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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경피투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피록시캄을 지속적 투여가 가능토록 점착
성 재질의 매트릭스에 수용시켜서 이를 피부에 부착하게 되면 일정시간동안 약물의 경피투여가 가능하도
록 이루어진 피록시캄의 경피투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경피투여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경피투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투여기구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사시도이고,

제2도는 제2도에서의 A-A선 단면도이며,

9-1

1019930032006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경피투여 시스템을 동물(rat)에 적용하여 부종억제실험을 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배면층                    2 : 박리층

3 : 기질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경피투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피록시캄을 지속적 투여가 가능토록 점착
성 재질의 매트릭스에 수용시켜서 이를 피부에 부착하게 되면 일정시간동안 약물의 경피투여가 가능하도
록 이루어진 피록시캄의 경피투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피록시캄(Piroxicam)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관절염, 근골격장애의 급성통증 및 급성통풍(acute gout)에 효과적인 진통 및 소염제로 사용되
고 있다. 또한, 그외에도 골절, 치아, 수술후 및 분만후의 통증에 효과적인 진통제로 알려져 있으며, 시
험관내(in vitro)에서 프로스타글란딘 생합성 억제제로서 인도메타신과 동등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같은 피록시캄은 일반적으로는 경구용으로 투여되고 있으며 강력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
으나, 경구투여시 위장장애, 소화성 궤양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참고문헌: Drug 
Information, pl134(1991)].

이렇게 경구투여된 피록시캄은 초회경로(the first-pass route)로 대사되어지는데, 약물의 5% 미만이 그
대로 소변으로 배설되며 대사물은 본래 피록시캄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억제활성 보다 1,000배나 활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참고문헌: Mladen Mihalic et.al ; Analytical Profiles of Drug Substance, 
15,528].

이에 비하여 패취형 경피전달계를 사용하면 초회효과를 피할 수 있고 체내 부작용을 거의 방지하면서 피
록시캄을 지속적으로 일정양 만큼씩 간편하게 투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록시캄을 피부로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약물을 고농도로 기제에 함유시키거나 흡수촉진제를 사용
하여 흡수량을 증대시키게 된다.

미국특허출원 제925641 호(86. 10. 31.)에는 에탄올을 함유하는 수용성 알코올용매를 특징으로 하여 이것
과 1-알킬아자시클로헵탄-2-온 및 올레인산을 침투성증진제로 구성되는 피록시캄 등의 경피투여용 플럭스 
증진조성물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패취로 제조할 경우 저장형(Reservoir type)패취만 
가능하여 제조공정이 매우 복잡합 뿐만아니라 얇은 형태의 패취를 제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91-251534 호에는 흡수촉진제로 폴리옥시에틸렌알킬에테르류 또는 지방산 알칸올아
미드류를 사용하였으며 용해보조제로 폴리비닐피롤리돈, 점착성분으로 비닐피롤리돈과(메타)아크릴산에스
테르 공중합체를 사용하여 피록시캄의 용해도를 향상시켜 경피흡수성이 개량된 제형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약물을 고농도로 함유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때 사용된 용해보조제인 폴리비닐
피롤리돈이 단지 용해보조 역할만 할뿐 흡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여 흡수율이 높지 못하다.

