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A61K 31/19 (2006.01)

     A61K 31/20 (2006.01)

     A61K 31/70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049895

2006년05월19일

(21) 출원번호 10-2005-0060798

(22) 출원일자 2005년07월06일

(30) 우선권주장 10/886,314

11/156,404

2004년07월07일

2005년06월20일

미국(US)

미국(US)

(71) 출원인 존슨 앤드 존슨 컨수머 캄파니즈, 인코포레이티드

미국 뉴 저지주 08558 스킬맨 그랜드뷰 로드

(72) 발명자 우 제프리 엠

미국 펜실베니아주 18976 와링톤 버터컵 블러바드 126

류 줴-천

미국 뉴저지주 08502 벨 미드 버클리 애비뉴 268

챈탈랏 자넷

미국 뉴져지주 08540 프린스톤 #7 클라릿지 코트 101

쑨 잉

미국 뉴저지주 08502 벨 미드 우드뷰 드라이브 90

존센 스테파니 에이

미국 뉴저지주 08854 피스카타웨이 시워드 애비뉴 54

잠파니 하누만 비

미국 뉴저지주 08822 플레밍톤 달리 로드 19

(74) 대리인 김영관

신현문

홍동오

정상구

이범래

심사청구 : 없음

(54) 항여드름제를 함유하는 조성물 및 이의 용도

요약

본 발명은 항여드름제, 항미생물제 및 락테이트를 함유하는 조성물 및 이의 용도를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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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여드름(acne)은 때때로 당황함을 겪게 하는 여드름을 유발하는 뾰루지(pimple)를 종종 수반하는 피부 질환이다. 소비자들

은 오랫동안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 살리실산 및 벤조일 퍼옥사이드와 같은 국소적인 항여드름제를 사용해 왔다. 국소적

인 항여드름제는 일반적으로 피부를 벗겨내고/거나 표피의 박테리아를 죽임으로써 기능한다. 이러한 항여드름제는 종종

여드름 뾰루지를 치료하는데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드름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장기간, 일반적으로 며칠 또는 몇주가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들은 종종 발생전 뾰루지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없다.

염증후 과다색소침착(PIH)과 같은 비정상 색소와 흉터는 종종 여드름, 수발 가성모낭염(PFB) 및 다른 소포 질환에 의해

유발된다. 이는 더 어두운 피부 타입에서 더 일반적이지만 모든 피부 타입에서 이러한 염증후 자국이 남게 된다. PIH와 검

은 자국의 존재는 피부를 부드럽거나 깨끗하거나 평평하게 보이지 않도록 만든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항여드름제, 항미생물제 및 락테이트를 함유하는 조성물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또한 치료가 필요한 피부

영역에 당해 조성물을 적용함으로써 여드름과 같은 소포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또한 치료가

필요한 피부 영역에 당해 조성물을 적용함으로써 피부의 모공이나 피지의 출현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

명은 또한 치료가 필요한 피부 영역에 당해 조성물을 적용함으로써 피부 톤을 고르게 하거나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 및 장점은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에서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당해 분야의 숙련자가, 당해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본 발명을 가장 넓은 범위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음 특정한 양

태는 오직 예시로서 해석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공지된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달리 기재된 바가 없는 한, 본원에서 사용된 모든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용어는 본 발명이 속한 당해 분야에서 일반적인 기

술을 가진 자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본원에서 언급된 모든 출판물, 특허 출원, 특허 및

참고 문헌은 참조로서 인용된다. 달리 기재된 바가 없는 한, 어디서 사용되든 퍼센트는 중량%(w/w)이다.

본원에서 사용된 "국소 적용"은, 예를 들어, 손, 또는 와이프, 퍼프,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표피에 바

르거나 펴바르는 것을 의미한다.

본원에서 사용된 "미용학적으로 허용되는"은, 용어가 기술하는 화합물(들) 또는 조성물(들)이 지나친 독성, 부적합성, 불안

정성, 자극, 알레르기 반응 등이 없이 조직(예, 피부)과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기재

된 화합물/조성물을 단지 화장용으로 제한함을 의도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재료/제품은 약제로서 쓰일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양"은 여드름을 치료하는데 충분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피할 만큼 충분히 적은 화합

물(들) 또는 조성물(들)의 양을 의미한다.

"홍보(promoting)"는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을 의미한다. 홍보의 예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지만, 상점, 잡지, 신물, 라디

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과 같은 곳에서의 조성물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글, 비주얼 또는 음성 언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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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조성물은 소포 질환, 예를 들어, 여드름, 장미여드름, 고지질혈증, 지루, 피지 과다형성, 소포 발진, 털집진드기

소포 감염, 예를 들어, 털집염, 포도상구균 농가진여드름 괴사 및 수발 가성 모낭염; 털집각화증, 털각화증, 두꺼비피부증,

털집 비늘증, 탈모, 소포 형성장애, 다모증, 지성 피부 및 털과다증을 치료하는데 유용하다.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치료"는

치료(예, 증상의 완화 또는 제거 및/또는 치유) 및 또는 조건(예, 피부 조건)의 예방 또는 억제를 의미한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또한 치료가 필요한 피부의 톤을 고르게 하고(예를 들어, 피부의 어두운 영역을 밝게 함), 피부를 부드

럽게 하고(예를 들어, 피부의 질감을 줄임), 피지의 생산을 줄이고 피부의 오일, 번들거림 및/또는 모공의 출현을 줄이는 데

유용한다. 이러한 치료가 필요한 피부의 예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지만, 과도한 색소 침착(예, 주근깨, 염증후 과다색소

침착(PIH) 또는 색소 침착된 흉터), 거친 피부, 지성 피부 또는 크고 가시적인 모공을 갖는 피부를 포함한다.

하나의 양태에서, 조성물은 여드름 블레미쉬, 여드름 뾰루지, 발생전 뾰루지, 블랙헤드 및/또는 화이트헤드를 포함하지만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는 여드름의 치료를 위한 것이다. "발생전 뾰루지"는 육안으로 피부 표면에서 관찰되지 않는, 염증이

있는 소포(예를 들어, 병소로서)를 의미한다. 하나의 양태에서, 여드름의 출현(예, 여드름 병소 및/또는 블랙헤드의 크기 및

/또는 출현)은 약 8시간, 예를 들어, 약 4시간 사이에 감소한다.

