장치 중의 하나가 활성화되어 광
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장치에 의해 전달되는 μ로 표시되는 상기 누적 전하량이, N이 미리 선정된 양의 정

수이고 μ0을 최대 값으로 하는 약 2
N
개의 서로 겹치지 않는 영역으로 분활되고, 장치가 k 1, 2, ..., 

N으로 번호가 부여된 최소한 N개의 활성화될 수 있는 가시 광 장치를 더 포함하고, μ0가 다음의 부등

식

(상기 식에서, 각 계수 nk  0 또는 1)을 만족할 때, nk  1 이면 k번호의 가시 광 장치가 활성화되고 

nk  0이면 k 번호의 가시 광 장치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상기 가시 광 장치가 디스플레이 모듈(61)에 의

해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장치에 의해 전달되는  μ로 표시되는 상기 누적 전하량이, N이 미리 선정된 양의 정

수이고 μ0을 최대 값으로 하는 약 2
N
개의 서로 겹치지 않는 영역으로 분활되고, 장치가 k 1, 2, ..., 

N으로 번호가 부여된 최소한 N개의 활성화될 수 있는 가시 광 장치를 더 포함하고, μ가 다음의 부등

식

(상기 식에서, 각 계수 nk  0 또는 1)을 만족할 때, nk  0 이면 k번호의 가시 광 장치가 활성화되고 

nk  1 k 번호의 가시 광 장치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상기 가시 광 장치가 디스플레이 모듈(61)에 의해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L이 미리 선정된 양의 정수 M에 대해 부등식 2
M-1 

< L  2
M
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일 때, 

장치가 j  1, 2, .., L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장치와 관련된 L개의 작동 상태를 가지며, 또한 m  

1, 2, ..., M으로 번호가 부여된 M개의 활성화될 수 있는 가시 광 장치(63-1, 63-N)를 더 포함하고, 작
동 상태 번호 j가 존재하고 그 번호 j가 다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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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각 계수 nm  0 또는 nm   1)으로 표현될 때, nm  0 이면 m번호의 가시 광 장치가 활

성화되고 nm  0 m 번호의 가시 광 장치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상기 가시 광 장치가 상기 디스플레이 모

듈(61)에 의해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26 

제1항에 있어서, L이 미리 선정된 양의 정수 M에 대해 부등식 2
M-1 

< L  2
M
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일 때, 

장치가 j  1, 2, .., L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장치와 관련된 L개의 작동 상태를 가지며, 또한 m  

1, 2, ..., M으로 번호가 부여된 M개의 활성화 될 수 있는 가시 광 장치(63-1, 63-N)를 더 포함하고, 작
동 상태 번호 j가 존재하고 그 번호 j가 다음식

(상기 식에서, 각 계수 nm  0 또는 nm   1)으로 표현될 때, nm  0 이면 m번호의 가시 광 장치가 활

성화되고 nm  1 m 번호의 가시 광 장치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상기 가시 광 장치가 상기 디스플레이 모

듈(61)에 의해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2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극 어셈블리(13)이 전기 전도층(15) 및 이온화 상태 또는 이온화 가능한 형
태의 상기 치료용 약제를 포함하는 이온 전도층(19)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
치.

청구항 2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극 어셈블리(13)이 상기 제1 전극 어셈블리와 상기 신체 표면(21) 사이에 
위치하여 이들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이온 전도층(17)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
입 장치.

청구항 2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전극 어셈블리(23)이 전기 전도층(25) 및 이온화 상태 또는 이온화될 수 있는 
형태의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온 전도층(29)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3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전극  어셈블리(23)이,  상기  제2  전극  어셈블리와  상기  환자의  상기  신체 
표면(21) 사이에 위치하여 이들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이온전도 접착층(27)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31 

제1항에 있어서, 누적 전하량이 전달되는 치료용 약제의 누적량의 단조 증가 함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단조 증가 함수가 상기 치료용 약제의 상기 누적량의 선형 함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 전기 도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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