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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유효성분으로서  트라니라스트(tranilast)를  함유하는  외용(外用)제제에  관한 <1>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기제의 개량에 의해 제제중의 유효성분의 피부 흡수성이 양호하고, 적용후의 
피부조직내에서의 유효 약물농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며 피부자극성이 적은 켈로이드(keloid), 비후
성 반흔(hypertrophic scar), 건선(psoriasis), 손·발바닥 농포증(palmoplantar pustulosis), 고정 담마
진(urticaria perstans)을 포함한 결절성 양진(prurigo nodularis), 알레르기성 피부염[예 : 아토피성 피
부염, 접촉성 피부염, 피부 소양증, 벌레의 자상(sting), 급성 스트로필루스 양진(prurigo simplex acuta 
등] 및 진행성 지장(脂掌) 각피증, 만성 단순성 태선(lichen simplex chronicus)을 비롯한 기타의 습진·
피부염군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국소 적용 외용 제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항알레르기약인 트라니라스트는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약으로서 시판되고 있으며, 켈로이드 및 비<2>
후성 반흔에 대하여 우수한 약효를 나타낸다는 것도 보고되어 있다[Kiyoshi Ichikawa et al., Oyo Yakuri 
(Pharmacometrics) 43(5), 401 (1992); Haruo Suzawa et al., Nichi Yakuri-shi (Folio Pharmacol Japan) 
99, 231 (1992)]. 트라니라스트는 캡슐제, 정제, 드라이 시럽제, 세립제 등의 제형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구투여된 약물은 소화관에서 흡수되어 문맥(門脈)을 거쳐 간장으로 들어가서 대사되어 <3>
소위 1차 통과 효과를 나타낸다. 그 후, 약물의 일부는 국소(local site)에 보내지므로 그 생물학적 이용
율은 저하된다. 따라서 유효 혈중 약물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다량의 약물을 투여해야 하므로 
부작용의 발현이 증대한다. 더욱이 켈로이드, 비후성 반흔 및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의 치료를 위해서는 
피부중에서 약물의 유효량을 충분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부국소에 직접 적용되는 외용제, 특
히 외용 첩부제(patch)가 이들 질환치료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었다.

외용 첩부제는 약물의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 : TDS)으로서 <4>
전신성 약물의 새로운 투여 방법 뿐만 아니라 국소적용 제제로서 주목되고 있다. 즉, 제제로부터 피부표
피를 통해 흡수된 약물은 TDS에 있어서는 피하 모세혈관을 거쳐 혈류(血流)중으로 혼입되는 반면, 약물의 
일부는 혈류중으로 혼합되지 않고 피하 조직의 국소에 직접 전달된다. 이러한 국소적용 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약(NSAIDS : non-steroid anti-inflammatory drug systems)을 이용한 외용 첩
부제가 이미 많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더욱이 외용 첩부제에 의한 경피투여는 약물의 작용을 지속적으로 계속시킬 수 있는 약물의 서방<5>
(徐放) 투여방법(controlled release method)으로서도 효과가 있고, 약물의 혈중 농도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의 발현을 억제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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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부는 본래 외부로부터 이물(異物)이 체내로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6>
다. 약물의 피부흡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존(Azone) 등의 각질 용해제를 기제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가
끔 있는데, 각질 용해제는 피부 자극성이 높으므로 발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리고 약물
의 피부 흡수성은 그 분자의 특성에도 의존하므로 약물을 유효하게 경피 흡수시킬 수 있는 제제화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더욱이 트라니라스트는 물에 극히 난용성이며, 유기용매 중에서 메탄올, 에탄올, 에틸 아세테이<7>
트에는 용해하기 어려운 반면, 디메틸 포름아미드, 피리딘, 디옥산 및 아세톤에는 용해하지만 이들 용매
는 외용제용의 기제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지방산 및 그 에스테르, 동식물성 유지, 
테르펜 화합물 및 알코올류에는 어느 정도 이 약물을 용해할 수 있으나 용해성은 충분하지 못하고, 제조
된 제제중에서 약물은 양호하게 분산되지 않는다.