하나의 양태에서, 본 발명은 항여드름제를 함유하는 국소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항여드름제는 여드름의 국소 치료를 위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입증된 화합물을 의미한다. 항여드름제의 예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지만, 살리실산, 벤조

일 퍼옥사이드, 황, 레틴산, 칸디다 봄비콜라/글루코오스/메틸 레이프시데이트 퍼멘트, 이탄수, 레조르시놀, 미사, 이탄, 퍼

메틴, 아젤라산, 클린다마이신, 아다팔렌, 에리트로마이신, 나트륨 설프아세트아미드 및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한다. 하나

의 양태에서, 조성물 내의 항여드름제의 양은, 조성물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약 0.01 내지 10중량%, 예를 들어, 약 0.1

내지 5중량% 또는 약 0.5 내지 2중량%이다.

하나의 양태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발모제를 포함한다. 발모제는 모발 성장을 포함하는 화합물을 의미한다. 발모제의

예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지만, 미녹사딜, 스피로노락톤, 사이프로테론 아세테이트, 아젤라산, 부세렐린, 비칼루타미드,

크로마칼림, 사이클로스포린, 아미노글루테티미드, 사이프로테론 아세테이트, 디아족사이드, 페니토인, 에스트라디올스,

플루타미드, 프레자티드 구리, 이노코테론, 레우프롤리드 아세테이트, 케토코나졸, 피나시딜, 프로게스테론, 피나스테리

드, 레틴산, 투로스테라이드, 비타민 및 무기질, 예를 들어, 비타민 E, 니아신(비타민 B3), 판토텐산(비타민 B5), 피리독신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K, 비오틴, 이노시톨, 아연, 구리, 시스테인, 메티오닌, 코엠자임 Q10; 필수 지

방산, 예를 들어, 아마인유, 달맞이꽃 종자유 및 어체유; 식물 추출물, 예를 들어, 은행잎(ginko biloba); 및 이들의 조합물

을 포함한다.

하나의 양태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모발 지연제를 포함한다. 모발 지연제는 모발의 출현 및/또는 성장을 감소시키는 화

합물을 의미한다. 모발 지연제의 예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지만, 에플로니친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콩 추출물, 세네노아

(Serenoa repens) 및/또는 호박씨(Cucurbita pepo)로부터의 항안드로겐성 스테롤, 디펩티드 N-(카복시메틸)페닐알라닐

-β-알라닌 화합물, 3-디아잔플라노신, NG-메틸-L-아르기닌과 같은 일산화질소 합성효소 억제제, 6-디아조-5-옥소노

르류신(I)과 같은 글루타민 대사작용 억제제 및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한다.

하나의 양태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항미생물제를 포함한다. 항미생물제는 미생물을 죽이거나 이들의 성장 또는 생식을

막거나 억제하는 화합물을 의미한다. 항미생물제의 예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지만, 에탄올, 프로판올, 베타인, 벤즈알코

늄 클로라이드, 벤제토늄 클로라이드, 라우릭 아르기네이트, 슈가콰트, 메틸 벤제토늄 클로라이드, 세티피리디늄 클로라이

드, 2,4,4'-트리클로로-2-하이드록시 디페닐 에테르(트리클로산), 파라클로로메타 크실레놀(PCMX), 로도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 디아졸리디닐 유레아, 클로르헥시덴 디글루코네이트, 클로르헥시덴 아세테이트, 클로르헥시덴 이세티오네이

트, 클로르헥시덴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헥세티딘, 쿼터늄 15, 트리클로카본, 폴리헥사메틸렌 비구아니드, 세틸피리듐 클로

라이드, 이미다졸리디닐 유레아, 디아졸리디닐 유레아, 3-요오도-2-프로피닐-N-부틸카바메이트, 2-메틸-4-이소티아

졸린-3-온, 디메틸 디메틸 하이단토인, 5-클로로-2-(2,4-디클로로페녹시)페놀, 모노라우린 글리세릴 라우레이트, 카멜

리아 시넨시스, 칸디다 봄비콜라/글루코오스/메틸 레이프시데이트 퍼멘트, 과산화수소, 페놀, 폴록사메르 188, PVP-이오

딘, 티오유레아, 천연 항미생물제, 예를 들어, 계피유, 신남알데히드, 레몬그라스유, 클로브유, 소우 팔메토 추출물, 타임유

화이트, 타임유 레드, 티몰, 티트리유, 피너스 피나스터 바크 추출물, 로즈마리잎 추출물, 포도씨 추출물 및 베텔유; 은 함유

화합물, 예를 들어, 질산은, 실버 락테이트, 실버 시트레이트 및 실버 제올라이트; 다가 알코올의 항미생물성 지방산 에스

테르, 다가 알코올의 지방 에테르 및 이의 알콕시화 유도체; 및 이의 조합물을 포함한다.

하나의 양태에서, 조성물 내의 항미생물제의 양은, 조성물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약 0.001 내지 약 10중량%, 예를 들

어, 약 0.01 내지 약 5중량%, 예를 들어, 약 0.05 내지 약 2중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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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양태에서, 항미생물제는 아졸과 같은 항진균제이다. 이의 예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지만, 미코나졸, 케노코나졸,

에코나졸, 이트라코나졸, 세르타코나졸, 플루코나졸, 보리코나졸, 클리오퀴놀, 비포코나졸, 테르코나졸, 부토코나졸, 티오

코나졸, 옥시코나졸, 설코나졸, 사페르코나졸, 클로트리마졸, 언데실렌산, 할로프로긴, 부테나핀, 톨나프테이트, 니스타틴,

시클로피록스 올라민, 테르비나핀, 아모롤핀, 나프티핀, 엘루비올, 프리세오풀빈, 이의 미용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및 이의

조합물을 포함한다.

하나의 양태에서, 항미생물제는 항생제 또는 방부제이다. 이의 예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지만, 무피로신, 네오마이신 설

페이트 배시트라신, 폴리믹신 B, 1-오플록사신, 테트라사이클린, 예를 들어,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옥시테트라사이클린-10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및 테트라크사이클린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클린다마이신 포스페이트, 겐타

마이신 설페이트, 메트론이다졸, 헥실레조르시놀, 메틸벤제토늄 클로라이드, 페놀, 4급화 암모늄 화합물, 티트리 오일 및

이들의 조합물을 포함한다.

하나의 양태에서, 본 발명은 항건선제를 포함한다. 항건선제의 예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지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예,

베타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베타메타손 발레레이트,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 디플로라손 디아세테이트, 할로베타

솔 프로피오네이트, 트리암시노나이드, 덱사메타손, 플루오시노나이드, 플루시놀론 아세토나이드, 할시노나이드, 트리암

시놀론 아세테이트, 하이드로코르티손, 하이드로코르티손 베를레레이트, 하이드로코르티손 부티레이트, 아클로메타손 디

프로피오네이트, 플루란드레놀라이드,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및 메틸프레드니솔론 아세테이트),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

포린, 칼시포트리엔, 안트랄린, 셰일유, 엘루비올, 세토코나졸, 콜타르, 살리실산, 아연 피리티온, 셀레늄 설파이드, 하이드

로코르티손, 황, 메탄올 및 프라목신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및 이의 조합물을 포함한다.