이에 본 발명자들은 고농도화 및 경피투과성이 개선에 대하여 집중 연구한 결과, 흡수 보조제를 사용하여 
피록시캄을 기제중에 고농도로 용해시켜 함유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경피투과성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
는 흡수촉진제역할도 한다는 것을 발견하여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본 발명은 작은 면적의 패취로 단위면적당 약물 투과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용매 및 흡수 촉
진제를 사용하여 기제중의 약물농도를 고농도화시켜 경피흡수성을 개선한 제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놀
라운 특징은 흡수 촉진제외에 이를 보조해 주는 흡수 보조제가 기제중의 약물을 용해시키는 용매역할을 
하여 약물을 고농도로 기제에 함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피록시캄을 포함하는 활성성분 0.5∼25중량%를 함유하며, 점착성 고분자 물질 35∼90중량%, 활
성성분의 용해성을 유지시켜 주는 흡수보조제 9∼40중량%, 그리고 흡수촉진제 0.5∼10중량%로 이루어진 
기질층과, 이 기질층위에 첨부된 비투과성 배면층 및 상기 기질층 밑에서 박리 가능토록 부착된 박리층이 
패취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피록시캄의 경피투여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피록시캄을 포함하는 활성성분을 매트릭스에 함유시켜 피부 부착을 통해 경피투여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이런 투여 시스템은 제1도 및 제2도에서 도시된 바와같이 배면층(1)과 박리층
(2) 사이에 끼워져 있는 기질층(매트릭스)(3)으로 구성된 패취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기질층은 활성성분을 포함하여 그 활성성분의 방출속도를 조절하는 단층 또는 다층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점착성 고분자 물질과 흡수보조제 및 흡수촉진제를 일정 성분비로 조
성하면서 여기에 활성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의 경피투여 시스템에서 활성성분을 경피투여하기 위한 확산 매트릭스로서 실질적으로 핵심이 
되는 기질층(3)은 첨부도면 제1도 및 제2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다층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기질
층(3)을 구성하는 성분중에서 점착성 고분자 물질은 의약으로 사용가능한 압력 감수성 점착성 성분으로서 
수계 또는 유기용매계 물질들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고분자 물질은 활성성분의 운반체 역할과 함께 저장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
편으로는 피부에 점착하여 기질층(3)을 피부에 단단히 고정시키면서 피부와의 접촉면에서 좋은 확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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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런 고분자 물질로서는 예컨대 비닐아세테이트-아크릴레이트의 공중합체가 사용될 수 있으며, 좀더 구체
적으로는 2-에틸헥실아크릴레이트와 비닐아세테이트로 구성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같은 고분자 물질은 기질층(3) 전체에 대해 35∼ 90중량%로 첨가되는데, 만일 그 사용량이 35중량% 
보다 적게 되면 활성성분의 운반과 저장능력이 적을 뿐아니라 점착성과 확산성이 떨어져서 피부 부착시 
사용 효율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며, 90중량% 보다 많게 되면 활성성분의 농도가 낮아 경피투여 효
과가 저하되며 상대적으로 흡수보조제 및 흡수 촉진제등의 성분함량이 적어지므로 투여효과가 나빠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라 상기 고분자 물질에 상기 고분자 물질에 함께 혼합되는 활성성분으로는 피록시캄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이 성분은 기질층내에서 치료학적으로 유효한 양만큼 방출되어 경피투여가 가능하
게 되는데, 함유량은 전체 기질층 조성에 대해 0.5∼25중량%로 함유되며, 그 사용량이 너무 적으면 약효
가 없고, 과량 첨가하면 기질층내에서 약물이 결정상태로 잔류하므로 침투효과가 저하됨과 함께 피부자극
의 부작용이 일어난다.

본 발명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국소적으로 약효의 상승효과 및 피부보호 효과를 부여해 주기 위하여 0.5∼
15.0중량% 만큼의 소염성 스테로이드류가 피록시캄과 함께 활성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바, 피록시캄과 
소염성 스테로이드류를 복합 처방하게 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관절염, 근골격장애 등의 급성통증 및 
급성통풍 등에 대한 소염 및 통증 치료효과에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며, 장기간 부착함으로 해서 피부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므로 특히 바람직하다.

이때 사용되는 소염성 스테로이드류는 예컨대 코르티손, 히드로코르티손, 프레드니솔론, 덱사메나손 및 
이들의 유도체중에서 선택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본 발명에 따른 경피투여 시스템의 기질층(3)에는 흡수보조제로서 
피록시캄 등의 활성성분을 고농도의 용해상태로 유지시켜 줌과 동시에 흡수 촉진제 역할을 하는 용매가 
사용되는데, 그 사용량이 9중량% 보다 적으면 활성성분의 용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투여효과
가 크게 떨어지게 되고 40중량% 보다 과량은 매트릭스(matrix)의 형태를 유지시킬 수 없어 불필요하다. 
이러한 흡수 보조제로서는 예컨대 디메틸술폭사이드,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폴리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폴리옥시에틸렌에스테르, 알칸올아민류, 알킬아민류, 디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및 N-알킬 피롤리돈 중에서 선택된 것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기질층(3)에 사용되는 흡수 촉진제는 활성성분의 피부침투 효과를 증진시켜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알킬렌글리콜 유도체, 1-알킬아자시클로헵탄-2-온, 지방산 및 그의 에스테르
화물, 지방산알칸올아미드류 또는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프로필
렌글리콜, 1-도데실아자시클로헵탄-2-온, 올레인산, 라우르디에탄올아미드 또는 폴리에틸렌글리콜 200 모
노라우레이트, 폴리에틸렌글리콜 300 모노라우레이트 및 폴리에틸렌글리콜 400 모노라우레이트 등이 사용
될 수 있다.