이것은 약물의 경피 흡수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트라니라스트의 용해성이 외용 첩부제로서의 제<8>
제화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

트라니라스트를  함유한  외용제로서는  어떤  종류의  지방산  에스테르  및  알코올류를 흡수조제<9>
(absorption aid)로서 함유시켜 피부 흡수성을 개선한 트라니라스트 함유 외용 첩부제가 개발되어 있다
(일본국 특허공개 평4-99719). 그러나 이 외용 첩부제는 지방산 에스테르 또는 알코올류 등의 흡수 조제
의 배합량을 다량으로 필요로 하므로 피부 자극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

그리고 흡수조제로서 염기성 수용액을 함유하는 트라니라스트 함유 연고 조성물도 개발되어 있는<10>
데 (일본국 특허공개 평6-128153), 이 외용제는 흡수조제로서 염기성 수용액을 함유하기 때문에 그 pH가 
염기성으로 되어 있고, 또한 염기성 물질 그 자체는 피부 자극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제제를 실제 사용하
기에는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트라니라스트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외용제의 실용화를 달성하기 위해 상기한 <11>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제제중의 유효성분의 피부 흡수성이 양호하고 피부 조직내에서 
약물의 유효농도를 충분히 유지하며 피부 자극성이 적을 트라니라스트 함유 외용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찍이 보고[Teyomi Waseda, The Japanese Journal of Dermatology, 99 (11), 1159 (1989)]된 바<12>
에 의하면 켈로이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조직내에서의 트라니라스트의 유효농도는 1일 300mg 투여량을 3
회로 나누어 3일간 경구 투여에서 약 8∼10㎍/g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보고[Yasuo Goto et 
al., Kiso Rinsho (The Clinical Report), 25 (15), 69 (1991)]에 의하면 래트 카라게닌 유발 육아조직 
모델을 이용한 실험에 있어서 50, 100, 200mg/kg의 트라니라스트를 14일간 연속 경구투여에 의하여 용량 
의존적으로 억제효과가 나타나며, 최종투여 1시간후의 피부 조직내에서의 약물의 농도는 각각 4.2±0.4, 
10.3±0.9, 23.17±1.7㎍/g으로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외용제제에 있어서도 피부 적용후 피부 조직내에
서의 트라니라스트의 농도는 위에 나온 값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켈로이드, 비후성 반흔 및 알레르기성 피부염은 피부 표면에 어떠한 종류의 형상을 나타내는 질<13>
환이며, 외관상 추한 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각증상으로서 가끔 강한 가려움이나 통증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부에 직접 적용되는 외용제는 환부에 접촉에 의한 자극을 주지 않고 제제중의 기제가 피
부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첩부제는 신축이 자유롭고 점착성이 지나치게 강하지 아
니하며 박리시에 저항성이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물배합형의 퍼프제가 바람직하고, 플라
스터제이면 소프트 타입의 첩부제로서 조제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는 외용제제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며, 트라니라스트, <14>
그 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수성기제로 된 외용제제이고, 상기 수성기제는 용해
제, 분산제, 흡수조제, 점착제 및/또는 보형제와 물을 함유하고, 상기 유효성분은 용해제에 용해되며 상
기 분산제에 의해 수성기제 중에 분산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트라니라스트 함유 외용 제제 및 이것을 
지지체 위에 도포해서 된 외용 첩부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욱이 본 발명은 트라니라스트, 그 염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된 유효성분을 용해제에 <15>
용해하고, 여기에 분산제를 첨가하여 이 용액을 흡수조제, 점착제 및/또는 보형제와 물을 함유한 수성기
제와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라니라스트 함유 외용제제의 제조방법 및 이 외용제제를 지지체 위
에 도포해서 된 외용 첩부제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본 발명의 외용제제의 유효성분인 트라니라스트는 아래식으로 나타내어지는 N-(3,4-디메톡시신나<16>
모일)-안트라닐산 및 그 염이다.