하나의 양태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항바이러스제를 포함한다. 항바이러스제의 예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지만, 이미퀴

모드, 포도필록스, 포도필린, 인터페론 알파, 아사이클로비르, 팜사이클로비르, 발사이클로비르, 레티쿨로스 및 시도폴비

르를 포함한다.

하나의 양태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항염증제를 포함한다. 항염증제의 예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지만, 비스테로이드계

및 스테로이드게 항염증제, 예를 들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예를 들어, 하이드로코르티손, 하이드록시트리암시놀론 알파

메틸 덱사메타손, 덱사메타손-포스페이트,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클로베타솔 발레레이트, 데소나이드, 데스옥

시메타손, 데스옥시코르티코스테론 아세테이트, 덱사메타손, 디클로리손, 디플로라손 디아세테이트, 디플루코르톨론 발레

레이트, 플루아드레놀론, 플루클라롤론 아세토나이드, 플루드로코르티손, 플루메타손 피발레이트, 플루오시놀론 아세토나

이드, 플루오시노나이드, 플루코르틴 부틸에스테르, 플루오코르톨론, 플루프레드나이덴(플루프레드닐리덴) 아세테이트,

플루란드레놀론, 할시노나이드, 하이드로코르티손 아세테이트, 하이드로코르티손 부티레이트, 메틸프레드니솔론, 트리암

시놀론 아세토나이드, 코르티손, 코르토독손, 플루세토나이드, 플루드로코르티손, 디플루오로손 디아세테이트, 플루라드

레날론 아세토나이드, 메드리손, 암시아펠, 암시나파이드, 베타메타손, 클로르프레드니손, 클로르프레드니손 아세테이트,

클로코르텔론, 클레스시놀론, 디클로리손, 디플루프레드네이트, 플루클로로나이드, 플루니솔리드, 플루오로메탈론, 플루

페롤론, 플루프레드니솔론, 하이드로코르티손 발레레이트, 하이드로코르티손 사이클로펜틸프로프리오네이트, 하이드로코

르타메이트, 메프레드니손, 파라메타손, 프레드니솔론, 프레드니손,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베타메타손 디프로

피오네이트, 트리암시놀론 및 이의 조합물을 포함한다.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제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지만, COX 억제

제, LOX 억제제 및 p38 키나제 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면역억제제 및 사이토킨 합성 억제제를 포함한다. 다른 천

연 항염증제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지만, 피버퓨(feverfew), 콩 또는 귀리의 추출물, 베타-글루칸 및 토타롤(totarol)을

포함한다.

다른 활성제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지만, 상처 치료 강화제, 예를 들어, 칼슘 알기네이트, 콜라겐, 재조합 인간 혈소판 유

도된 성장인자(PDGF) 및 다른 성장인자, 케탄세린, 일로프로스트, 프로스타글랜딘 E1 및 하이알루론산; 흉터 감소제, 예

를 들어, 만노스-6-포스페이트; 진통제; 파파인과 같은 죽은조직제거제(debriding agent) 및 효소성 죽은조직제거제; 및

마취제, 예를 들어, 리도카인 및 벤조카인을 포함한다. 하나의 양태에서, 조성물은 하나 이상의 멘톨, 캠퍼, 항히스타민제

또는 국소 마취제, 예를 들어 테트라카인, 리도카인, 프릴로카인, 벤조카인, 부피바카인, 메피바카인, 디부카인, 에티도카

인, 부타카인, 사이클로메티카인, 헥실카인, 프로파라카인 및 로피바카인; 캡사이신 또는 오트밀을 포함한다.

하나의 양태에서,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조성물 중의 항염증제, 항바이러스제, 항건선제 및/또는 다른 활성제

의 양은 약 0.001 내지 약 10중량%, 예를 들어, 약 0.01 내지 약 5중량%, 예를 들어, 약 0.05 내지 약 2중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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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조성물은 추가로 락테이트를 포함한다. 락테이트의 예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지만, C2-C35 락테이트, 예를

들어, C2-C22 락테이트, 예를 들어, 세틸 락테이트 및 C12-C15 락테이트를 포함한다.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하

여, 본 발명의 조성물 중의 락테이트의 양은 약 0.1 내지 약 50중량%, 예를 들어 약 0.5 내지 약 20중량% 또는 약 1 내지

약 10중량%로 다양할 수 있다.

하나의 양태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추가로 인지질을 포함한다. 인지질의 예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지만, 합성 인지질

및 천연 인지질, 예를 들어, 디에스테르 및 트리에스테르 포스페이타이드로 구성된 인지질, 예를 들어, 코크아미도프로필

PG-디모늄 클로라이드(Colalipid C™ Colonial Chemical, Inc., South Pittsburgh, TN, USA), 스테아르아미도프로필

PG-디모늄 클로라이드(Colalipid ST™), 선플라워아미도프로필 포스페이트 PG-디모늄 클로라이드(Colalipid SUN™),

나트륨 올리브아미도프로필 PG-디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Colalipid OL™), 나트륨그레이프씨드아미도프로필 PG-

디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Colalipid GS™), 리놀아미도프로필 PG-디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Colalipid

SAFEL™), PEG-8 디메티콘 선플라워아미도프로필 PG-디모늄 컴플렉스(Colalipid SIL™), 리시놀아미도프로필 PG-디

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Colalipid RC™), 나트륨 코코 PG-디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ArlasilkTM

phospholipids CDM, Uniqema, ICI Group of Companies, Wilton, UK), 코크아미도프로필 PG-디모늄 클로라이드

(ArlasilkTM phospholipids PTC), 스테아르아미디프로필 PG-디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ArlasilkTM phospholipids

SV), 리놀아미도프로필 PG-디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ArlasilkTM phospholipids EFA), 리놀아미도프로필 PG-디

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 디메티콘(ArlasilkTM phospholipids PLN), 미리스트아미도프로필 PG-디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ArlasilkTM phospholipids PTM), 나트륨 유리지치 아미도프로필 PG-디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

(ArlasilkTM phospholipids GLA) 및 이의 조합물을 포함한다.

