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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오르니틴 데카복실라제 억제제의 모낭 전달용 국소 조성물

(57) 요약

본 발명은 일반식 CH3(CH2)xCH2(OCH2CH2)nOH (x는 8 내지 20임)로 표현되는 알킬 알콜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테르

(이 중에서, 세테아레스-20, 스테아레스-20 및 스테아레스-100이 바람직함), 폴록사머 185, 폴록사머 407, N,N-디메틸

도데실아민 N-옥사이드 및/또는 그의 혼합물을 사용하여 특정 수용성 오르니틴 데카복실라제 억제제의 낭포내 운반 및 낭

포내 잔류 시간을 증가시킨다. 억제제 중에서 2-(디플루오로메틸)-2,5-디아미노 펜탄산 및 이의 제약학적으로 수용가능

한 염, 수화물, 광학적 이성체 및 라세미 혼합물이 바람직하다.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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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오르니틴 데카복실라제 억제제를, 모낭을 포함하고 있는 포유류의 피부 영역에 전달하기 위한 국소 조성물로서,

a) 2-(디플루오로메틸)-2,5-디아미노펜탄산, 알파-에티닐 오르니틴, 6-헵틴-2,5-디아민, 2-메틸-6-헵틴-2,5-디아민

및 이의 제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염, 수화물 및 광학적 이성체 및 라세미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

상의 오르니틴 데카복실라제 억제제;

b) 폴록사머 185, 폴록사머 407, N,N-디메틸 도데실아민 N-옥사이드, 스테아레스-20, 스테아레스-100 및 그의 혼합물

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모낭 전달 향상제; 및

c) 담체를 포함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억제제가 2-(디플루오로메틸)-2,5-디아미노펜탄산, 이의 제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염, 수화물, (R) 및 (S) 이성체

및 라세미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억제제가 2-(디플루오로메틸)-2,5-디아미노펜탄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억제제가 2-(디플루오로메틸)-2,5-디아미노펜탄산의 R 이성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이 유중수적형 에멀젼, 수중유적형 에멀젼, 용액, 젤, 크림, 스틱, 연고, 페이스트, 샴푸, 폼(foam), 패치 또는 무

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이 수중유적형 에멀젼계 로션 또는 크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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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담체가 물이며, 상기 조성물이 용액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스테아레스-2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스테아레스-1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폴록사머 18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폴록사머 407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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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N,N-디메틸 도데실아민-N-옥사이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스테아레스-20 및 스테아레스-100의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포유류의 모발 성장 속도를 감소시키고, 모발 성장 특징을 변경시키기에 효과적인 양의 S-아데노실 메티오닌 데카복실라

제의 억제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S-아데노실 메티오닌 데카복실라제의 억제제가 메틸글리옥살 비스 (구아닐하이드라존), 디에틸글리옥살 비스 (구아

닐하이드라존) 및 5'-데옥시-5'-{N-메틸-N-}아미노데노신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

소 조성물.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상기 조성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1.0 중량% 내지 25 중량%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

소 조성물.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상기 조성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2.5 중량% 내지 20 중량%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

소 조성물.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상기 조성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4 중량% 내지 15 중량%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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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상기 조성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5 중량% 내지 10 중량%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상기 조성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3 중량% 이상으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2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상기 조성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4 중량% 이상으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27.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에서 스테아레스-20 및 스테아레스-100가 1:1의 비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28.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에 조성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5 중량%의 스테아레스-20 및 5 중량%의 스테아레스-100가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2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폴록사머 185가 상기 조성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10 중량%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3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폴록사머 407이 상기 조성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10 중량%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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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17항에 있어서,

N,N-디메틸 도데실아민 N-옥사이드가 상기 조성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0.5 중량%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

소 조성물.

청구항 32.

오르니틴 데카복실라제 억제제를, 모낭을 포함하고 있는 포유류의 피부 영역에 전달하기 위한 국소 조성물로서,

a) 2-(디플루오로메틸)-2,5-디아미노펜탄산, 알파-에티닐 오르니틴, 6-헵틴-2,5-디아민, 2-메틸-6-헵틴-2,5-디아민

및 이의 제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염, 수화물 및 광학적 이성체 및 라세미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

상의 오르니틴 데카복실라제 억제제;

b)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3 중량% 이상으로 조성물 중에 포함되는, 일반식 CH3(CH2)xCH2(OCH2CH2)nOH (x는 8

내지 20이되, 14 또는 16이 아니며, n은 2 내지 100임)로 표현되는 1종 이상의 알킬 알콜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테르, 폴