제제중에서의 트라니라스트의 함유량은 0.05∼5 중량%가 바람직하다. 유효성분의 함유량이 너무 <18>
적으면 약리작용이 불충분하고, 너무 많으면 추가적인 잇점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경제적으로 불리하다.

본 발명의 외용제제에 있어서 트라니라스트의 용해제는 지방산 및 그 유도체, 동식물성 유지, 테<19>
르펜 화합물, 알코올류, 크로타미톤, N-메틸-2-피롤리돈 및 트리에탄올아민으로 된 유성(油性)성분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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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선택된다.

용해제로서 사용되는 지방산 및 그 유도체는 탄소 원자수 3∼30의 모노카르복실산 또는 그 에스<20>
테르류이다. 지방산으로서는 옥타데칸산, 올레산, 리놀레산을 들 수 있고, 지방산 에스테르류로서는 글리
세롤 모노카프레이트,  테트라데실 테트라데카노에이트,  헥사데실 헥사데카노에이트,  올레일 올레에이트 
및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를 들 수 있으며, 또한 지방산 알칼리 금속염으로서는 지방산 나트륨염을 예
로 들 수 있다.

동식물성  유지로서는  아몬드유,  올리브유,  동백기름,  퍼어식유,  박하유,  대두유,  참기름, <21>
밍크유, 면실유, 옥수수유, 새플라워유, 야자유, 유칼리유, 피마자유, 경화 피마자유, 대두 레시틴 등을 
들  수  있다.  테르펜  화합물로서는  멘톨,  멘톤,  리모넨,  피넨,  피페리돈,  테르피넨,  테르피놀렌, 
테르피놀, 카르베올 등을 들 수 있고, 알로올류로서는 벤질 알코올, 옥탄올류 등의 비수성 알코올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용해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위에 나온 이외의 유기 용제의 예로서는 크로타미톤, N-메틸-<22>
2-피롤리돈, 트리에탄올아민 등을 들 수 있다.

상기한 유성(油性)성분들 중에서 바람직한 예로서는 올레산, 리놀레산, 글리세롤 <23>
모노카프레이트, 올레일 올레에이트, 피마자유, 경화 피마자유, 대두유, 대두레시틴, 1-멘톨, 멘톤, 리모
넨, 벤질 알코올, 크로타미톤, N-메틸-2-피롤리돈 및 트리에탄올아민을 들 수 있고, 특히 크로타미톤과 
N-메틸-2-피롤리돈은 트라니라스트를 용해할 뿐만 아니라 피부 흡수성을 향상시키므로 가장 바람직하다. 
이들 용해제는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고 2종 이상을 조합하여 사용해도 좋다. 그 총배합량은 2∼5 중량%가 
바람직하다.

외용제제 제조시에 트라니라스트를 용해제에 용해하여 얻은 용액을 흡수조제, 점착제 및/또는 보<24>
형제와 물을 함유한 수성기제와 혼합할 경우, 트라니라스트를 최종 제제중에 균일히 분산시켜야 한다. 트
라니라스트는 상기한 바와 같이 물에 극히 난용성이므로 수성기제와 혼합할 경우에는 일부분은 용해하지 
않아 분산성이 불량하다. 약물이 제제중에서 충분히 분산되지 않고 있으면 그 방출량이 저하하여 결과적
으로 피부 흡수량이 감소하게 된다.

본 발명에 의하여 용해제에 트라니라스트를 용해하고, 여기에 분산제를 첨가하여 잘 혼합하여 트<25>
라니라스트의 적어도 일부, 바람직하게는 실질적으로 모든 트라니라스트를 분산제에 담지시킨 후에 수성
기제와 혼합함으로써 분산성이 양호한 제제를 조제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분산제로서는 용해제에 용
해한 트라니라스트를 담지하는 능력을 가지며 제약상 허용되는 고체분말, 특히 무기고체 분말이다. 바람
직한 분산제의 예로서는 함수 이산화 규소 또는 경질 무수 규소 등의 이산화 규소류 및 함수 균산 마그네
슘 또는 함수 규산 알루미늄 등의 규산염류를 들 수 있는데, 함수 이산화 규소(화이트 카본)가 가장 바람
직하다.