만일, 상기 흡수촉진제가 0.5중량% 보다 적게 사용되면 첨가효과가 없으며, 10중량% 보다 많게되면 점착
성이 저하되고 매트릭스 형태 유지가 어려워진다

위와같이 조성된 기질층(3)은 비투과성 배면층(1) 위에 도포하여 건조시키므로서 형성되는데, 필요에 따
라서는 기질층(3)을 다층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조의 편의를 위해 기질층(3)을 구성하는 
각층의 조성을 같게 하거나, 아니면 조성을 서로 다르게 변화시켜서 배면층(1)에서 가장 먼곳에 위치하는 
층이 가장 빠른 피부침투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차례로 중첩되게 층을 형성하여 활성성분의 확산 침투속도
가 가장 늦은 경우를 배면층(1)에 제일 가깝게 위치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때 다층은 3층 정도가 바람직
하다.

본  발명에서  비투과성  배면층(1)은  기질층(3)의  활성성분이  투과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컨대 통상적으로 폴리에틸렌 필름이나 알루미나화 폴리에틸렌 필름이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배면층(1)위에 기질층(3)을 단층 또는 다층으로 형성시킨 후에는 박리층(2)을 붙이는데, 박리층
(2)은 통상의 실리콘 박리지와 같은 것이 사용되면 무난하다.

이와같은 본 발명의 경피투여 시스템을 제조공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활성성분을 준비하여 흡수
보조제와 흡수 촉진제에 혼합시켜서 용액 또는 현탁액 상태로 만든다음, 이를 고분자 물질에 첨가하여 20
∼30분동안 혼합시키고 20∼60분동안 정치시킨 후 기포를 제거한다. 이 혼합물을 비투과성 배면층(1)으로 
준비한 폴리에틸렌 필름위에 600㎛ 도포하여 30∼60분간 40∼50℃에서 건조시켜 기질층(3)을 만든 다음, 
그 위에 박리지를 덮어 얹고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경피투여 시스템을 얻는다.

이때, 다층구조의 매트릭스 상태를 만들려면 최초 형성된 매트릭스위에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상기 혼
합물을 도포하거나 중첩시켜서 제조한다.

상기와 같이 제조된 본 발명에 따른 경피투여 시스템은 피부에 적용할 경우 박리층(2)을 제거하고 노출된 
기질층(3)의 박리부위를 피부에 부착시키면 점착성 고분자 물질에 의해 기질층(3)의 박리부위가 피부에 
부착되게 되며, 그 후 기질층(3)중에서 흡수보조제에 용해된 상태로 고분자 물질과 혼합되어 기질층(3) 
전반에 분산되어 있던 활성성분은 매트릭스로부터 흡수촉진제와 함께 확산되면서 피부 각질층으로 흡수되
기 시작한다.

이때, 흡수촉진제는 활성성분에 대한 피부를 통하여 체내 순환계로의 경피적 확산을 촉진시켜 준다.

반면에, 기질층(3)의 박리부위 반대편에 위치되는 배면층(1)에는 비투과성을 가지는 필름이 덮혀 있기 때
문에 약물의 유출이나 외부로부터의 오염 등을 방지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같은 본 발명에 따른 피록시캄의 경피투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위장장애나 소화성 궤양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간편하게 피부에 부착시켜서 유효약물을 경피투여하므로서 그 투여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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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소화관벽과 간대사 및 위장관내 반응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초회효과를 피할 
수 있는 체내 부작용을 거의 방지하면서 피록시캄과 같은 활성물질을 지속적으로 일정량 만큼씩 투여할 
수 있으며, 소염성 스테로이드계와 같은 자극 및 염증치료에 유용한 성분을 복합 처방하는 경우 약효의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바, 본 발명이 실시예에 의해 한정되는 것
은 아니다.