록사머 185, 폴록사머 407, N,N-디메틸 도데실아민 N-옥사이드, 스테아레스-20, 스테아레스-100 및 그의 혼합물로 이

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모낭 전달 향상제; 및

c) 담체를 포함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일반식 CH3(CH2)xCH2(OCH2CH2)nOH (x는 8 내지 20이되, 14 또는 16이 아니며, n은 2 내지

100임)로 표현되는 1종 이상의 알킬 알콜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테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오르니틴 데카복실라제 억제제가 2-(디플루오로메틸)-2,5-디아미노펜탄산, 이의 제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염, 수

화물, 및 (R) 및 (S) 이성체 및 라세미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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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스테아레스-2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39.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스테아레스-1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폴록사머 18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42.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폴록사머 407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4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N,N-디메틸 도데실아민-N-옥사이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4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스테아레스-20과 스테아레스-100의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45.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포유류의 모발 성장 속도를 감소시키고 모발 성장 특징을 변경시키기에 효과적인 양의 S-아데노실 메티오

닌 데카복실라제의 억제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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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S-아데노실 메티오닌 데카복실라제의 억제제가 메틸글리옥살 비스 (구아닐하이드라존), 디에틸글리옥살 비스 (구아

닐하이드라존) 및 5'-데옥시-5'-{N-메틸-N-}아미노데노신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

소 조성물.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상기 조성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4 중량% 내지 15 중량%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50.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상기 조성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5 중량% 내지 10 중량%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51.
삭제

청구항 52.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모낭 전달 향상제가 상기 조성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4 중량% 이상으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53.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에 상기 스테아레스-20 및 스테아레스-100가 1:1의 비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54.

제4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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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혼합물에 조성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5 중량%의 스테아레스-20 및 5 중량%의 스테아레스-100이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55.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폴록사머-185가 상기 조성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10 중량%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56.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폴록사머-407가 상기 조성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10 중량%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57.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N,N-디메틸 도데실아민-N-옥사이드가 상기 조성물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0.5 중량%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58.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n은 4 내지 1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59.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억제제가 2-(디플루오로메틸)-2,5-디아미노펜탄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60.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억제제가 2-(디플루오로메틸)-2,5-디아미노펜탄산의 R 이성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61.

제3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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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성물이 유중수적형 에멀젼, 수중유적형 에멀젼, 용액, 젤, 크림, 스틱, 연고, 페이스트, 샴푸, 폼(foam), 패치 또는 무

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62.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이 수중유적형 에멀젼계 로션 또는 크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청구항 6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담체가 물이고, 상기 조성물이 용액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소 조성물.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모발의 성장 속도를 조절, 바람직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포유류 피부, 바람직하게 인간의 피부의 모낭에서 오르

니틴 데카복실라제 억제제(이하, "ODC 억제제"라 칭함)의 운반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하게 체류 시간을 늘리는 국소 제제

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한 ODC 억제제는 2-(디플루오로메틸)-2,5-디아미노펜탄산으로, 알파-(디플루오로메틸)오르니틴

(이하, "DFMO"로 칭함)과 동일한 것이다. DFMO 하이드로클로라이드가 가장 바람직하고, 이하, USAN 명칭인 "에플로니

틴(Eflornithine)"으로 칭한다. 에플로니틴은 피부 또는 모낭을 쉽게 투과하지 않는 고도로 하전된 화합물(highly charged

compound)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ODC 억제제, 바람직하게 DFMO, 이의 제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염 및 수화물, 광학

이성체(R,S) 및 라세미 혼합물(RS), 더욱 바람직하게 에플로니틴 및 본 발명에서 기재된 카데바(cadever)의 피부 모델의

실험실 내 실험으로 판단하는 경우, 모낭으로 ODC 억제제의 운반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특정 제약학적 가용화제를

포함한다.

배경기술

ODC 억제제, 특히, DFMO 및 그의 제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염 및 수화물은 포유류, 특히 인간에서 모발의 성장을 조절하

기 위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알려져 있다(미국 특허 제4,720,489호 및 P.D.R., 55판, 2001, 1031-1033 페이지).

PCT WO98/25603호에서는 DFMO를 포함하는 이성체의 제약학적 제제를 기재하고 있다. 실시예 7 및 8은 각각 로션 및

국소 용액을 함유하는 [-]-DFMO의 제제를 교시하고 있다. 출원인은 이 로션 제제가 피부 흑색종의 치료 또는 예방에 유

용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용액은 증식성 피부 질환의 국소 치료 또는 예방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 약물을 모낭으로 운반할 필요는 없다. 보다 중요하게, DFMO를 피부로 운반, 더구나 모낭으로 운반

시켜야 할 하등의 이해도 없었다. 비록 실시예 7에서 폴록사머 235(Poloxamer 235)를 사용하였지만, 공-에멀젼화제로

알려져 있는 공지의 용도 이외에는 어떠한 이점도 기재하지 않았다.