즉, 트라니라스트를 용해제에 용해하고, 이 용액에 화이트 카본을 첨가하고 충분히 혼합하여 트<26>
라니라스트를 흡착 담지시킨 후에 수성기제와 혼합함으로써 분산성이 양호한 제제를 조제할 수가 있다.

트라니라스트 및 용해제의 합계량에 대한 분산제의 양의 비는 1/3 내지 1/5이다.<27>

제제로부터 피부조직내로 트라니라스트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흡수 조제로서는 외용제용의 기제로 <28>
사용되는 지방산 및 그 유도체, 동식물성 유지, 테르펜 화합물, 알코올류, 크로타미톤 및 N-메틸-2-피롤
리돈으로부터 선택된다. 바람직한 예로서는 올레산, 1-멘톨, 에탄올, 프로필렌 글리콜, 부탄디올, 1,2,6-
헥산트리올, 벤질 알코올, 크로타미톤 및 N-메틸-2-피롤리돈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을 1종 혹은 2종 이
상 조합하여 사용해도 좋다. 그 중에서도 프로필렌 글리콜, 부탄디올 또는 N-메틸-2-피롤리돈이 가장 바
람직하다. 이들 화합물을 제제에 대해 0.5∼10 중량%의 배합량으로 첨가할 수 있는데, 2∼5 중량%의 배합
량이 첩부후의 피부조직내에서의 충분한 약물농도를 확보할 수 있고, 더욱이 피부 자극성을 유발하지 않
으므로 바람직하다.

pH값은 트라니라스트의 피부조직내로의 흡수를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트라니라스트는 중성 <29>
영역 내지 약산성 영역의 범위의 pH에서 피부 흡수성이 우수하지만, 제제의 피부 자극성 및 보형성을 고
려하면 pH 3.5∼7.5의 범위가 바람직하다. 시트르산 및 타르타르산을 사용하여 제제의 pH를 조정할 수 있
다.

외용(外用) 첩부제는 피부표면에 노출된 환부에 직접 첩부되므로 외용 첩부제는 환부에 대해 접<30>
촉자극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고, 제제의 형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점착성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이상
의 조건을 만족하는 첩부제로서는 비수 성형의 소프트 타입의 플라스터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수성형
(aqueous type)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점착제 및/또는 보형제로서 사용되는 수용성 고분자 화합물로서는 폴리아크릴산 및 그 유도체, <31>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중체 및 그 에멀젼, 셀룰로오스 유도체 및 그 유도체, 아라비아 고무, 젤라틴, 카제
인, 폴리비닐 알코올,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비닐 피롤리돈, 메틸 비닐 에테르/무수 말레산 공중합체 
및 그 에멀젼, 천연 다당류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들 화합물을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고 2종 이상 조합
하여 사용해도 좋다. 제제에 첨가되는 총배합량은 5∼15 중량%이다. 이들중에서 폴리아크릴산 및 그 유도
체 또는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및 그 에멀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폴리아크릴산 나트륨을 사용
할 경우는 가교 반응할 수 있는 알루미늄 화합물로서 활성 알루미나, 합성 규산 알루미늄, 수산화 알루미
늄 등을 사용할 수가 있다.

점착제 및 보형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지용성(脂溶性) 고분자 화합물의 예로서는 천연 고무, 이<32>
소프렌 고무, 폴리이소부틸렌 고무,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스티
렌-부타디엔-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실리콘, 로진, 폴리부텐, 라놀린, 와세린, 플라스티베이스, 비이스왁
스, 고형 파라핀 등을 들 수 있다.

점착제 및/또는 보형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다가 알코올로서는 글리세롤, 폴리에틸렌, 글리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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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 글리콜, D-소르비톨을 들 수 있고, 이들은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고 2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해도 
좋다. 총배합량은 5∼40 중량%가 바람직하다.

