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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기 기능장애의 치료를 위한 알카노일 Ｌ-카르니틴의 용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발기 기능장애의 치료를 위한 알카노일 L-카르니틴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발기 기능장애(E.D.)는 성교에 충분한 시간 동안 음경을 발기시키거나 이를 유지하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증후군이다.

현재의 지식은 발기에 필요한 해면체의 평활 근육조직의 이완이 산화 질소(ON)에 의해 매개되는 비 아드레날린성, 비 콜
린성 기전(여기에 프로스타글란딘(PG)이 관련됨)에 기인함을 지적한다(Medicina Pratica, 2000; 12-16).

상기 해면체의 평활 근육조직의 이완과 음경 발기는 혈관 수축 인자와 혈관 확장 인자의 영향들 간의 미세한 평형에 의존
한다.

음경을 발기시키기 위해서는 해면체의 평활 근육조직의 이완이 소정의 최소 수준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Cardiovasc.
Drugs Ther. 1991; 5 Supp(1): 77-83).

발기 기능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에서 기본적인 결함은 병인과 상관없이 해면체 평활 근육조직의 수축과 이완 능력간의 불
균형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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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해면체 평활 근육조직의 기본적인 긴장 상태가 너무 높은 경우, 최대의 이완 수준이 정상적인 발기에 충분한 혈류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기 평활 근육조직의 이완이 최소 수준에 도달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는 경우, 해면 내 혈압과 결과적인 정맥압에 기인
한 정맥 흐름(runoff)에 대한 내성이 정상적인 발기에 불충분할 것이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자율 신경병의 개시는 발기 과정 중의 콜린 활성화 상실의 주요 원인이며, 그 결과 ON이 감
소하고 프로스타글란딘이 방출되며, 더욱 또한 노르아드레날린성 신경 종결의 감소된 기능은 혈관확장 신경전달 인자, 예
를 들어 혈관에 작용하는 장 펩티드(VIP) 수준의 감소를 야기시킬 수 있다.

실제로, 콜린 활성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음경의 해면조직의 내피에 의해 발휘되는 산화 질소(ON)와 프로스타글란딘
(PGI2)의 방출을 일으키는 성적 자극에 이어지는 자율신경 활성화의 역할이 인식되어 있다(Fed. Proc. 1982; 41, 2858-

62).

ON과 PG는 해면조직의 돌기에서 평활근의 이완 효과를 매개하는 2 차 전령인 cGMP(환상 구아노신 모노 포스페이트)를
활성화시키며, 따라서 혈류가 공동을 충전시켜 음경 종창을 일으키게 한다.

(α1) 아드레날린 신경 종결을 통한 아드레날린 활성의 영향 하에서는 정 반대로 된다.

특히, 당뇨병의 발기 기능장애에 대한 연구에서 내피 손상이 해면체의 평활 근육조직 돌기의 감소된 "이완"(정상적인 상태
에서는 ON에 의해 매개되며, 기질적인 발기불능의 바탕이 된다)의 원인임이 입증되었다.

II 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약 90%가 발기 기능장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입증되었다(Diabetologia 2001, Oct.
44(10), 1296-1301).

알카노일 L-카르니틴의 선행적인 용도는 이미 공지되어 있다.

미국 특허 제 5,811,457 호에 만성적인 폐쇄 동맥 병증의 치료를 위한 프로피오닐 L-카르니틴의 용도가 개시되어 있다.

미국 특허 제 6,063,820 호에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개인을 위한 치료학적 영양 조성물의 제조를 위한 알카노일 L-카르니
틴의 용도가 개시되어 있다.

WO 99/06039에는 변경된 지질 대사 및 보다 높은 혈소판 응집으로 인한 병리 상태의 예방 및 치료에 유용한, 장쇄 지방
알콜과 결합된 L-카르니틴 또는 알카노일 L-카르니틴의 용도가 개시되어 있다.

추가의 특허들 및 공보들은 치료 범위의 알카노일 L-카르니틴의 용도를 개시하고 있지만, 이들 공보들 중 어느 것도 발기
기능장애의 치료를 위한, 단독적이거나 다른 화합물들과 조합된 알카노일 L-카르니틴의 용도를 개시하거나 제시하고 있
지 않다.

발기 기능장애의 치료에 유용한 화합물은 이미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문헌[Int. Urol. Nephrol 2001; 32(3), 403-7]
에는 발기 기능장애의 치료를 위한 실데나필의 용도가 개시되어 있다.

문헌[Diabetologia 2001, Oct. 44, (10), 1296-1301]에는 II 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발기 기능장애의 치료를 위
한 실데나필의 용도가 개시되어 있다.

[Salute Europa of 06/11/2001(British Journal of Urology 출간)]은 발기 기능장애의 치료를 위한, 설하 아포모르핀을
사용하는 이탈리아 및 유럽 임상 시험에 관한 첫 번째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추가의 공보들은 발기 기능장애를 치료하는데 유용한 화합물들의 용도를 개시하고 있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상기 병리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알카노일 L-카르니틴과 조합된 이들 화합물의 용도를 개시하지도 제시하지도 않는다.

