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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약물과 함께 아실 락틸레이트 침투 증진제의 적합한 양을 경피적으로 투여하는 것에 관련된다.  
본 발명은 피부 부위와의 약물- 및 침투 증진제 전달에 관련하여 위치하도록 적응된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경피적 약물 전달 장치를 포함한다.  매트릭스는 환자의 전신 순환에 치료상 효과적인 속도로 계속 투여
하기 위해, 아실 락틸레이트 침투 증진제 및 약물의 적합한 배합량을 함유한다.  본 발명은 또한 약물과 
함께 아실 락틸레이트 침투 증진제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증진제와 배합하여, 경피 투여하기 위한 조성물 
및 방법에 관련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약물 또는 다른 생물학적 활성제의 경피 전달 및 더욱 구체적으로는, 경피적 약물 전달 시스템 
또는 전달 장치에 혼입될 때 약물 또는 다른 약제의 피하 흡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및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경피 시스템 또는 경피 조성물에 대한 침투 증진제로서 아실 락틸레이트의 용
도에 관한 것이다.

용어 설명

본 명세서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경피 전달 또는 투여는 신체 표면 또는 막을 통한 침투, 바람직하게
는 국소 투여에 의해 무손상 피부를 통한 약물의 전달 또는 투여를 나타낸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치료상 효과적인 양 또는 비율은 목적하는 치료 결과를 얻는데 필요
한 약물 또는 활성제의 양 또는 속도를 나타낸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바와 같은, 구 지속된 기간은 약 12 시간 이상을 의미하고 통상적으로는 약 1 내지 7 
일의 범위의 기간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것으로서, 구 예정 피부 영역은 무손상의 찢어지지 않은 피부 또는 점막 조직의 규정 

영역을 의미한다.  통상, 이 영역은 약 5 cm
2
 내지 약 100 cm

2
의 범위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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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에 사용된 바와 같은, 표현 약물 및 '약제는 상호교환 가능하게 사용되고 생물체에 전달되어 목
적하는, 통상은 유익한 효과를 일으키는 임의의 치료학적 활성 물질로서 광의적으로 해석되게 
의도하였다.

배경기술

아실 락틸레이트는 다음 화학식으로 표시된다: R-CO-(OCH CH3CO)n-OH (여기서, R은 탄소수 3 내지 20의 직

쇄 또는 분지쇄 알킬 또는 아릴기이고, n은 1 내지 10임)  아실 락틸레이트는 반죽 조절제 및 연화제 및 
커피 표백제 및 식용유 기재 휘저은 토핑 등의 비유제품 조성물 중의 수중유 유화제로서 식품 산업에 사
용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진통제 스틱 조성물 중에서 및 화장품 또는 제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다른 공
유화제와 함께 결합되어 에멀젼 기재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실 락틸레이트는 화장
품 제형에 사용되는 경우 염 형태로서 상업상 입수 가능하다.  염 형태는 침투 강화제로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아실 락틸레이트의 다른 용도는 항균제 또는 항세균제로서 및 탈모 보호제 로서 또는 모발 성장을 유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국소 조성물에 있어서 이들의 용도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또는 의약 조
성물 중에 사용되는 농도에서 정상적으로는 무독성인 침투 증진제가 충분한 침투 증진을 생성하는데 요구
되는 높은 농도에서는 독성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아실 락틸레이트는 침투 증진제 단독으로서 
또는 약물 또는 약제를 환자의 전신 순환에 경피적으로 전달하여 약물 또는 활성제의 신체 표면 또는 막
에 대한 침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른 침투 증진제와 배합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본 명세서에 그 전문을 참고로 인용하는 미국 특허 제4,184,978호는 화장품, 세안용품 및 의약품에 사용
하기 위한 안정한 수중유 시스템을 기술하고 있다.  아실 락틸레이트는 적합한 유화제로서 개시되었다.

본 명세서에 그 전문을 참고로 인용하는 미국 특허 제4,301,820호는 하나 이상의 지방산 락틸레이트 및
(또는) 파마약 제품의 습윤제 성분으로서 글리콜레이트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기술하고 있다.