위에서 설명한 점착제 및/또는 보형제를 사용하여 장기간 동안 점착성, 보형성 및 유연성을 유지<34>
하고 피부 자극성이 적은 트라니라스트 함유 외용 첩부제를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필요에 따라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또는 이온성 계면 활성제, 기타의 의약품 첨가제, 예<35>
컨대 폴리아크릴산 금속염, 벤토나이트, 산화 티타늄 등을 소요량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여 이와 같이 해서 제조한 트라니라스 함유 외용제제를 적당한 기포(基布), 예컨<36>
대 프란넬, 부직포 등의 지지체에 발라 확포한 다음, 기포와 상대하는 제제의 노출면에 폴리에틸렌, 폴리
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등의 박리용 필름을 부착하여 외용제형의 시판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외용제제는 특히 지지체에 발라 확포하지 않고 그대로 직접 환부에 도포하는 <37>
연고제 또는 크리임제로 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트라니라스트 함유 외용제제에 있어서 물에 난용성인 트라니라스트를 용해제에 용해하<38>
고, 분산제에 담지한 체로 수성기제중에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트라니라스트를 수성기제중에 균일히 
분산시키게 된다. 따라서 유효성분이 쉽사리 방출되어 피부 흡수성이 우수하고, 첩부후의 피부 조직내에
서의 유효약물 농도를 충분히 높게 유지할 수 있으며 피부 자극성이 적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제의 약물의 피부투과 속도 시험에 사용되는 투과/확산셀(cell)의 설명도이<39>
다.

실시예

아래의 각 실시예에 의해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들 실시예에 의해 한<40>
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41>

트라니라스트 3g을 크로타미톤 20g과 에탄올 10g의 혼합용액중에 서서히 60∼70℃로 가열하여 용<42>
해시켰다. 여기에 화이트 카본 7g을 가한후 이 혼합물을 충분히 혼합하고 에탄올을 감압하에 제거하였다. 
이어서 여기에 1-멘톨 5g과 산화 티탄 2.5g을 가하고 이 혼합물을 혼합하여 트라니라스트 용액을 제조하
였다. 별도로 타르타르산 25g을 물 552ml에 용해한 다음, 폴리아크릴산 나트륨 50g, 아크릴산 전분 60g 
및 글리세롤 250g을 가하고, 수득한 혼합물을 충분히 혼합하여 수성기제 혼합액을 제조하였다.

트라니라스트 용액, 수성기제 혼합액, 건조 수산화 알루미늄 겔 0.5g 및 메틸 아크릴레이트/2-에<43>
틸헥실 아크릴레이트 공중합 수지 에멀젼 25g을 균일히 혼련하여 0.3% 트라니라스트 함유 외용제제를 얻
었다. 이 제제의 pH는 5.2이었다.

실시예 2<44>

트라니라스트 3g을 크로타미톤 20g과 N-메틸-2-피롤리돈 25g의 혼합용액중에 용해시켰다. 여기에 <45>
화이트 카본 7g을 가한후 이 용액을 충분히 혼합하고 에탄올을 감압하에 제거하였다. 이어서 1-멘톨 5g과 
산화 티탄 2.5g을 가하고 혼합하여 트라니라스트 용액을 제조하였다. 별도로 타르타르산 25g을 물 527ml
에 용해한 다음, 폴리아크릴산 나트륨 50g, 아크릴산 전분 60g 및 글리세롤 250g을 가하고, 수득한 혼합
물을 충분히 혼합하여 수성기제 혼합액을 제조하였다.

트라니라스트 용액, 수성기제 혼합액, 건조 수산화 알루미늄 겔 0.5g 및 메틸 아크릴레이트/2-에<46>
틸헥실 아크릴레이트 공중합 수지 에멀젼 25g을 균일히 혼련하여 0.3% 트라니라스트 외용제제를 얻었다. 
이 제제의 pH는 5.2이었다.

실시예 3<47>

실시예 1 기재의 트라니라스트 및 외용제제용의 기제를 함유하는 동일한 조성에 있어서 수성기제 <48>
혼합액중에 부탄디올 50g을 가하고, 글리세롤을 250g 대신에 200g의 양으로 사용하여 5% 부탄디올 함유 
트라니라스트 외용제제를 얻었다.