발기 기능장애의 치료에 유용한 것으로 공지된 화합물들은 단점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문헌[Eur. Urol. 2001 Aug; 40(2): 176-80]에는 모든 환자가 실데나필 치료에 반응하는 것은 아님을 보고하고
있다.

문헌[Diabetologia 2001 Oct; 44(10): 1296-301]에는 모든 당뇨병 환자가 실데나필 치료에 반응하는 것은 아님을 보고
하고 있다.

[Salute Europa of 06/11/2001]에서 아포모르핀으로 치료된 발기 기능장애에 걸린 모든 환자들이 상기 치료에 반응하는
것은 아님을 보고하고 있다.

문헌[Hosp. Med. 1998 Oct; 59(10): 777; 및 Br. J. Urol. 1996 Oct; 78(4): 628-31]은 각각 프로스타글란딘 E1과 파파
베린의 투여를 해면 내로 수행함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여 방식이 얼마나 곤란한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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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지된 약물의 단점을 제공하지 않는, 발기 기능장애의 치료에 유용한 신규 약물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크게 느껴
지고 있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에 이르러 알카노일 L-카르니틴(여기에서 상기 알카노일 그룹은 선형이거나 분지되며, 탄소수 2 내지 6을 갖는다)
또는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이 발기 기능장애의 치료에 유용한 약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알카노일 L-카르니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이란 원치 않는 독성 또는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산과의 임의의 염
을 의미한다.

상기와 같은 산은 약리학자 및 제약 전문가에게 잘 알려져 있다.

알카노일 L-카르니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의 비 제한적인 예로는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오로테이트, 산 아스
파테이트, 산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산 포스페이트, 푸마레이트 및 산 푸마레이트, 마그네슘 푸마레이트, 락테
이트, 말리에이트, 산 말리에이트, 뮤케이트, 산 옥살레이트, 파모에이트, 산 파모에이트, 산 설페이트, 글루코스 포스페이
트, 타르트레이트, 산 타르트레이트, 마그네슘 타르트레이트, 2-아미노 에탄설포네이트, 마그네슘 2-아미노 에탄설포네이
트, 콜린 타르트레이트 및 트리클로로아세테이트가 있다.

알카노일 L-카르니틴의 비 제한적인 예는 아세틸, 프로피오닐, 부티릴, 이소부티릴, 발레릴 및 이소발레릴 L-카르니틴이
다.

알카노일 L-카르니틴, 프로피오닐 L-카르니틴의 용도와 관련된 예비 실험 데이터는 상기 화합물이 실데나필로 선행 치료
되지 않은 당뇨병 또는 비 당뇨병 환자에서 발기 기능장애를 치료하는데 유용함을 보였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발기 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의 제조를 위한 알카노일 L-카르니틴 또는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
능한 염의 용도이다.

본 발명의 추가의 목적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발기 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의 제조를 위한 알카노일 L-카르니틴의
용도이다.

상기 두 경우 모두 프로피오닐 L-카르니틴이 바람직하다.

의학 분야에서, 발기 기능장애 치료용 약물이 필요한 특정 그룹의 환자에 대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단독으로 사용 시) 나
타난 상기 특정 약물들이, 이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유효하게 됨은 공지되어 있다(Br. J. Urol 1996 May; 77(5): 736-
9).

하기 실험 데이터는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이 발기 기능장애의 치료에 유용한 추가의 약물들과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함을
보인다.

본 발명에 따라 "유용한 약물"이란 발기 기능장애의 치료에 유용한 임의의 약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알카노일 L-카르니틴과 발기 기능장애의 치료에 유용한 하나 이상의 약물과의 조합이다.

본 발명의 추가의 목적은 유효 성분으로서 상기 하나 이상의 유용한 약물과 조합된 알카노일 L-카르니틴, 및 하나 이상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부형제 및/또는 희석제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이다.

상기 유용한 약물의 비 제한적인 예는 실데나필, 아포모르핀, 프로스타글란딘 E1, 펜톨아민 또는 파파베린이다.

본 발명의 추가의 목적은 발기 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의 제조를 위한, 하나 이상의 상기 유용한 약물과 조합된 알카노일 L-
카르니틴 또는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의 용도이다.

본 발명의 추가의 목적은 당뇨병에 걸린 환자의 발기 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의 제조를 위한, 하나 이상의 상기 유용한 약물
과 조합된 알카노일 L-카르니틴의 용도이다.

본 발명의 추가의 목적은 상기 유용한 약물의 치료에는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발기 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의 제조를 위한,
하나 이상의 상기 유용한 약물과 조합된 알카노일 L-카르니틴의 용도이다.

본 발명의 추가의 목적은 상기 유용한 약물의 치료에는 반응하지 않는 당뇨병에 걸린 환자의 발기 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의
제조를 위한, 하나 이상의 상기 유용한 약물과 조합된 알카노일 L-카르니틴의 용도이다.