본 명세서에 그 전문을 참고로 인용하는 미국 특허 제4,702,916호는 진통제 겔 스틱 제품의 유화제로써 
아실 락틸레이트의 사용을 기술하고 있다.

본 명세서에 그 전문을 참고로 인용하는 미국 특허 제5,124,354호는 특정 단백질 티로신 키나제 저해제 
및 화장품에서 허용되는 담체를 기술하고 있다.  아실 락틸레이트를 포함하는 계면활성제는 상피 돌기 가
까이 있는 모발 여포의 인접 환경에서 작용 부위로의 조성물의 전달을 개선시키는 침투 증진제로서 기재
되었다.

본 명세서에 그 전문을 참고로 인용하는 유럽 특허 출원 0 573 253호는 항세균 물질로서 C2-C12 아실 락틸

레이트 또는 그의 유도체를 포함하는 피부 및(또는) 모발에 대해 국소 적용을 위한 항세균성 화장품을 기
재한다.  이 제품은 바람직하지 못한 탈모의 치료에 특히 잇점이 있다.

본 명세서에 그 전문을 참고로 인용하는 유럽 특허 출원 0 572 271호는 피부 또는 모발의 바람직하지 않
은 미생물의 성장을 예방하기 위한 국소 화장품 조성물 중에 있어서, 방부제로서의 아실 락틸레이트의 용
도를 기재하고 있다.

약물의 비경구 전달의 경피 경로는 많은 장점을 제공하고, 광범위한 약물 또는 다른 유익한 약제를 전달
하기 위한 경피 시스템이 본 명세서에 그 전문을 참고로 인용하는,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3,598,122호; 
3,598,123호;  3,731,683호;  3,797,494호;  4,286,592호;  4,314,557호;  4,379,454호;  4,435,180호; 
4,559,222호;  4,568,343호;  4,573,899호;  4,588,580호;  4,645,502호;  4,704,282호;  4,816,258호; 

4,849,226호; 4,908,027호; 4,943,435호; 및 5,004,610호에 기재되어 있다.  많은 사례에서, 경피적 전달
을  위한 이상적인 후보 물질로 보여지는 약물들이 무손상 피부를 통한 침투성이 낮아서, 적당한 크기의 
기구로부터 치료상 효과적인 양으로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부 침투성을 증가시켜 약물이 치료상 효과적인 양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피
부를 다양한 화학제를 사용하여 전처리하거나 또는 침투 증진제의 존재하에서 약물을 동시에 전달하는 방
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 미국 특허 제3,472,931호; 3,527,864호; 3,896,238호; 
3,903,256호;  3,952,099호;  4,046,886호;  4,130,643호;  4,130,667호;  4,299,826호;  4,335,115호; 
4,343,798호;  4,379,454호;  4,405,616호;  4,746,515호;  4,788,062호;  4,820,720호;  4,863,738호; 

4,863,970호; 및 5,378,730호; 영국 특허 제 1,011,949호; 및 [Idson, 경피 흡수 J. Pharm. Sci. (1975) 
64:901-924 참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많은 물질들이 제안되었다.

유용성을 고려해서, 침투 증진제는 하나 이상 바람직하게는 상당수의 약물에 있어서의 피부 침투성을 증
가시키는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더욱 중요하게는, 피부 침투성을 증가시켜서 적당한 크기 (바람직하게