미국 특허 제5,851,537호는 피부암의 예방을 위해 알파-DFMO 모노클로라이드 일수화물의 국소 적용을 기재하고 있다.

친수성 크림 베이스에 담지된 약물은 액틴의 케라토즈(actinic keratoses)에 적용된다. 친수성 크림은 0.025%의 메틸 파

라벤, 0.015%의 프로필 파라벤, 1%의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12%의 프로필렌 글리콜, 25%의 스테아릴 알콜, 25%의 페

트롤라튬 및 37%의 물을 함유한다. 낭포의 운반 향상 성분 또는 이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이점을 조금이라도 개시한 바는

없었다. 실재로, 특허권자는 이들의 발명의 조성물이 흡수 촉진제를 함유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특허 제4,720,489호는 인간 모발의 성장 속도를 감소시키고 특징을 변경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ODC

억제제를 함유하는 조성물을 피부에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러나 특허권자는 ODC 억제제를 모낭에 표적하는 것에

대한 이점,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낭포 운반 향상제를 사용할 필요성에 대해 개시하거나 인식하지 조차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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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제5,648,394호는 포유류 모발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국소 조성물을 개시하고 있다. 이 조성물은 약 99 내지

80 중량부의 수중유적형 에멀젼계 비히클에 분산되어 있는 약 1 내지 20 중량부의 수용성 모발 성장 억제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비히클은 중량부로 물 78 내지 87;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2.8 내지 4.8; PEG-100 스테아레이트 2.7 내지 4.7;

세테아릴 알콜 1.9 내지 3.3; 세테아레스-20 1.6 내지 2.7; 미네랄 오일 1.7 내지 2.7; 스테아릴 알콜 1.0 내지 2.0; 및 디

메티콘 0.3 내지 1.0로 이루어진다. 특허권자는 이 발명의 조성물이 효능 면에서 투과 향상제를 포함하는 물-에탄올 조성

물에 비해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이 발명의 조성물이 활성 화합물의 피부 침투를 향상시키거나 또는 치료 자리에서 활성

화합물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권자는 조성 성분 또는 이 성분의 조합물

이 피부 침투의 향상 또는 체류 시간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교시 또는 제안조차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당업자는 이러한

효과가 특정 조성 성분 또는 성분의 조합이라기 보다는 전체 조성물에 기인한 것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특허권자는 실시예 Ⅰ 및 Ⅱ의 비히클을 제조하였다(미국 특허 제5,648, 394호의 컬럼 2 참조). 이후, 2가지 비히클을 이

용하여 2.5, 5, 10, 및 15%의 DFMO를 함유한 테스트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물-에탄올 중의 10% DFMO를 함유한 조성물

도 제조된 바 있다. 이후 햄스터 옆구리 모델을 이용하여 조성물의 모발 성장 억제 효과에 대해 실험하였다(미국 특허 제

5,648,394호 컬럼 3의 실시예 참조). 이 테스트 결과(미국 특허 제5,648,394호의 컬럼 3의 표 이하)에서 각 경우, 실시예

Ⅱ의 비히클을 이용하여 제조된 DFMO 조성물은 실시예 I의 비히클을 이용하여 제조된 해당 DFMO 조성물 보다 높은 %의

억제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당업자가 비히클을 이루는 10가지 성분 중에서 예를 들면 세테아레스-20을 선택하였다고

해도, 본 발명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실시예 Ⅱ의 비히클은 실시예 Ⅰ의 비히클보다 세테아레스-20이 덜함유되어 있지만,

특허권자는 실험 결과에서 실시예 Ⅱ의 비히클을 사용하여 얻어지는 억제%가 더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억제율

을 높이고자 하는 당업자는 세테아레스-20으로 유도된다면, 이 발명의 교시에 의해 이 조성물에 함유된 세테아레스-20의

함량을 감소하는 쪽으로 유도될 것이다. 당업자는 이점에서 세테아레스-20의 함량 또는 비히클의 다른 성분의 함량을 늘

리지는 않을 것이다.

종래 기술,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5,648,394호에서는 ODC 억제제의 에탄올 용액으로 치료한 성숙한 수컷 햄스터에서 옆

구리의 털 질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모발 성장의 억제에 대한 ODC 억제제의 효능을 설명하였다. 표준 햄스터 옆구리 기관

의 질량에 대한 연구는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4,720,489호, 제5,095,007호, 제5,096,911호 및 제5,132,293호에 기재되

어 있다.

종래의 국소 DFMO 조성물은 일반적으로 인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효능을 나타낸다. 종래의 국소 DFMO 조성물을 사용

하여 인간 낭포에서 DFMO가 도달할 수 있는 예상 수준은 표적 효소인 오르니틴 데카복실라제("ODC")를 효과적으로 억제

하고 유지하는 데에 불충분한 것이다.