[실시예 1]

매트릭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0.4g의 피록시캄을 1.0g의 디메틸술폭시드와 0.3g의 트리에탄올아민에 녹인 
다음, 이 용액에 0.3g의 폴리에틸렌글리콜 400 모노라우레이트와 0.1g의 히드로코르티손을 가하여 잘 혼
합시켰다. 이 혼합용액을 10g의 2-에틸헥실아크릴레이트-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 고분자 용액(Monsanto
사 제품, GELVA 737)에 가하여 30분 동안 혼합한 후 20분간 정치하여 기포를 제거하였다.

기포가 제거된 혼합물을 알루미나화 폴리에틸렌 필름(3M-Scotchpak 1006) 위에 0.6mm 두께로 도포하여 45
℃에서 30분간 건조시키고, 계속하여 3중층의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 상기 제조된 매트릭스 위에 2번째, 
3번째 층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중첩 도포하여 3중 기질층을 만들고 난 후, 그 위에 실리콘 박리지를 
부착시키고 나서 10㎠ 크기로 절단하여 최종제품을 얻었다.

[실시예 2]

피록시캄 0.2g을 1.5g의 디메틸아세트아미드에 용해시키고, 이 용액에 0.4g의 폴리에틸렌글리콜 200 모노
라우레이트 및 0.05g의 프레드니솔론을 가하고 잘 혼합시켰다.

이 혼합용액을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고분자용액(Monsanto사 제품, GELVA 788) 10g과 섞어 25분간 혼합
시킨 다음 20분간 정치하여 기포를 제거하였다.

기포가 제거된 혼합물을 이용하되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최종제품을 얻었다.

[실시예 3]

피록시캄 0.3g을 1.8g의 디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에 용해시킨 다음, 이 용액에 0.5g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300 모노라우레이트와 0.2g의 디에탄올아민 및 0.1g의 히드로코르티손을 가하고 잘 혼합시켰다. 
이 혼합용액을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고분자 용액(Monsanto사 제품, GELVA 2484) 25g과 섞어 20분간 혼
합시킨 다음 20분간 정치하여 기포를 제거하였다.

기포가 제거된 혼합물을 이용하되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최종제품을 얻었다.

[실시예 4]

피록시캄 0.5g을 3.0g의 디메틸포름아미드에 용해시킨 다음, 이 용액에 0.4g의 폴리에틸렌글리콜 400 모
노라우레이트와 0.1g의 폴리소르베이트 80 및 0.3g의 히드로코르티손을 가하고 혼합하였다. 이 혼합용액
을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고분자용액(Monsanto사 제품, GELVA 2484) 25g과 섞어 20분간 혼합시킨 다음 
20분간 정치하여 기포를 제거하였다.

기포가 제거된 혼합물을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최종 제품을 얻었다.

[실시예 5]

피록시캄 0.1g을 1.5g의 디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에 용해시킨 다음, 이 용액에 0.4g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200 모노라우레이트와 0.3g의 라우르디에탄올아미드 및 0.2g의 폴리소르베이트 60을 가하여 혼합
시켰다. 이 혼합용액을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고분자용액(Monsanto사 제품, GELVA 737) 10g과 25분간 
혼합시킨 다음 20분간 정치하여 기포를 제거하였다. 그 후 방법은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실시예 6]

피록시캄 0.7g을 2.2g의 디메틸술폭시드와 디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 1.0g에 용해시킨 다음, 이 용
액에 0.3g의 라우르디에탄올아미드 0.2g의 폴리소르베이트 80 및 0.3g의 히드로코르티손을 가하여 충분히 
혼합시켰다. 이 혼합용액을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고분자 용액(Monsanto사 제품, GELVA 737) 25g과 30
분간 혼합시킨 후 20분간 정치하여 기포를 제거하였다. 그 이후의 방법은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실시하였
다.