하나의 양태에서, 조성물은 피지혼화제를 포함한다. 피지혼화제란 다음 분석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은, 피지와 혼화성이 있

는 제제를 의미한다. 인공적인 피지는 옵소른(Obsorne) 및 헤첸부흘러(Hatzenbuhler)의 책, "국소 제형에서 표피 지방의

영향(The Influence of Skin Surface Lipids on Topical Formulations)"의 79면의 표 5.4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조된다

[참조: "Topical Drug Delivery Formulations" edited by D. Osborne and A. Amann, Marcel Dekker, Inc., New York,

1990, pages 69-85]. 실온에서, 이 피지는 백색 왁스 물질이다. 피지 50㎕를 깨끗한 200㎕ 들이 바이알에 정밀 마이크로

피펫을 사용하여 침착시킨다. 실험 제제 100㎕를 그 후 바이알에 가한다. 바이알을 32℃로 가온하고 기준선 및 8시간에서

가시적으로 검사하였다. 제제가 피지와 혼화된 경우, 피지는 투명해질 것이다.

다음은 피지혼화제의 제한되지 않은 예이다: 방향족 알코올, 예를 들어, R이 지방족 라디칼인 C6H5-R(OH)의 화학 구조

를 갖는 페닐 알코올, 예를 들어, 벤질 알코올 및 페네틸 알코올; 방향족 글리콜 에테르, 예를 들어, 에틸렌 글리콜 페닐 에

테르; 프로필렌 또는 부티렌 옥사이드계 글리콜 에테르, 예를 들어,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및 미국 특허 제

5,133,967호에 기재된 것들; 지방산, 다중불포화 지방산, 예를 들어, 리놀레산, 리놀렌산, 스테아리돈산, 식물, 과일 또는

필수 지방산 또는 다중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해양 유도 추출물, 예를 들어,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지만, 바시늄 미르틸러

스(vaccinium myrtillus: 월귤나무) 종자유, 바시늄 마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넌출월귤) 종자유, 바시움 비

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린고베리) 종자유, 러버스 이다에우스(rubus idaeus: 나무딸기) 종자유, 러버스

차마에모러스(rubus chamaemorus: 진들딸기) 종자유, 리베스 니그럼(ribes nigrum: 까막까치 밥나무) 종자유, 힙포파에

람노이데스(hippophae rhamnoides; 바다털갈매 나무) 종자유, 에치움 플란타기늄(echium plantagineum; 에치움) 종자

유, 호르듐 불가레(hordeum vulgare: 보리) 종자유, 버찌 싹 추출물, 소우 팔메토 추출물, 유리지치유, 달맞이꽃 종자유,

위치 헤이즐(witch hazel) 추출물 및 콩기름; 세틸 오세네이트; 이소스테아릴 벤조에이트; 펜타에리티올 테라옥테네이트;

이소스테아릴 벤조에이트; 메틸 글루세트; 토코페롤 아세테이트; 벤즈알코늄 클로라이드; 벤제토늄 클로라이드 및 이의 조

합물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추가로 알코올을 포함한다. 적합한 알코올은,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지만, 에틸 알코올을 포함한다. 하

나의 양태에서, 조성물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조성물은 알코올 40% 미만, 예를 들어, 약 0.01 내지 약 40중량%, 예를

들어, 약 0.1 내지 약 30중량% 또는 약 1 내지 약 20중량%를 포함한다.

하나의 양태에서, 조성물은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를 포함한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예는 문헌[참조: the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 eds. Wenninger and McEwen,(The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c., Washington, D.C., 9th Edition, 2002)(이하 "CTFA 핸드북")]의 2955 내지 2976면에 기재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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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양태에서, 조성물은 피부 미백제를 포함한다. 피부 미백제의 예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지만, 레티노이드, 예를 들

어, 레니놀; 콩 또는 감초 추출물 및 티로신 억제제, 예를 들어, 하이드로퀴논, 아스코르빌 글루코사이드, 코지산, 칼슘 D-

판테테인-S-설포네이트, 아르부틴, 마그네슘 아스코르빌 포스페이트, 판토티올, 디하이드로리포산 및 아를라톤을 포함한

다.

하나의 양태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2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예를 들어, 7 미만, 예를 들어, 4.5 미만의 pH를 갖는다 .

본 발명에서 유용한 국소 조성물은 피부의 국소 적용에 적합한 제형을 포함한다. 조성물은 추가로 미용학적으로 허용되는

국소 담체를 포함할 수 있다. 미용학적으로 허용되는 국소 담체는 조성물의 약 50 내지 약 99중량%(예를 들어, 조성물의

약 80 내지 약 95중량%)로 포함될 수 있다.

조성물은 고체 및 액체 조성물, 예를 들어, 로션, 크림, 젤, 스틱, 스프레이, 쉐이빙 크림, 연고, 클렌징 액상 워시 및 고체

바, 스티커(paster), 파우더, 무스, 마스크, 필, 메이크업 및 와이프를 포함하지만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는 광범위한 제품

타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들 제품 타입은 용액, 에멀젼(예, 마이크로에멀젼 및 나노에멀션), 젤, 고체 및 리포좀을 포

함할 수 있지만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는, 미용학적으로 허용되는 국소 담체의 몇몇 타입을 포함할 수 있다. 조성물은 다른

장치, 예를 들어, 박피, 피부 마사지, 전기-자극 장치, 광-치료 장치, 초음파 장치, 라디오 주파수 장치, 열/냉각 장치 및 마

이크로-침투 장치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담체의 제한되지 않는 예이다. 다른 담체가 당해 분야의 숙

련자에 의해 제형화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유용한 국소 조성물은 용액으로서 제형화될 수 있다. 용액은 일반적으로 수성 용매를 포함할 수 있다(미용학

적으로 허용되는 수성 용매 약 50 내지 약 99중량% 또는 약 90 내지 약 95중량%).

본 발명에서 유용한 국소 조성물은 피부 연화제를 포함하는 용액으로서 제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조성물은 바람직하게는

약 2 내지 약 50중량%의 피부 연화제를 포함한다. 본원에서 사용된 "피부 연화제"는 건조 방지 또는 완화 뿐만 아니라 피

부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매우 다양한 적합한 피부 연화제가 알려져 있고 본원에서 사용될 수 있다. 문

헌[참조: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 eds. Wenninger and McEwen, pp. 1656-61,

1626, and 1654-55(The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c., Washington, D.C., 7th Edition, 1997)(이하

"CTFA 핸드북)]에 적합한 물질의 다양한 예가 기재되어 있다.