는 5-50 cm
2
)로된 시스템으로부터의 약물 전달 속도가 치료상의 효과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추가로, 증진제가 피부 표면에 적용되었을 때, 장기간의 노출 및 폐색하에서 무독, 무자극성이어야 하고 
반복 노출시 비민감성이어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무취이어야 하고 및 화상 및 타진통 감각을 발생함 없
이 약물이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에 의하여, 아실 락틸레이트가 신체 표면 및 막 전반을 통해, 특히 피부를 통해 약물의 침투를 증
진시키는데 효과적임이 발견되었다.  중요하게는, 본 발명의 아실 락틸레이트는 약물의 침투성을 증진시
켜서 약물이 적당한 크기의 경피적 전달 장치와 함께 치료상의 효과적인 비율로 전달될 수 있다.  본 발
명의 바람직한 아실 락틸레이트 침투 증진제는 락틸산카프로일 및 락틸산라우로일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신체 표면 또는 막을 통한 침투에 의해 하나 이상의 약물을 치료상의 효과적인 속도
로 환자의 전신 순환계로 전달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약물 및 침투 증진량의 아실 락틸레이트를 포함하
는 신체 표면 또는 막 투여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피부 침투 증진량의 아실 락틸레이트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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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약물을 치료상의 효과적인 속도로 경피적 동시투여를 위한 방법을 또한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피부 또는 점막과 약물-및 침투 증진제-전달 관계에 위치하도록 적용되는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경피성 약물 전달 장치가 바람직하다.  이 시스템은 인체에 대한 약물 및 증진제의 적용을 위해 
유용한 적합한 크기이어야만 한다.

본 발명은 약물 및 아실 락틸레이트 외에, 임의로 하나 이상의 추가의 침투 증진 화합물을 포함하는 조성
물 및 이들 조성물의 경피적 동시투여 방법을 또한 나타낸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경피적 치료 약물 전달 장치의 한 실시태양의 횡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경피적 치료 약물 전달 장치의 다른 실시태양의 횡단면도이다.       

도 3는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경피적 치료 약물 전달 장치의 또다른 다른 실시태양의 횡단면도
이다.       

도 4는 다양한 침투 증진제를 갖는 광유 시스템으로부터 사람 상피를 통한 35℃, 시험관 내 프로게스테론
의 유출 도표이다.

도 5는 다양한 침투 증진제를 갖는 광유 시스템으로부터 사람 상피를 통한 35℃, 시험관 내 테스토스테론
의 유출 도표이다.