[실시예 7]

피록시캄 0.4g을 0.8g의 디메틸술폭시드와 디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 1.5g에 용해시킨 다음, 이 용
액에 0.05g의 1-도데실아자시클로헵탄-2-온, 0.5g의 폴리에틸렌글리콜 200 모노라우레이트와 0.2g의 폴리
소르베이트 80 및 0.1g의 히드로코르티손을 가하고 잘 혼합시켰다.

이 혼합용액을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고분자용액(Monsanto사 제품, GELYA 737) 10g과 잘 혼합시킨 다음 
정치하여 기포를 제거하였다. 기포가 제거된 혼합물을 알루미나화 폴리에틸렌 필름(3M-Scotchpak 1009)위
에 0.6mm 두께로 도포하여 45℃에서 60분간 건조시키고 그위에 실리콘 박리지를 부착시키고 나서 20㎠ 크
기로 잘라 최종 제품 얻었다.

[실시예 8]

피록시캄 0.35g을 디메틸술폭시드와 디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 0.7g 및 N-옥틸피롤리돈 0.3g에 용해
시킨 다음, 이 용액에 0.4g의 올레인산과 0.05g의 폴리소르베이트 80 및 0.2g의 라우르디에탄올아미드를 
가하고 잘 혼합시켰다.

이 혼합용액을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고분자용액(Monsanto사 제품, GELVA 737) 10g과 잘 혼합시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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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여 기포를 제거하였다. 기포가 제거된 혼합물을 알루미나화 폴리에틸렌 필름(3M-Scotchpak  1009) 
위에 0.6mm 두께로 도포하여 45℃에서 60분간 건조시키고, 계속하여 2중층의 기질층을 만들기 위해 상기 
제조된 기질층위에 2번째 층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중첩 도포하여 2중 기질층을 만들고 난 후, 그 위
에 실리콘 박리지를 부착시키고 나서 20㎠ 크기로 잘라 최종제품을 얻었다.

[실시예 9]

피록시캄 0.5g을 2.5g의 디메틸술폭시드와 디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 0.5g  및 N-데실메틸술폭시드 
0.1g에 용해시킨다음, 이 용액에 0.3g의 라우르디에탄올아미드와 BHA/BHT혼합물(Sustane) 0.05g, 폴리소
르베이트 80 0.05g 및 0.2g의 히드로코르티손을 가하고 잘 혼합시켰다. 이 혼합용액을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고분자용액(Monsanto사 제품, GELVA 737) 10g과 잘 혼합시킨 다음 정치하여 기포를 제거하였다.

그 이후의 방법은 실시예 8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실시예 10]

피록시캄 0.4g을 1.8g의 디메틸술폭시드와 디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 1.5g에 용해시킨 다음, 이 용
액에 0.3g의 라우르디에탄올아미드, 0.5g의 폴리에틸렌글리콜 200 모노라우레이트와 0.05g의 폴리소르베
이트 80 및 0.1g의 히드로코르티손을 가하고 잘 혼합시켰다. 이 혼합용액을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고분
자용액(Monsanto사 제품, GELVA 737) 11g과 잘 혼합시킨 다음 정치하여 기포를 제거하였다. 그 이후의 방
법은 실시예 8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실시예 11]

피록시캄 1.0g을 1.8g의 디메틸술폭시드와 디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 0.5g에 용해시킨 다음, 이 용
액에 0.4g의 올레인산과 0.05g의 폴리소르베이트 80 및 0.1g의 히드로코르티손을 가하고 잘 혼합시켰다. 
이 혼합용액을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고분자용액(Monsanto사 제품, GELVA 737) 15g과 잘 혼합시킨 다음 
정치하여  기포를  제거하였다.  기포가  제거된  혼합물을  폴리에틸렌  필름(3M사  제품,  CoTran  9720)위에 
0.6mm 두께로 도포하여 45℃에서 60분간 건조시키고 그 위에 실리콘 박리지를 부착시키고 나서 20㎠ 크기
로 잘라 최종제품을 얻었다.