로션은 이러한 용액으로부터 만들어 질 수 있다. 로션은 일반적으로 약 1 내지 약 20중량%(예, 약 5 내지 약 10중량%)의

피부 연화제 및 약 50 내지 약 90중량%(예, 약 60 내지 약 80중량%)의 물을 포함한다.

용액으로부터 제형화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제품은 크림이다. 크림은 일반적으로 약 5 내지 약 50중량%(예, 약 10 내지

약 20중량%)의 피부 연화제 및 약 45 내지 약 85중량%(예, 약 50 내지 약 75중량%)의 물을 포함한다.

용액으로부터 제형화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제품은 연고이다. 연고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오일 또는 반고체 탄화수소

의 단일 베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연고는 약 2 내지 약 10중량%의 피부 연화제 및 약 0.1 내지 약 2중량%의 증점화제를

포함할 수 있다. 본원에서 유용한 증점화제 또는 점도 증가제의 더 완전한 설명은 CTFA 핸드북의 1693 내지 1697면에서

찾을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유용한 국소 조성물은 에멀젼으로서 제형화될 수 있다. 담체가 에멀젼인 경우, 담체의 약 1 내지 약 10중량%

(예, 약 2 내지 약 5중량%)가 유화제를 포함한다. 유화제는 비이온성, 음이온성 또는 양이온성일 수 있다. 적합한 유화제

는, 예를 들어, TFA 핸드북의 1673 내지 1686면에 기재되어 있다.

로션 및 크림은 에멀젼으로서 제형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로션은 약 0.5 내지 약 5중량%의 유화제를 포함한다.

이러한 크림은 일반적으로 피부연화제(들) 약 1 내지 약 20중량%(예, 약 5 내지 약 10중량%), 물 약 20 내지 약 80중량%

(예, 약 30 내지 약 70중량%) 및 유화제 약 1 내지 약 10중량%(예, 약 2 내지 약 5중량%)를 함유한다.

수중유형 및 유중수형의 단일 에멀젼 피부 관리용품, 예를 들어, 로션 및 크림은 미용학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고 본 발명

에서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단일 또는 다중상 에멀젼은 물, 피부 연화제 및 유화제를 필수 성분으로서 함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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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국소 조성물은 또한 젤(예, 적합한 젤화제를 사용한 수성 젤)로서 제형화될 수 있다. 수성 젤에 적합한 젤화제는,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지만, 천연 검, 아크릴산 및 아크릴레이트 중합체 및 공중합체 및 셀룰로오스 유도체(예, 하이드록시

메틸 셀룰로오스 및 하이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를 포함한다. 오일(예, 미네랄 오일)에 적합한 젤화제는, 이로써 제한되

지는 않지만, 수소화 부틸렌/에틸렌/스티렌 공중합체 및 수소화 에틸렌/프로필렌/스티렌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젤

은 일반적으로 약 0.1 내지 약 5중량%의 젤화제를 포함한다.

하나의 양태에서, 조성물은 무수물이다. 하나의 양태에서, 이러한 무수 조성물은 적용시 발열한다.

본 발명의 국소 조성물은 또한 고체 제형(예, 왁스계 스틱, 비누 바 조성물, 파우더, 파우더를 함유한 와이프 또는 드레싱)

으로 제형화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유용한 국소 조성물은, 상기 언급된 성분 외에도, 당해 분야에서 적합한 수준으로 피부에 사용되는 다양한 범

위의 지용성 물질 및/또는 수용성 물질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국소 조성물은 필요에 따라 (또는) 통상의 치료법의 범위의 부분으로서 일주일에 1회 내지 하루에 1회 이상(예, 하루에 2

회) 적용될 수 있다. 사용량은 최종 사용자의 연령 및 신체적 조건, 치료 기간, 사용된 특정한 화합물, 제품 또는 조성물, 사

용된 특정한 미용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및 이와 같은 인자에 따라 다양화될 것이다.

몇몇 실시예가 하기에 기재된다. 본 발명은 이의 설명으로써 제한되게 해석되지 않는다.

실시예 1

본 발명의 조성물(pH = 3.7)은 먼저 살리실산 및 에탄올을 용해시키고 표 1에 열거된 남은 물질을 첨가하고, 균질해질 때

까지 균질화기에서 물질을 혼합함으로써 제조하였다.

[표 1]

성분 %W/W

 에탄올  

 살리실산  2

 C12-C15 알킬 락테이트  2

 방향 물질  0.1

 벤즈알코늄 클로라이드, 50% 용액 USP  0.2

 아미노메틸 프로판올  0.19

 탈이온수  잔량을 가해 100%로 함

실시예 2

본 발명의 조성물(pH = 3.7)을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표 2]

성분 %W/W

 에탄올  40

 살리실산  2

C12-C15 알킬 락테이트  2

 방향 물질  0.1

 벤즈알코늄 클로라이드, 50% 용액, USP  0.2

 글리세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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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륨 코코 PG-디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

이트
 0.06

 아미노메틸 프로판올  0.19

 탈이온수  잔량을 가해 100%로 함

실시예 3

본 발명의 조성물(pH = 3.7)을 하기 표 3에 열거된 물질을 배합하여 제조하였다. 먼저, 첫번째 예비 혼합물 성분을 혼합한

후, 혼합물을 B상 성분과 균질해질 때까지 혼합하였다. A 상 성분을 또한 균질해질 때까지 혼합하였다. 그 후, B 상 혼합물

을 가하고 B 상이 단일상이 될 때까지 혼합하였다. 그 후, 후 첨가 성분과 두 번째 예비 혼합물을 단일상이 될 때까지 수득

된 에멀젼에 가하였다.

[표 3]

성분 %W/W

 첫번째 예비 혼합물  

 페네틸 디메티콘  0.222

스테아르옥시트리메틸실란 및

스테아릴 알코올
 0.028

 에탄올  4

 두번째 예비 혼합물  　

 피버퓨 추출물  1

 탈이온수  5

 A 상  　

 에탄올  36

 살리실산  2

 탈이온수  42.739

 하이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1.5

 글리세린  3

 B 상  　

 사이클로메티콘  1.665

C12-15 알킬 락테이트  1

 세틸 락테이트  0.5

 프로필렌 글리콜  0.1

 방향 물질  0.1

디아졸리디닐 유레아 및

요오도프로피닐 부틸카바메이트
 0.1

  　

 에틸렌 글리콜 페닐 에테르  0.5

 후 첨가 성분  　

 벤즈알코늄 클로라이드, 50% 용액, USP  0.2

 나트륨 코코 PG-디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  0.056

프로필렌 글리콜,

디아졸리디닐 유레아,

메틸파라벤 및

프로필파라벤

 0.1

 아미노메틸 프로판올  0.19

실시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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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조성물(pH = 3.7)을 표 4에 열거된 물질을 배합하여 실시예 3에 기재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표 4]