실시예 4<49>

실시예 3 기재의 트라니라스트 및 외용제제용의 기제를 함유하는 동일한 조성에 있어서 부탄디올 <50>
대신에 프로필렌 글리콜을 사용하여 5% 프로필렌 글리콜 함유 트라니라스트 외용제제를 얻었다.

실시예 5<51>

실시예 1 기재의 외용제제용의 기제를 함유하는 동일한 조성에 있어서 트라니라스트 10g을 사용<52>
하고, 더욱이 아래의 표에 나온 바와 같은 양의 타르타르산 및 여러가지의 폴리아크릴산 나트륨(50g)을 
사용하여 pH가 각각 4.3, 5.4, 6.3 및 7.4인 1% 트라니라스트 외용제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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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시험]<54>

시험예 1<55>

실시예 5-1 내지 5-4의 제제를 사용하여 pH가 약물의 피부 투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 비트로 시<56>
험에 의하여 투과속도를 지표로 하여 평가하였다.

이 시험에 있어서 도 1에 나온 투과/확산 셀을 사용하였다.<57>

고정구(1)에 래트 복부피부를 끼우고 고정구(2)에 시험하고자 하는 제제를 지지체에 발라 확포시<58>
킨 첩부제를 첩부하여 이 외용제를 고정구(1)의 래트 복부피부에 접촉시켰다. 그리고 용기(3)에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타이로오드액(Tyrode's  solution)  5.18ml을 충전(充塡)하였다. 투과/확산 셀을 37℃로 
유지된 인큐베이터속에 놓고, 교반자(4)로써 타이로오드액(5)를 교반하면서 1 내지 7시간내의 각 시간에
서 타이로오드액 5를 0.5ml씩 채취하고, 이 중의 약물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시험하고자 하는 외용제제중의 
약물의 래트 복부피부에 대한 투과속도를 구하였다. 약물량을 HPLC법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나와 있다.

HPLC 조건<59>

칼럼 : CAPELLPAK C18 (SG120) 4.6mm × 150mm<60>

이동상 : 50mM 아세트산 암모늄 완충액(pH 6.0) / 아세토니트릴<61>

         = 750/250(0∼10.5min)<62>

         → 375/625(10.5∼15min)<63>

         → 750/250(15∼20min)<64>

칼럼 온도 : 40℃<65>

유량 : 1.0ml/min<66>

검출파장 : 트라니라스트 : 320nm<67>

         : 내부표준물질(p-히드록시벤조산 에틸) : 254nm<68>

유지시간 : 트라니라스트 : 5min, 내부표준물질 : 10min<69>

표 1 : 외용제제의 pH의 트라니라스트의 경피흡수에 미치는 영향<70>

시험예 2<72>

실험예 3 및 4와 마찬가지로 하여 흡수조제인 프로필렌 글리콜 및 부탄디올의 첨가량을 각각 2%, <73>
5%, 10%으로 한 제제와 N-메틸-2-피롤리돈의 첨가량을 2.5%으로 한 제제를 제조하고, 이것을 지지체에 발
라 확포시킨 첩부제를 사용하여 피부 흡수 조제인 프로필렌 글리콜, 부탄디올 및 N-메틸-2-피롤리돈의 피
부 흡수성에 대하여 트라니라스트의 투과속도 및 피부내 누적량의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나와 
있다. 피부투과 속도의 시험은 시험예 1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하였다. 피부중 약물농도를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이하여 측정하였다.