또한 본 발명의 이들 추가의 태양에서 프로피오닐 L-카르니틴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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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언급한 알카노일 L-카르니틴과 유용한 약물을 동시, 순차 또는 별도 투여용으로 제조할 수 있다.

1 일 용량은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체중, 연령 및 일반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변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0.5 내지
4 g/다이의 알카노일 L-카르니틴 또는 화학량론적 당량의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들 중 하나를 투여하는 것이 권
장된다. 1 내지 2 g/다이가 바람직하다.

독성이 실질적으로 없는 알카노일 L-카르니틴에 비추어 보다 많은 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두 유효 성분들의 투여 섭생은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체중, 연령 및 일반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변할 것
이나, 일반적으로는 알카노일 L-카르니틴의 매일 투여 및 상기 조합된 유용한 약물의 매주 2 회 투여가 권장된다.

하기 실시예들은 본 발명을 예시한다.

실시예

실시예 1

본 실험에서, 실데나필 단독 치료에는 반응하지 않은 발기 기능장애를 앓고 있는 24 명의 당뇨병 환자들을 입회시켰다.

프로피오닐 L-카르니틴 2 g/일(하루에 2 회 1 g 정제)을 매일 환자에게 경구 투여하고 실데나필 50 ㎎을 1 주일에 2 회 경
구 투여하였다.

치료 시작 3 개월 및 6 개월 후에, 동적인 컬러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사용하여 대조군들을 만들었으며, 이들 대조군들은
치료 환자의 60%에서 IIEF(Urology 1997 Jun; 49(6): 822-30)에 의해 평가된 만족할만한 임상 반응과 일치하는 동맥류
의 개선을 나타내었다.

실시예 2

본 실험에서, 실데나필 단독 치료에는 반응하지 않은 발기 기능장애를 앓고 있는 30 명의 당뇨병 환자들을 입회시켰다.

프로피오닐 L-카르니틴 2 g/일(하루에 2 회 1 g 정제)을 매일 환자에게 경구 투여하고 실데나필 50 ㎎을 1 주일에 2 회 경
구 투여하였다.

치료 시작 3 개월 및 6 개월 후에, 동적인 컬러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사용하여 대조군들을 만들었으며, 이들 대조군들은
치료 환자의 60%에서 IIEF에 의해 평가된 만족할만한 임상 반응과 일치하는 동맥류의 개선을 나타내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발기 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의 제조를 위한 알카노일 L-카르니틴(이때 알카노일 그룹은 선형이거나 분지되고 탄소수 2 내
지 6을 갖는다) 또는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의 용도.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당뇨병에 걸린 환자의 발기 기능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용도.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알카노일이 아세틸, 프로피오닐, 부티릴, 이소부티릴, 발레릴 및 이소발레릴로 이루어진 그
룹 중에서 선택되는 용도.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이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오로테이트, 산 아스파테이트, 산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산 포스페이트, 푸마레이트 및 산 푸마레이트, 마그네슘 푸마레이트, 락테이트, 말리에
이트, 산 말리에이트, 뮤케이트, 산 옥살레이트, 파모에이트, 산 파모에이트, 산 설페이트, 글루코스 포스페이트, 타르트레
이트, 산 타르트레이트, 마그네슘 타르트레이트, 2-아미노 에탄설포네이트, 마그네슘 2-아미노 에탄설포네이트, 콜린 타
르트레이트 및 트리클로로아세테이트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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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알카노일 L-카르니틴(이때 알카노일 그룹은 선형이거나 분지되고 탄소수 2 내지 6을 갖는다) 또는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과 발기 기능장애 치료에 유용한 하나 이상의 약물과의 조합.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유용한 약물이 실데나필, 아포모르핀 프로스타글란딘 E1, 펜톨아민 및 파파베린으로 이루어진 그룹 중
에서 선택되는 조합.

청구항 7.

유효 성분으로서 제 5 항 또는 제 6 항의 조합 및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하나 이상의 부형제 및/또는 희석제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청구항 8.

발기 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의 제조를 위한, 제 5 항 또는 제 6 항의 조합의 용도.

청구항 9.

당뇨병에 걸린 환자의 발기 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의 제조를 위한, 제 5 항 또는 제 6 항의 조합의 용도.

청구항 10.

유용한 약물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발기 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의 제조를 위한, 제 5 항 또는 제 6 항의 조합의 용
도.

청구항 11.

유용한 약물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발기 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의 제조를 위한, 제 5 항 또는 제 6 항의 조
합의 용도.

청구항 12.

제 8 항 내지 제 11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유용한 약물이 실데나필, 아포모르핀 프로스타글란딘 E1, 펜톨아민 및
파파베린으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용도.

청구항 13.

제 1 항 내지 제 4 항 및 제 8 항 내지 제 12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알카노일 L-카르니틴이 프로피오닐 L-카르니
틴인 용도.

요약

발기 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의 제조를 위한 알카노일 L-카르니틴의 용도를 개시한다.

색인어

발기 기능장애, 알카노일 L-카르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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