성분 %W/W

 예비 혼합물  

 에탄올  4

 페네틸 디메티콘  0.2

스테아르옥시트리메틸실란 및

스테아릴 알코올
 0.028

  

 A 상  　

 에탄올  36

 살리실산  2

 탈이온수  39.736

 하이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1.5

 글리세린  3

 B 상  　

 사이클로메티콘  1.66

C12-15 알킬 락테이트  1

 세틸 락테이트  0.5

 프로필렌 글리콜  0.1

 방향 물질  0.13

 탈이온수  9

디아졸리디닐 유레아 및

요오도프로피닐 부틸카바메이트
 0.1

 에틸렌 글리콜 페닐 에테르  0.5

 후 첨가 성분  　

 벤즈알코늄 클로라이드, 50% 용액, USP  0.2

 나트륨 코코 PG-디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  0.056

프로필렌 글리콜,

디아졸리디닐 유레아,

메틸파라벤 및

프로필파라벤

 0.1

 아미노메틸 프로판올  0.19

실시예 5

본 발명의 조성물(pH = 3.7)을 표 5에 열거된 물질을 배합하여 제조하였다. B 상의 경우, 물을 -40℃로 가열하고 다른 모

든 성분들을 가하고 용해될 때까지 혼합하였다. A 상 성분을 균질해질 때까지 혼합하였다. A 상을 B 상에 가하고 단일상이

될 때까지 혼합하였다. 그 후, 후 첨가 성분을 가하였다.

[표 5]

성분 %W/W

 A 상  

C12-15 알킬 락테이트  1

 살리실산  0.5

 PEG-32  12

 B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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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이온수  60

 글리세린  2

 메틸에틸셀룰오로스  0.75

이소헥사데칸,

암모늄 폴리아크릴로일디메틸 타우레이트 및

폴리소르베이트 80

 1

 후 첨가 성분  

 벤즈알코늄 클로라이드, 50% 용액, USP  0.2

 나트륨 코코 PG-디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

트
 1

 탈이온수  잔량을 가해 100%로 함

실시예 6

임상 연구는 실시예 4의 조성물을 사용하여 경미한 여드름 내지 보통의 여드름을 치료함으로써 실시되었다. 연구는 본 발

명의 조성물이 여드름을 빠르게 치료함을 나타내었다(여드름 발병 부위에 하루 2회 제품 적용). 10% 벤조일 퍼옥사이드

("10% BPO")를 포함하는 클리어아실 애크니 트리트먼트 크림(Clearasil® Acne Treatment Cream, Boots International

Inc., London, UK)의 대조용 조성물 및 치료를 받지 않은 비치료 여드름 군("치료되지 않음")이 또한 연구에서 사용되었

다. 여드름의 심화 정도는 (미국 피부병학 아카데미의 추천에 따라) 하기 점수에 의해 등급화되었다.

 환부 없음  매우 가벼움  가벼움  경미함  보통  심각함

 0.0  1.0  2.0  3.0  4.0  5.0

경미함 내지 심각한 정도의 환자(기준선 등급 3 내지 5)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를 하기 표 6에 나타낸다.

[표 6]

 48 시간  샘플  개괄  크기  붉기  높이  벗겨짐

 평균  10% BPO(n=5)  -0.2  0  -0.4  -0.6  1

 향상률%  10% BPO  20  20  60  60  0

 NC%  10% BPO  80  60  20  40  40

 악화율%  10% BPO  0  20  20  0  60

 평균  실시예 4(n=10)  -0.8  -0.5  -0.5  -0.6  0.3

 향상률%  실시예 4  40  50  40  50  10

 NC%  실시예 4  40  30  40  30  60

 악화율%  실시예 4  20  20  20  20  30

 평균  치료되지 않음(n=2)  -0.5  0.5  0.5  1  0

 향상률%  치료되지 않음  50  0  0  0  0

 NC%  치료되지 않음  50  50  50  50  100

 악화율%  치료되지 않음  0  50  50  50  0

NC = 변화 없음

경미한 여드름 환부의 뾰루지 크기, 붉기 및 높이에서 기준선에 대한 상대적인 개선은 10% BPO 처리에 비해 실시에 4의

제형이 더 뛰어났다. 또한 본 발명의 제형에서는 벗겨짐이 덜 나타났다.

뾰루지가 더 깊이 박힌(기준선 등급 4 내지 5) 보통 내지 심각한 여드름 환자의 임상 연구 결과는 하기 표 7에 나타난다. 실

시예 4는 치료되지 않은 대조군 및 10% BPO 크림과 비교하여 보통 내지 심각한 정도의 여드름의 측정된 증상을 모두 치

료하는 놀랍게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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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48 시간  샘플  개괄  크기  붉기  높이  벗겨짐

 평균  10% BPO n=3  -0.3  0  0  -0.3  1.3

 향상률%  10% BPO  33.3  33.3  33.3  33.3  0

 NC%  10% BPO  66.7  33.3  33.3  66.7  33.3

 악화율%  10% BPO  0  33.3  33.3  0  66.7

 평균  실시예 4(n=4)  -1.8  -1.8  -1.5  -1.8  -0.3

 향상률%  실시예 4  50  100  75  75  25

 NC%  실시예 4  50  0  25  25  75

 악화율%  실시예 4  0  0  0  0  0

 평균  치료되지 않음(n=2)  -0.5  0.5  0.5  1  0

 향상률%  치료되지 않음  50  0  0  0  0

 NC%  치료되지 않음  50  50  50  50  100

 악화율%  치료되지 않음  0  50  50  50  0

종종 일반적으로 더 깊이 뿌리내린 보통 내지 심각한 여드름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피부의 자극, 건조 및 두드러진 흉터

및 이후 소인의 형성없이 크기, 붉기, 높이 및 벗겨짐에서 현저하게 향상됨을 보였다.

실시예 7

임상 연구는 또한 1주 동안 경미한 여드름 내지 보통의 여드름의 치료에서 클리어아실® 애크니 트리트먼트 크림에 대한

실시예 4의 제형의 빠른 작용 효력을 측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하루 2회 얼굴 전체에 적용하는 이중맹검으로

실시되었다. 대상은 핏츠패트릭(Fitzpatrick) 피부 타입 I 내지 IV이고 연령이 12 내지 30세인 남녀이다. 대상은 활성 상에

1 내지 3개의 표적 염증 환부가 있는, 기준선이 만나는 곳에서 유순함 내지 보통의 여드름을 나타낸다.