[실시예 12]

피록시캄 1.6g을 2.0g의 디메틸술폭시드와 디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 0.7g에 용해시킨 다음, 이 용
액에 0.4g의 올레인산과 0.1g의 프로필렌글리콜 및 0.1g의 히드로코르티손을 가하고 잘 혼합시켰다. 이 
혼합용액을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고분자용액(Monsanto사 제품, GELVA 737) 15g과 잘 혼합시킨 다음 정
치하여 기포를 제거하였다.

기포가 제거된 혼합용액을 상기 실시예 11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최종제품을 얻었다.

[실시예 13]

피록시캄 2.0g을 2.0g의 디메틸술폭시드와 디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 0.7g에 용해시킨 다음, 이 용
액에 0.4g의 올레인산과 0.4g의 트리에탄올아민 및 0.1g의 히드로코르티손을 가하고 잘 혼합시켰다. 이 
혼합용액을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고분자용액(Monsanto사 제품, GELVA 737) 15g과 잘 혼합시킨 다음 정
치하여 기포를 제거하였다.

기포가 제거된 혼합용액을 상기 실시예 11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최종제품을 얻었다.

[실시예 14]

피록시캄 1.2g을 1.8g의 디메틸술폭시드와 디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 0.5g에 용해시킨 다음, 이 용
액에 0.4g의 올레인산과 0.05g의 폴리소르베이트 80 및 0.1g의 히드로코르티손을 가하고 잘 혼합시켰다. 
이 혼합용액을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고분자용액(Monsanto사 제품, GELVA 737) 15g과 잘 혼합시킨 다음 
정치하여 기포를 제거하였다. 기포가 제거된 혼합용액을 상기 실시예 11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최
종 제품을 얻었다.

[실시예 15]

피록시캄 1.2g을 1.8g의 디메틸술폭시드와 디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 0.5g에 용해시킨 다음, 이 용
액에 0.5g의 글리콜 에톡시화 C8/C10 글리세리드(Labrasol)를 가하고 잘 혼합시켰다. 이 혼합용액을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고분자용액(Monsanto사 제품, GELVA 737) 10g과 잘 혼합시킨 다음 정치하여 기포를 제
거하였다.

기포가 제거된 혼합용액을 상기 실시예 11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최종제품을 얻었다.

[실험예 1]

상기 실시예에 따라 제조된 경피투여 시스템에 대한 약효시험을 하기 위해 레트(rat)에 있어서 인위적으
로 카라기닌(carrageenin)을 주사하여 발생된 부종에 대한 억제능으로 약효판단을 하였다.

실험대상동물은 7∼9 주령된 287±11g의 수컷 레트로 각 군당 3마리씩으로 선정하여 전신작용(30mg/kg) 
측정시에는 적용부위를 배측정중 부위, 국소작용(5mg/kg시에는 부종발생 부위에 패취를 부착하였다.

패취부착 3시간 후 1% 카라기닌 0.1㎖를 좌측 뒷발에 피하 주사하고 6시간동안 1시간 간격으로 플레시스
모미터(plethysmometer)(UGO BASILE TYPE 7150)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제3도에 나타내였다.

[실험예 2]

상기 실시예에 따라 제조된 패취에 있어서 피록시캄의 경피 플럭스를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약물의 경피 플럭스 측정은 시험관내에서 마우스피부를 이용하여 측정하지만 마우스피부의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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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 값이 시험관내에서 사람피부의 플럭스보다 약 10∼50배 정도 큰 값을 보이므로 마우스피부를 이용할 
경우 절대값을 산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람피부를 이용할 경우에도 시험관내와 생체내사이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대한 실험에서는 사람피부를 이용하여 시험관내 및 생체 내에서의 피록시캄의 경
피플럭스를 측정하였다.

시험관내에서의 경피플럭스는 죽은 사람의 피부를 미국 오하이오 밸린 티슈스킨 센터(Ohio Valley Tissue 
and Skin Center)에서 구하여 24시간 동안 pH 6.0 인산염완충액(미국약전, 표준완충액)으로 수화시킨 후 
확산셀에서 시험하였다.

수화된 피부를 32℃, 5.0㎖, pH 6.0 인산염완충액(미국약전, 표준완충액)이 들어있는 유효면적 1.0㎠인 
확산셀위에 완충액과 접촉하도록 놓고, 피부의 윗면에 상기 실시예에 따라 제조된 패취를 점착시키고 클
립으로 고정하였다. 72시간동안 피부를 통하여 확산셀 내부로 흡수되는 피록시캄의 양을 HPLC로 분석하여 
피록시캄의 경피플럭스를 구하였다.