복잡한 문제는 모발 질량 분석으로 상이한 DFMO 제제의 효능을 구별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부분적으

로 햄스터 털에 대한 로션 계통의 제제의 물리적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본 발명자는 모낭의 위축이 DFMO 효율의 대리 목표점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후에 실시할 임상 연구에서는 모낭 위축이 실재로 DFMO 효능을 위한 마커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모낭에서 ODC의 반감기는 약 30분이다. ODC 효소가 모낭 내에 존재하는 경우, ODC 효소를 블러킹하기 위해, ODC 억제

제는 충분한 양으로 장기간 낭포 내에 존재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고농도의 ODC 억제제, 바람직하게 DFMO, 및 이의 제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염, 수화물, 광학

적 이성체, 라세미 혼합물, 보다 바람직하게 에플로니틴을 모낭에 표적하도록 그리고, 이상적으로 장기간동안 유지시키도

록 하는 부형제를 동정해 내고자 하는 것이다.

로션 계통의 제제에서 DFMO의 효율의 차이 및 모발 성장과 별도로 DFMO의 작용의 시작을 결정하기 위해, 본 발명자는

인체 모낭 망울의 분석 방법을 개발해야만 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ODC 억제제, 특히 DFMO 및 이의 제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염, 수화물, 광학적 이성체 및 라세미

혼합물을 모발피지샘 단위 표적 자리(모낭, 모발 줄기 및 피지샘으로 이루어짐)로의 운반을 향상시키고, 장기간에 결쳐 이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제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르니틴 데카복실라제는 50분 내지 1시간의 반감기를 가지기 때

문에, ODC 억제제가 가능한 장기간 동안 모낭에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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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피부학의(determatological) 종래 기술에서 알려져 있는 다수의 침투 향상제 중에서 오직 소수만이 DFMO 및

그의 제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염 및 수화물, 광학 이성체 및 라세미 혼합물, 특히 에클로니틴과 같은 ODC 억제제의 모낭

내 침투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외로 발견하여 창안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발명자들은 오르니틴 카복실라제 억제제의 모낭내 흡수에 제공된 향상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

험실 내 실험에서 카데바의 두피/턱 피부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하, 본 발명은 실시예 및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실시예

실시예 1

약물의 모낭 전달을 측정하는 방법

사후 24시간 이내의 카데바로부터 털을 가지고 있는 두피 또는 턱의 피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피부를 -70℃에서 저장하

고, 냉동된 피부를 30℃로 유지시킨 통상적인 식염수에서 해동시켰다. 해동 후, 피부에서 과도한 피하 지방을 정리하고, 피

부 표면의 털의 길이가 1 내지 2㎜가 되도록 전기 클리퍼로 털을 정리하였다. 이후, 적당한 크기의 시편으로 피부를 자르

고, 리셉터 상으로 37℃로 유지시킨 Sorensen 버퍼(pH 7.4)를 함유한 Franz 확산 용기(0.63 ㎠)에 이들을 장착하였다. 유

리봉을 이용하여, 30㎕의 방사선 표지된 제제(99%의 최소 방사화학적 순도에서 방사선 표지된 에플로니틴을 1-3μCi)를

피부 표면에 온화하게 적용하였다. 제제의 적용 후, 3 내지 24시간 동안 실험실 내에서 확산 연구를 실시하고, Vaniqa®를

양의 대조군으로 모든 연구에 포함시켰다. 모낭에 운반되는 약품의 함량은 발모법(hair plucking technique) 또는 미세 수

술법(microsugical technique) 중 하나에 의해 측정되었다. 2가지 기술은 이하에 기재되어 있다.

발모법

확산 연구의 끝에, 도너 챔버에서 정제수 0.6㎖로 5회 피부를 세척하였다. 각 세척 후, 1회용 피펫을 이용하여 용액 린스를

제거하도록 깨끗한 Q-팁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닦아내였다. 세척과 건조후, 확산 챔버를 해체하였다. 이후, 깨끗한 Q-팁으

로 피부표면상의 과다한 제제 및 물을 닦아내었다. 피부 샘플을 꺼내어 Parafilm®의 시편으로 줄을 세운 판 상에 표피의

면이 위에 놓이도록 하였다. 피부의 표면에 남은 제제와 물을 제거하기 위해 피부를 테이프로 6회 떼었다. 피부를 테이프

로 떼낸 후, 한 쌍의 1회용 족집게를 이용하여 제제 처리에 노출된 피부로부터 발모하였다. 발모법은 다음과 같다:

· 피부에 대해 8㎜ 생검 펀치를 이용하여 처리된 피부 표면을 온화하게 가압하여 표시를 남긴다.