표적 환부의 피부병학적 임상 평가는 놀랍게도 실시예 4의 제형으로 치료한 여드름 표적 환부에서 4시간 시점에서 홍반의

통계학적으로 뚜렷한 감소, 8시간 시점에서 출발 표적 환부 직경의 뚜렷한 감소 및 2일 시점에서 환부 높이(height/

elevation)의 뚜렷한 감소를 보여주었고, 이는 모두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되었다. BPO 10%는 4시간 시점에서 뚜렷한

효과가 없고, 8시간 시점에서 표적 환부의 홍반 및 1주 시점에서의 직경이 실시예 4와 10% BPO 처리 크림사이에 본 발명

에 유리하게도 통계학적으로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실시예 4를 사용한 대상은 또한 피부병학자 또는 대상들에 의해 등급

화된 피부 자극 변수(벗겨짐, 부종, 홍반, 화상, 찌르듯이 아픔, 가려움증)중 어느 것도 증가함을 보여주지 않았다. 기준선

에 대한 다양한 시간 시점에서 피부병학자들에 의해 벗겨짐 및 기름기에서 통계학적으로 뚜렷한 감소가 있다고 평가되었

고, 대상들에 의해 가려움증 및 단단함에서 뚜렷한 감소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실시예 4를 사용한 대상자들은, 10% BPO 치료를 사용한 대상자들에 비해서, 4시간 시점에서 벗겨짐이 뚜렷하게 줄기 시

작하고 1일 시점에서 기름기와 건조함이 줄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했고 이는 연구 동안 지속되었다. 대조적으로 10% BPO

제품을 사용한 대상자들은 2일 시점에서 기름기가 통계학적으로 뚜렷하게 증가함을 경험하였다.

실시예 8

0.10% 히스타민을 함유한 두 제형을 하기 표에 따라 제조하였다.

[표 8a]

성분 %(wt/wt)

 에탄올  40

 살리실산  2

 탈이온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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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즈알코늄 클로라이드  0.1

 나트륨 하이드록사이드  0.27

 히스타민  0.1

 탈이온수  17.53

[표 8b]

성분 %(wt/wt)

 에탄올  40

 살리실산  2

C12-15 알킬 락테이트  5

 탈이온수  40

 벤즈알코늄 클로라이드  0.1

 나트륨 하이드록사이드  0.27

 히스타민  0.1

 탈이온수  12.53

이들 두 제형에 의한 히스타민의 생체 내 전달을 평가하기 위하여 남자 대상자가 모집되었다. 두 제형 모두 흔들어서 용액

0.05ml를 빼서 대상자의 코의 각기 다른 면에 같은 크기의 예비 표시된 영역에 발랐다. 감각 작용 및 외관이 기록되었다.

홍반, 가려움증, 가벼운 화상에 대한 일반적인 히스타민 효과가 두 제형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표 8b의 제형(C12-15 알킬

락테이트 함유)은 이러한 가시적인 반응이 2분내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5분 시점에서 최고에 도달하였다. 표 8a의 제형

(C12-15 알킬 락테이트를 함유하지 않음)은 이러한 가시적인 히스타민 효과를 약 5분 시점에서 경험하기 시작하여 10 내지

15분 시점에서 최고에 도달하였다. 표 8b의 제형은 가려운 감각을 1시간 동안 지속시켰고, 이는 35 내지 40분 이하인 표

8a의 제형의 반응보다 훨씬 긴 것이다.

실시예 9

하기 표 9a의 성분을 사용하여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표 9a]

화학명 % wt

 에틸 알코올  39.3

 살리실산  2

 위치 헤이즐(Hamamelis Virginiana) & 에탄올  5

 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1  0.1

 탈이온수  35.804

 글리세린  3

 페녹시에탄올  0.555

 벤즈알코늄 클로라이드, 50% 용액, USP  0.2

 프로필렌 글리콜  0.111

 디프로필렌 글리콜 이소세테트-20 아세테이트  0.5

 사이클로펜타실록산  1.665

 폴리소르베이트 20  0.367

 방향 물질  0.13

 페네틸 디메티콘  0.222

 C12-15 알킬 락테이트  1.111

 세틸 락테이트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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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륨 코코 PG-디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  1

폴리아크릴아미드 및 C13-14 이소파라핀 및

라우레트 7
 7.5

 수산화나트륨(20% 용액)  0.88

조성물은 하기와 같이 제조되었다: 첫번째, 비이커 A를 디프로필렌 글리콜 이소세테트-20 아세테이트로 채우고 녹을 때

까지 40℃로 가열하였다. 비이커 B에 에틸 알코올과 살리실산을 가하고 혼합하였다. 비이커 C에 탈이온수와 하이드록시

에틸셀룰로오스를 가하고 수득된 혼합물을 교반하고 단일상이 될 때까지 35 내지 40℃로 가열하였다. 그 후, 조성물을 실

온에서 냉각되도록 두었다. 냉각된 후, 비이커 B의 내용물을 비이커 C로 가하고 균질해질 때까지 교반하였다. 계속 혼합하

면서 다음 재료를 순서대로 가하였다: 위치 헤이즐, 글리세린, 페녹시에탄올, 벤즈알코늄 클로라이드 및 프로필렌 글리콜.

사이클로펜타실록산, 폴리소르베이트 20, 페네틸 디메티콘, 방향 물질, C12-15 알킬 락테이트, 세틸 락테이트 및 나트륨

코코 PG-디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를 비이커 A에 가하였다. 그 후, 비이커 A의 내용물을 비이커 C에 가하고 수득된

조성물을 단일상이 될 때까지 혼합하였다. 그 후, 단일상 조성물의 pH를 20%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사용하여 3.5 내지 4.0

으로 조절하였다. 그 후, 균질해질 때까지 배치 방식으로 혼합하면서 폴리아크릴아미드 및 C13-14 이소파라핀 및 라우레

트 7 혼합물을 가하였다. 그 후, 최종 생성물을 1-온스 튜브에 포장하였다.