Wistar-Imamichi계 수컷 래트(200g)를 에테르 마취하고 복부의 체모를 이발기계 및 면도기를 사<74>
용하여 잘라 제거한후 복부피부에 제제(3x 3cm)를 적용하였다. 제제적용 8시간후 래트를 사망시키고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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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부위 중앙부의 피부를 셀로판 테이프를 사용하여 스트리핑(stripping)에 의하여 각질층을 충분히 제
거하고, 진피(眞皮)쪽의 지방, 모세혈관 등을 제거한 다음, 펀처(puncher)(φ 1.0cm)로써 펀칭하여 진피
부분을 적출하고 세절하였다. 이어서 세절한 피부절편을 메탄올 2ml, p-히드록시벤조산 에틸(내부표준 물
질)의 에탄올 용액(10㎍/ml) 1ml 및 50mM 아세트산 암모늄 완충액(pH 6.0) 0.5ml을 혼합하고, 수득한 혼
합물을 마이크로호모지나이즈(microhomogenization)에 의하여 호모지나이즈하고, 15,000rpm에서 5분 동안 
원심 분리후, 그 상청을 HPLC에 사용하였다. HPLC 조건은 시험예 1에 기재된 방법에 따랐다.

표 2 : 피부흡수 조제가 트라니라스트의 피부 흡수성에 미치는 효과<75>

산업상이용가능성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유효성분의 방출성이 우수하고 피부 흡수성이 높으며 피부조직<77>
내 유효약물 농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또한 피부 자극성이 적은 트라니라스트 외용제제이다. 상기 
외용제제는 트라니라스트, 그 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수성기제로 된 외용제제인
데, 수성기제는 트라니라스트의 용해제, 분산제, 흡수조제, 점착제 및/또는 보형제와 물을 함유하며, 유
효성분은 상기 용해제에 용해되어 상기 분산제에 의하여 수성기제중에 분산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트라니라스트 외용제제를 실용화하는 것은 종래의 이러한 종류의 외용제제가 가<78>
진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 분야에 있어서의 그 산업상 의의는 중요하다 하겠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트라니라스트, 그 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수성기제로 된 외용제제로서, 
상기 수성기제는 크로타미톤 및 N-메틸-2-피롤리돈으로부터 선택되는 트라니라스트의 용해제; 이산화 규
소류 또는 규산염류로부터 선택되는 분산제; 흡수조제; 점착제 및/또는 보형제와 물을 함유하며, 상기 유
효성분은 상기 용해제에 용해되어 상기 분산제에 담지되어 상기 분산제에 의하여 수성기제중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라니라스트 함유 외용제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흡수조제가 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부탄디올인 트라니라스트 외용제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점착제 및/또는 보형제가 수용성 고분자 화합물, 지용성 고분자 화합물, 다가 
알코올류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라니라스트 외용제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제제의 pH가 3.5 ~ 7.5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라니라스트 외용제제.

청구항 5 

제1항에 기재된 트라니라스트 외용제제를 지지체에 발라 확포시켜서 되는 외용 첩부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연고제 또는 크리임제인 외용제제.

청구항 7 

트라니라스트, 그 염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된 유효성분을 크로타미톤 및 N-메틸-2-피롤
리돈으로부터 선택되는 트라니라스트의 용해제에 용해한후에, 이산화 규소류 또는 규산염류로부터 선택되
는 분산제를 첨가하고, 이 용해액을 흡수조제, 점착제 및/또는 보형제와 물을 함유한 수성기제와 혼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라니라스트 함유 외용제제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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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트라니라스트, 그 염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된 유효성분을 크로타미톤 및 N-메틸-2-피롤
리돈으로부터 선택되는 트라니라스트의 용해제에 용해한후에, 이산화 규소류 또는 규산염류로부터 선택되
는 분산제를 첨가하고, 이 용해액을 흡수조제, 점착제 및/또는 보형제와 물을 함유한 수성기제와 혼합하
여 지지체에 발라 확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라니라스트 함유 외용제제의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유효성분의 방출성이 우수하고 피부 흡수성이 높으며 피부조직내 유효약물 농도를 충
분히 확보할 수 있고, 또한 피부 자극성이 적은 트라니라스트 외용제제이다. 상기 외용제제는 트라니라스
트, 그 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수성기제로 된 외용제제인데, 수성기제는 트라니
라스트의 용해제, 분산제, 흡수조제, 점착제 및/또는 보형제와 물을 함유하며, 유효성분은 상기 용해제에 
용해되어 상기 분산제에 의하여 수성기제중에 분산되어 있다.

대표도

도1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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