· 한 쌍의 깨끗한 1회용 족집게를 이용하여 표시된 피부 표면으로부터 털을 뽑아서 제거한다.

· 한조각의 테이프로 발모된 모낭을 수집한다. 처리된 영역 당 20개의 모낭을 수집한다.

· 털을 가용화시키기 위해 Solvable®에 모낭을 담궈, 방사선 화학 분석에 의해 약물 함량을 분석한다.

미세수술 기법

확산 연구 끝에, 도너 챔버에서 물 0.6㎖로 5회 피부를 조심스럽게 세척하였다. 각 세척 후, 깨끗한 Q-팁으로 피부를 부드

럽게 닦아내고 1회용 플라스틱 피펫을 이용하여 린스를 제거하였다. 세척과 건조 이후, 챔버를 분해하고, 깨끗한 Q-팁으

로 피부 표면 위의 과다한 제제를 매우 부드럽게 닦아내었다. 피부 샘플을 꺼내어 Parafilm®의 시편으로 줄을 세운 판 위

에 (표피가 위에 있도록) 놓았다(피부를 다루는 데 한 쌍의 깨끗한 1회용 플라스틱 족집게를 사용함). 처리된 자리를 중심

으로 하여 8㎜ 피부 펀치를 이용하여 진피에서 표피로 속을 빼내었다. 8㎜의 코어를 얻은 후, 모발의 망울의 위치를 확인하

기 위해, 피하 조직을 입체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아나젠(anagen) 상에서, 모낭 망울을 말단부를 만드는 방식으로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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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 깊게 연장하였다. 각 처리된 피부 표면에서 얻은 20개의 망울을 한 쌍의 미세 가위로 절단하였다. 한 장의 여과지

상에 망울을 수집하고 Solvable® 1㎖에 용해시켰다. 방사화학 분석을 용해된 모발 망울에 대해 실시하여, 표적 영역에 운

반된 약물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실시예 1의 방법으로, 에플로니틴 HCl이 낭포 향상비를 다음 조성물에 대해 측정하였다.

달리 언급되지 않은 한, 모든 %는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한 중량%이다.

본 명세서에서 "낭포 향상비(follicular Enhancement Ratio)"라는 것은 Vaniqa® 크림으로부터 모낭으로 운반된 에플로니

틴 함량의 기하 평균에 대한 실험 제제에서 모낭으로 운반된 에플로니틴 함량의 기하 평균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시예 2

로션 A

성분 %

스테아레스-20 5

스테아레스-100 5

미네랄오일 1.9

스테아릴 알콜 3

디메티콘-200 1

세틸 알콜 1

에플로니틴 일수화물* 15

물 68.1

* 13.9% 에플로니틴과 동량

상기 로션 조성물을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에플로니틴 일수화물 및 물로 이루어진 수상을 65 내지 70℃의 온도로 가열

하였다. 남은 성분으로 이루어진 오일상을 65 내지 70℃로 가열하였다. 오일상 및 수상을 교반하에 혼합하고 30 내지

35℃의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혼합을 계속하였다.

실시예 3

성분 %

스테아레스-20 5

스테아레스-100 5

미네랄오일 1.9

스테아릴 알콜 3

디메티콘-200 0.5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 PEG-100 스테아레이트 2.5

세테아릴 알콜 & 세테아레스-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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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플로니틴 일수화물* 15

물 64.6

* 13.9% 에플로니틴과 동량

상기 로션 조성물은 실시예 2의 방법에 따라 제조되었다.

실시예 4

폴록사머 185 로션

성분 %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및 PEG-100 스테아레이트 2.5

미네랄오일 2

스테아릴 알콜 2

디메티콘-200 0.5

스테아레스-2 0.75

세틸 알콜 1

폴록사머 185 10

에플로니틴 일수화물* 15

물 66.25

* 13.9% 에플로니틴과 동량

상기 조성물을 폴록사머 185를 수상에 혼입시켜 실시예 2의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실시예 2 내지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조성물은 로션의 형태 일 수 있고, 특히 수중유적형 에멀젼의 형태일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실시예 5 내지 8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조성물은 수용액이 바람직할 형태일 수 있다.

실시예 5

성분 %

에플로니틴 일수화물* 15

폴록사머 185 10

물 75

* 13.9%의 에플로니틴과 동량

상기 조성물은 온화하게 가열하고, 필요에 따라 교반하여 성분을 단순히 혼합하는 것으로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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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6

성분 %

에플로니틴 일수화물* 15

폴록사머 407 10

물 75

* 13.9%의 에플로니틴과 동량

상기 조성물은 실시예 5에서 요약된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실시예 7

성분 %

에플로니틴 일수화물* 15

스테아레스-20 5

스테아레스-100 5

물 75

* 13.9%의 에플로니틴과 동량

상기 조성물은 실시예 5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제조되었다.