생체내 실험은 남성 지원자 50명을 대상으로 함량을 알고 있는 패취를 왼쪽팔 상부에 잘 부착시키고 3일
후에 떼어내어 패취내에 남아있는 피록시캄의 양을 HPLC로 분석하여 흡수된 양을 산출하였다.

[조작조건]

칼럼 : μBondapak C18 3.9mm ID 30cmL

이동상 : 0.01M 1-헵탄술폰산 나트륨 수용액/아세토니트릴/메탄올(3:1:5) 인산으로 pH 3.0 조건

검출기 : 자외선 340nm

주입량 : 10㎕

유속 : 1.0㎖/min

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이상의 결과로부터 미국특허출원 제925641 호(86. 10. 31)의 실시예 2항의 시험관내 결과에서 동일 시료

의 경우 마우스피부는 24.0㎍/㎠ hr로 플럭스가 높았으나 사람 피부는 0.43㎍/㎠ hr로 낮은 값을 보인 

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패취의 경피플럭스는 시험관내에서 3.52 ∼ 34.32㎍/㎠ hr로 8 ∼ 80배 
정도  큰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월등히  우수한  경피  흡수성을  보였다.  또한  일본공개특허 제91-

251534 호의 평가항의 결과에서 마우스피부가 8.7mg/100㎠ 24hr로 미국특허출원 제925641 호의 결과보다
도 훨씬 낮은 플럭스를 보였다.

[실험예 3]

상기 실시예에서 제조된 패취제에 대한 치료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남녀 50명(남 : 30명, 여 : 20명)의 환
자에게 시험을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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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기 표 2는 연령별, 남녀별로 나누어 반응율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예 4]

30명의 남성 지원자에 대하여 본 발명의 패취의 기질층 내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유무에 따른 피부자극
에 대해 평가하였다.

시험패취를 지원자의 등부위에 48시간동안 부착시키고 메어낸 후 24, 48, 72 시간 경과함에 따라 발생되
는 홍반, 부종 및 그 이상의 피부상태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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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피록시캄을 포함하는 활성성분과 점착성고분자물질 및 흡수보조제로 이루어진 기질층과, 그 위에 첨부된 
비투과성 배면층 및 상기 기질층 밑에서 박리가능토록 부착된 박리층으로 구성된 경피투여시스템에 있어
서, 상기 활성성분은 히드로코르티손, 프레드니솔론 및 이들의 유도체 중에서 선택된 소염성 스테로이드
를 포함하여 기질층 전체에 대해 0.5∼25중량%가 함유되어 있고, 상기 점착성 고분자 물질로서는 비닐아
세테이트와 2-에틸헥실아크릴레이트의 공중합체가 기질층 전체에 대해 35∼90중량%로 함유되어 있으며, 
상기 흡수보조제로서 디메틸술폭사이드,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옥시에틸렌에스테르, 알칸올아민류, 알킬
아민류, 디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 및 N-알킬 피롤리돈 중에서 선택된 어느하나 이상의 화합물이 기
질층 전체에 대해 9∼40중량%로 함유되어 있고, 흡수촉진제로서 알킬렌글리콜유도체, 1-알킬아자시클로헵
탄-2-온, 지방산 및 그의 에스테르화합물, 지방산알칸올아미드류 및 폴리에틸렌글리콜유도체 중에서 선택
된 어느하나 이상의 화합물이 기질층 전체에 대해 0.5 ∼ 10.0중량%로 함유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피투여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염성 스테로이드는 전체 기질층 조성의 1.0∼15.0중량%에 해당하는 량으로 함유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피투여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흡수촉진제는 1-도데실아자시클로헵탄-2-온, 올레인산, 라우르디에탄올아미드, 폴
리에틸렌글리콜 200 모노라우레이트, 폴리에틸렌 글리콜 300 모노라우레이트 및 폴리에틸렌글리콜 400 모
노라우레이트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피투여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질층은 단층 또는 다층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피투여시스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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