1-온스 튜브를 핏츠패트릭(Fitzpatrick) 피부 타입 I 내지 IV의 12 내지 30세 연령의 남녀에게 나눠주었다. 대상자들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 각자의 얼굴을 퍼포스 젠틀 클렌징 워시[PURPOSE® Gentle Cleansing Wash(Johnson & Johnson

Consumer Products Company, Skillman, NJ)]로 세안하게 지시하였다. 대상자들에게 대략 5센트 동전 크기의 최종 생성

물을 손가락 끝에 짜서 눈, 입술 및 입 근처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바르도록 하였다. 각 생성물의 적용 후, 대상자들이 테스

트 제품의 적용 후 최소 3시간 동안 세안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상들이 연구 시작, 1주, 2주, 5주 및 6주 시점에서 자기-평가 질문지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표 9b는 각 시점에서의 조건

및 조건에 대한 대상들의 인지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등급 점수는 1 내지 10이고 1은 최악, 10은 최고를 가리킨다. 모든

결과는 0주로 표준화되었고, 따라서 하기의 각 수는 기준선으로부터의 변화를 가리킨다. 양수는 향상을 나타낸다.

[표 10a]

 징후  0주  1주  2주  5주  6주

 뾰루지에 관련된 통증/고통  0  0.67  0.78  0.30  0.40

 새롭지만 보이지 않는 뾰루지에 관련된 통증/고

통
 0  0.89  0.78  1.10  1.00

 피부의 기름기  0  0.72  2.50  2.25  2.20

 피부의 번들거림  0  0.06  1.67  1.15  0.45

 모공 크기  0  1.11  2.39  1.95  2.85

 이전 뾰루지에 의한 자국/흉터의 가시성  0  0.89  1.61  1.75  2.05

 피부의 부드러움  0  0.89  2.11  1.95  2.25

 피부의 건조함  0  0.67  0.94  1.20  1.25

 피부의 벗겨짐  0  1.28  1.94  1.85  2.00

또한 대상들이 자기-평가 질문지와 동시에 이점 평가 질문지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표 10c는 열거된 시점에서 이점 및 조

건에 대한 대상의 인지를 포함한다. 등급 점수는 1 내지 5이고, 1은 대상이 완전히 동의하지 않음, 5는 대상이 완전히 동의

함을 가리킨다. 4(어느 정도 동의) 또는 5(완전히 동의)로서의 이점 진술을 한 대상의 비율 백분율을 하기 표 10c에 나타내

었다.

[표 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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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  1주  2주  5주  6주

 새로운 뾰루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느꼈지만 절대 나타나지

않았다
 70  66.7  72.7  80

 뾰루지는 덜 고통스럽고/아프고/자극적이다  88.9  71.4  66.7  77.8

 모공이 눈에 덜 띄어보인다  55.6  54.5  78.6  75

 피부가 덜 기름지게 느껴진다  66.7  75  100  83.3

 피부가 덜 번들거리게 느껴진다  54.5  63.6  100  69.2

 피부가 더 부드럽게 느껴진다  69.2  57.1  92.9  71.4

 검은 자국이 덜 눈에 띄게 보인다  33.3  66.7  57.1  69.2

 이 제품은 뾰루지가 눈에 보이기 전에 멈추게 한다  76.9  71.4  93.3  76.5

포괄적인 여드름 변수의 전문가 등급은 또한 시작, 2주, 5주 및 6주 시점에서 완성시켰다. 전문가 등급은 연구 기간 동안

빛 조건이 일관된 하나의 방에서 실시되었다. 연구는 이중맹검이었고,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사람과 대상 모두 대상자가

적용받은 치료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심한 정도는 0 내지 4로 등급이 매겨지고, 0은 여드름이 없음, 4는 가장 심각함을

가리킨다. 시간이 지남에 따른 고통의 감소는 향상을 가리킨다. 결과를 표 10d에서 나타낸다.

[표 10d]

  0주  2주  5주  6주

 중증도  2.23  1.94  1.73  1.70

본 발명이 이의 상세한 설명과 관련하여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상기 설명은 예시를 의도하고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지

는 않으며, 본 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된다. 다른 양태, 이점 및 변형은 청구항에 속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항여드름제, 항미생물제 및 락테이트를 함유하는 조성물을 치료가 필요한 피부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여드름과

같은 소포 질환이 치료되고 피부의 모공이나 피지가 감소되며 피부 톤이 고르게 되거나 피부가 부드럽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항여드름제, 항미생물제 및 락테이트를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항여드름제가 살리실산, 벤조일 퍼옥사이드, 황, 레틴산, 아젤라산, 클린다마이신, 아다팔렌, 에리트로마

이신, 나트륨 설프아세트아미드 및 이의 조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항미생물제가 벤즈알코늄 클로라이드, 벤제토늄 클로라이드,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 3-요

오도-2-프로피닐-N-부틸카바메이트, 헥세티딘(5-아미노-1,3-비스-(2-에틸헥실)-5-메틸-헥사하이드로피리미딘), 쿼

터늄 15 트리클로산, 클로르헥시딘 디글루코네이트 및 이의 조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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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락테이트가 C12 내지 C16 알킬 락테이트 및 이의 조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

로부터 선택되는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추가로 인지질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인지질이 나트륨 코코 PG-디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 코크아미도프로필 PG-디모늄 클로라이드 포

스페이트 또는 미리스트아미도프로필 PG-디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인 조성물.

청구항 7.

항여드름제, 항미생물제 및 락테이트를 함유하는 조성물을 치료가 필요한 피부 영역에 적용함을 포함하는, 소포 질환의 치

료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소포 질환이 여드름, 장미여드름 또는 지루인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여드름 치료 방법이 발생전 뾰루지를 치료함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여드름 치료 방법이 블랙헤드를 치료함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여드름의 출현이 약 8시간 내에 감소하는 방법.

청구항 12.

항여드름제, 항미생물제 및 락테이트를 함유하는 조성물을 치료가 필요한 피부 영역에 적용함을 포함하는, 피부의 모공 또

는 피지의 출현을 감소시키는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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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여드름제, 항미생물제 및 락테이트를 함유하는 조성물을 치료가 필요한 피부 영역에 적용함을 포함하는, 피부 톤을 고르

게 하거나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피부가 주근깨, 염증후 과다색소침착(PIH) 또는 흉터를 가진 방법.

청구항 15.

제7항 내지 제1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미생물제가 벤즈알코늄 클로라이드, 벤제토늄 클로라이드,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 3-요오도-2-프로피닐-N-부틸카바메이트, 헥세티딘(5-아미노-1,3-비스-(2-에틸헥실)-5-메틸-헥사하이

드로피리미딘), 쿼터늄 15 트리클로산, 클로르헥시딘 디글루코네이트 및 이의 조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16.

제7항 내지 제1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락테이트가 C12 내지 C16 알킬 락테이트 및 이의 조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

로부터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17.

제7항 내지 제16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조성물이 추가로 인지질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인지질이 나트륨 코코 PG-디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 코크아미도프로필 PG-디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 또는 미리스트아미도프로필 PG-디모늄 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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