실시예 8

성분 %

에플로니틴 일수화물* 15

N,N-디메틸도데실아민 N-옥사이드("LDAO") 0.5

물 84.5

* 13.9%의 에플로니틴과 동량

상기 조성물은 실시예 5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제조되었다.

실시예 2 내지 8의 조성물을 실시예 1에서 기재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다. 낭포 향상비를 측정하여 도 1 내지 3에서 그래

프로 설명하였다.

도 1은 각각 실험실 내 피부 확산 연구 3 및 24시간 후 Vaniqa®에 비해 스테아레스-20/스테아레스-100 로션 A(실시예

2)에서 에플로니틴이 카데바의 턱 피부 모낭으로 운반이 약 1.3 내지 2배라는 것은 보여준다. 이것은 스테아레스-20 및

스테아레스-100의 조합물이 모낭 표적 자리로 에플로니틴의 운반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모낭에 에플로니틴

의 농도를 유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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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실험실 내 피부 확산 실험 3시간 후 Vaniqa®에 비해 폴록사머 185 로션(실시예 4), 스테아레스-20/스테아레스-

100 로션 A(실시예 2), 및 스테아레스-20/스테아레스-100 로션 B(실시예 3)에서 에플로니틴이 카데바의 두피 피부의 모

낭으로 운반이 약 1.3 내지 1.5배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본 발명의 향상제(실시예 2-4에 사용됨)에 의해 에플

로니틴이 모낭의 표적 자리로 운반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 3은 폴록사머 407(실시예 6), 스테아레스-20/스테아레스-100(실시예 7), 폴록사머 185(실시예 5), 및 N,N-디메틸도

데실아민 N-옥사이드("LDAO")(실시예 8)의 향상제 중 하나를 함유하는 에플로니틴 용액을 사용하여, 에플로니틴이 카데

바의 두피 피부의 모낭으로 운반이 Vaniqa® 크림에 비해 2 내지 3배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놀랍게도, 당업자들에게 활용가능한 수많은 침투향상제 중에서, 본 발명의 향상제 만이 ODC 억제제, 특히 에플로니틴의

낭포 운반을 의외로 증가 및/또는 ODC 억제제, 특히 에플로니틴의 모낭내 체류 기간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본 발명자들은 본 발명에 개시된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피부 침투 개선제를 평가하였다. 테스트된 피부 침투 향상제는

에플로니틴의 낭포내 운반을 향상시키지는 못하였다. 이들은 또한 모낭내에 에플로니틴의 잔류 시간을 증가시키지도 못하

였다. 사실, 이들은 역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즉, 이들은 에플로니틴의 낭포 운반과 낭포 잔류 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

다. 테스트된 피부 침투 향상제는 다음과 같다.

2%의 데실 메틸 설페이트;

10%의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 15%의 프로필렌 글리콜;

20%의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Transcutol®);

5%의 폴리옥시에틸렌-4-소르비탄 모노스테아레이트(Tween®61);

0.5%의 디옥틸 소듐 설포숙시네이트;

20%의 글리세린 + 0.5%의 LDAO; 및

0.38%의 폴리소르베이트 20 (Tween®20) + 0.12%의 폴리소르베이트 61(Tween®61).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기술 분야에 알려진 많은 침투 촉진제는 피부에 대한 에플로니틴의 침투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된 다수의 침투

촉진제 중에서, 본 발명자들은 의외로 본 발명의 향상제 만이 에플로니틴이 모낭에 표적하고 및/또는 모낭에서 잔류 시간

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부 침투 향상제는 종종 약물의 향상된 침투성과 약물이 흡수되어 전신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본 발명은 ODC 억제제, 특히 에플로니틴을 모낭에 표적하여 전신 독성의 가능성을 최소화시

킬 수 있다. 모든 피부 침투 향상제가 에플로니틴과 같은 ODC 억제제의 운반을 증가 및/또는 모낭에서 이것의 잔류 시간을

증가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피부 침투 향상 및 낭포 운반 향상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다. 분명히, 당업자는 본 발

명의 향상제가 에플로니틴과 같은 ODC 억제제의 낭포 운반을 향상 및/또는 모낭에서 잔류 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예

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 발명의 범주 및 사상에서 이탈됨 없이 상기 대상에서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기 설명에 포괄되고, 첨부된 도

면에 도시되거나, 첨부한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된 모든 대상은 묘사적이고 도해적인 것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수많은 수정과 변경은 상기 기술의 점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 이외에도, 첨부

한 특허청구범위의 범주 내에서,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발모법(hair plucking technique)을 채용하여 3 내지 24시간에서 카데바의 턱 피부(5 도너, n=2)에서, 시판하고 있

는 Vaniqa® 크림 제제(13.9%의 에플로니틴 함유)에 대한 스테아레스-20/스테아레스 100 로션 A의 에플로니틴의 낭포

향상 비율(follicular enhancement ratio)을 나타내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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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발모법을 채용하여 3시간에서 카데바의 두피 피부(1 도너, n=4)에서, 시판하는 Vaniqa® 크림 제제(13.9% 에플로

니틴 함유)에 대한 스테아레스-20/스테아레스-100 로션 A, 스테아레스-20/스테아레스-100 로션 B, 및 폴록사머 185 로

션의 에플로니틴의 낭포 향상 비율을 비교하는 그래프.

도 3은 발모법을 채용하여 3시간에서 카데바의 두피 피부(1 도너, n=4)에서, 시판하는 Vaniqa® 크림 제제(13.9% 에플로

니틴 함유)에 대한 폴록사머 407, 스테아레스-20/스테아레스-100, 폴록사머 185 및 라우릴 디메틸아민 옥사이드(이하,

"LDAO"라 칭함)의 에플로니틴의 낭포 향상 비율을 비교하는 그래프.

가장 간단한 형태로, 본 발명의 국소 조성물은 수용성, 바람직하게 고도의 수용성 ODC 억제제, 낭포 운반을 향상 및/또는

모낭에서 ODC 억제제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함량의 향상제 및 상기 향상제와 ODC 억제제의 제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수

성 비히클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함유될 수 있는 수용성 ODC 억제제는 미국 특허 제4,201,788호, 제4,413,141호, 제4,421,768호 및

제4,720,489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ODC 억제제를 선택하는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2차 약리학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

진 것을 제외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면, 5-헥신-1,4-디아민은 뇌의 4-아미노부티르산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람직한, 수용성 ODC 억제제는 2-(디플루오로메틸)-2, 5-디아미노펜탄산 , 알파-에티닐 오르니틴, 6-헵틴-2,5-디아

민, 2-메틸-6-헵틴-2,5-디아민 및 그의 제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염, 수화물 및 광학적 이성체 및 라세미 혼합물(R, S 및

RS)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이다. 2-(디플루오로메틸)-2,5-디아미노펜탄산, 및 이의 제약학적으로 수용가

능한 염, 수화물, 이의 (R) 및 (S) 이성체 및 라세미 혼합물(RS)이 더욱 바람직하다. 에플로니틴이 가장 바람직하다.

ODC 억제제, 제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염, 수화물 또는 광학적 이성체 또는 라세미체가 모낭에서 모발 성장 억제 효과를

일으키기에 효과적인 함량으로 조성물 내에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낭포 운반 향상제는 이러한 운반을 증가

시키고 및/또는 모낭에서 ODC 억제제의 잔류시간을 증가시켜, ODC 억제제의 효능을 증가시키도록 한다.

대안적으로, ODC 억제제, 그의 제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염, 수화물, 또는 광학적 이성체 또는 라세미체는 낭포 운반 향상

제가 없는 경우, 모낭에서 모발 성장 억제 효과(부가적-치료적 수준)를 내는 데 불충분할 함량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ODC

억제제의 낭포 운반을 향상시키고 및/또는 ODC 억제제의 모낭 내 체류시간을 증가시키는 함량으로 존재하는 경우, ODC

억제제는 치료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낭포 운반 향상제는 ODC 억제제가 모낭으로 낭포 운반을 향상 및/또는 모낭내에서 체류시간을 증가시키기에 충분한 함량

으로 조성물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함량은 당업자가 이하에서 기재할 카제바 피부 모델을 사용하여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약 1.0% 내지 25%; 바람직하게 약 2.5% 내지 약 20%; 더욱 바람직하게 약 4% 내지 약 15%; 가장 바람직

하게 약 5% 내지 약 10%의 함량으로 존재한다. 더욱, 향상제가 세테아레스-20인 경우, 3% 이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

직하고,4% 이상이 더욱 바람직하다. 달리 기재하지 않는 한, 모든 %는 조성물의 총중량에 대한 중량%이다.

시스템 작용을 통해 다른 신체 작용을 변경시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ODC 억제제의 적용 수준이 피부의 평방센티미터

당 활성 물질이 약 1 내지 약 2000마이크로그램의 범위가 되도록 조성물에서 ODC 억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피부의 평방센티미터당 약 50 내지 약 500 마이크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낭포 운반 향상제는 다음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a. 일반식 CH3(CH2)xCH2(OCH2CH2) nOH (식에서, x는 8 내지 20, 바람직하게 10 내지 16, 보다 바람직하게 10, 14 또는

16이고, n은 2 내지 100, 바람직하게 2 내지 150, 보다 바람직하게 4 내지 100임)으로 표현되는 알킬 알콜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테르;

상기 식으로 표현되는 알킬 알콜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테르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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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아레스-20, 일반식 CH3(CH2)16CH2(OCH2CH 2)nOH (식에서, n=20)으로 표현되는 스테아릴 알콜의 폴리에틸렌 글

리콜 에테르로, 시제품으로 Brij® 78, Alkasurf SA®-20, Brox® S-20, Hodag® Nonionic S-20, Lanycol®-78,

Lipocol® S-20, Procol® SA-20, Simulsol® 78, Unicol® SA-20, 및 Volpo® S-20;

스테아레스-100, 일반식 CH3(CH2)16CH2(OCH2CH 2)nOH(상기 식에서, n=100)으로 표현되는 스테아릴 알콜의 폴리에

틸렌 글리콜로, 시제품으로 Brij® 700, Lanycol®-700, 및 Volpo® S-100; 및

세테아레스-20, 일반식 R(OCH2CH2)nOH(식에서, R은 세틸 및 스테아릴 알콜에서 유래된 알킬기 및 n=20)로 표현되는

세테아릴 알콜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테르로, 시제품인 Brij® 68, Acconon® W 230, Alkasurf® CA-20, Empilan®

KM20, Eumulgin® B-2, Hetoxol® CS-20, Hodag® Nonionc CS-20, Incropol® CS-20, Lipocol® SC-0, Macol®

CSA-20, Procol® CS-20, Siponic® E-10, Unicol® CSA-20, 및 Unimul® B-2;

b. 폴록사머 185, 일반식 HO(C2H40)a(C3H60) b(C2H40)aH(식에서, a=19 및 b=30)로 표현되는 에틸렌 옥사이드 및 프로

필렌 옥사이드의 코폴리머로, 시제품인 Hodag® Nonionic 1065-P, 및 Pluracare/Pluronic® P-65;

c. 폴록사머 407, 일반식 HO(C2H4O)a(C3H6O) b(C2H4O)aH(식에서, a=98 및 b=67)로 표현되는 에틸렌 옥사이드 및 프로

필렌 옥사이드의 코폴리머로, 시제품인 Hodag® Nonionic 1127-F, Macol® 27, Pluracare®/Pluronic® F-127, 및

Synperonic® PE/F127;

d. N, N-디메틸 도데실아민 N-옥사이드("LDAO"); 및

e. 이의 혼합물.

본 발명의 조성물은 또한 포유류의 모발 성장 속도를 감소시키고 특징을 변경하는 유효량의 S-아데노실메티오닌 데카복

실라제의 억제제를 포함할 수 있다. S-아데노실메티오닌 데카복실라제 억제제는 메틸글리옥살 비스(구아닐하이드라존),

디에틸글리옥살 비스 (구아닐하이드라존), 및 5'-데옥시-5'-{N-메틸-N-} 아미노데노신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

된다.

이 조성물에 존재하는 S-아데노실메티오닌 데카복실라제 억제제의 함량은 활성의 S-아데노실메티오닌 데카복실라제의

1 내지 5000 마이크로그램이 피부 1평방센티미터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용액 및 수중유적형 에멀젼은 본 발명의 조성물의 바람직한 형태이다. 그러나, 예를 들면, 젤, 크림, 연고, 스틱, 페이스트,

샴프, 폼(foam), 패치, 무스, 등의 다른 형태도 가능하다.

수중유적형 에멀젼 계통의 국소 로션 및 국소 수용액에 통상 혼입되는 다른 성분은 이러한 조성물을 제형화하는 데 익숙한

당업자에게는 자체로 용이하게 알 수 있을 것이지만, 각 성분의 효과는 고려되어야만 한다. ODC 억제제가 잘 녹는 성분의

첨가는 낭포 운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LDAO를 본 발명의 조성물에 사용하는 경우, 글리세린을 제

외해야만 하고, 사용하는 경우, 낭포의 운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함량으로 제한해야만 한다.

에플로니틴을 다음의 실시예에서 사용하지만, 적합한 ODC 억제제는 예를 들면 알파-에티닐 오르니틴; 6-헵틴-2,5-디아

민 또는 2-메틸-6-헵틴-2,5-디아민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에플로니틴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실험 방법은 실시예 1에서 기재되어 있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시예는 본 발명을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를 예시하는 수단으로 어떠한 의미로도 본 발명을

한정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실시예에서 Vaniqa®라는 것은 13.9%의 에플로니틴 하이드로클로라이드를 함유하는 Westwood-Squibb Colton

Holdings Partnership의 시판 크림 제제라는 것을 추가로 주목해야 한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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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722001

- 19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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