도 6은 다양한 침투 증진제를 갖는 EVA 매트릭스 시스템으로부터 사람 상피를 통한 35℃, 시험관 내 테스
토스테론의 유출 도표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라, 아실 락틸레이트가 인체 표면 또는 막, 특히 피부를 통한 약물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증
진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아실 락틸레이트가 유리산 형으로 전환되었을 때, 
전체 표면 또는 막에 대한 약물 또는 다른 생물학적 활성제의 침투성을 증진시켜서 약물 또는 약제의 치
료학상 효과량이 치료상의 효과적인 속도로 적합한 크기의 장치로부터 전신계로 전달될 수 음을 알게 되
었다.  추가로, 산성 형태의 수분산은 부식적으로 낮은 pH (pH 4.0-5.0)을 보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본 발명은 피부를 포함하는 인체 표면 및 막을 통해 정상적으로 전달되는 광범위한 종류의 약물의 전달과 
관련하여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제한됨이 없이 ACE 저해제, 뇌하수체 선
부 호르몬, 아드레날린 신경 차단제,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합성 저해제, 알파-아드
레날린 작용약, 알파-아드레날린 길항제, 두 개의 선택적 알파-아드레날린 작용약, 진통제, 해열제 및 소
염제, 안드로겐, 국소 및 전신 마취제, 항중독제, 항안드로겐, 항부정맥제, 항천식제, 콜린억제제, 콜린
에스터라제 억제제, 항응고제, 항당뇨제, 지사제, 항이뇨제, 제토제 및 항고혈압제, 살균제, 편두통 억제
제, 항무스카린제, 항신갱물제, 구충제, 항파킨슨제, 항혈소판제, 황체호르몬 억제제, 항갑상선제, 진해
제, 항바이러스제, 이형성 항억제제, 아자스피로디카네디온, 바르비투에이트, 벤조디아제핀, 베타-아드레
날린 작용제,  베타-아드레날린 길항제,  선택성 베타-일-아드레날린 길항제,  선택성-베타-이-아드레날린 
길항제, 담즙염, 체액의 용적 및 조성 변형제, 부티로페논, 석회화 변형제, 칼슘 채널 차단제, 심장 혈관
제, 카테콜아민 및 교감신경 흥분제, 콜린성 작용제, 콜린스테라제 활성제, 피부의학제, 디페닐부틸피페
리딘, 이뇨제, 맥각 알카로이드, 에스트로겐, 신경절 차단제, 신경절 흥분제, 히단토인, 위산 조절제 및 
소화궤양 치료제, 조혈제, 히스타민, 히스타민 길항제, 5-히드록시트립타민 길항제, 고리포단백혈증 치료
제, 최면제 및 진정제, 면역억제제, 완하제, 메틸산틴, 모노아님옥시다제 저해제, 신경근육 차단제, 유기 
질산염, 오피오드 진통제 및 길항제, 췌장 효소, 페노티아진, 프로게스틴, 프로스타글란딘, 정신분열증 
치료제, 레티노이드, 나트륨 채널 차단제, 경련 및 근유통 치료제, 숙시니미드, 티옥산틴, 혈전용해제, 
갑상선제, 삼환 항울제, 유기 화합물의 관 수송 차단제, 자궁운동 영향제, 혈관확장 신경약, 비타민 등을 
포함하는 모든 주요 영역의 치료제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약물들은 예를 들면 제한함이 없이 베프리딜, 디티아젬, 펠로디핀, 이스라디핀, 니카르디핀, 니
페디핀, 니모디핀, 니트레디핀, 베라파밀, 도부타민, 이소프로테레놀, 카르테놀로, 라베탈롤, 
레보부놀롤, 나돌롤, 펜부톨롤, 핀돌롤, 프로파놀롤, 소타놀, 티몰롤, 아세부톨롤, 베탁솔롤, 에스몰롤, 
메토프롤롤, 알부테롤, 비톨테롤, 이소에타린, 메타프로테레놀, 피르부테롤, 리토디린, 테르부탈린, 알클
로메타손, 알도스테론, 암시노니드,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베타메타손, 클로베타솔, 클로코톨
론, 코티솔, 코티손, 코티코스테론, 데소니드, 데속시메타손, 11-데속시코티코스테론, 11-데속시코티솔, 
덱삼메타손, 디플로람손, 플루드로코티손, 플루니솔리드, 플루오로시놀론, 플루오로시노니드, 플루오로메
톨론, 플루란드레놀리드, 할시노니드, 히드로코티손, 메드리손, 6α-메틸프레딘이솔론, 모메타손, 파라메
타손, 프레딘이솔론, 프레딘이손, 테트라히드로코티솔, 트리암시놀론, 베녹시네이트, 벤조카인, 부피바카
인, 클로로프로카인, 코카인, 디부카인, 디클로닌, 에티도카인, 이도카인, 메피바카인, 프라모씬, 프릴로
카인, 프로카인, 프로파라카인, 테트라카인, 알펜타인, 코로포름, 클로니딘, 시클로프로판, 데스플루란, 
디에틸에테르, 드로페리돌, 엔플루란, 에토미데이트, 펜타닐, 할로탄, 이소플루란, 케타민 히드로클로리
드,  메페리딘,  메토헥시탈,  메톡시플루란,  모르핀,  프로포폴,  세보플루란,  서펜타닐,  티아밀랄, 

티오펜탈, 아세타미노펜, 알로푸리놀, 아파존, 아스피린, 아우라노핀, 아우로티오글루코스, 콜키신, 디클
로페낙, 디플루니살, 페노프로펜, 플루비프로펜, 티오말레산 황금나트륨, 이부프로펜, 인도메타신, 케토
프로펜, 메클로페나메이트, 메페나믹, 메셀라민, 살리실산 메틸, 나부메톤, 나프록센, 옥시펜부타존, 페
나세틴, 페닐부타존, 피록시캄, 살리실라미드, 살리실산염, 살리실산, 살살레이트, 설파살라진, 술린닥, 
톨메틴, 아세토페나진, 클로르프로마진, 플루페나진, 메소르이다진, 페르페나진, 티오리다진, 트리플루오
로페라진, 트리플루프로마진, 디소피라미드, 엔카이니드, 플레카이니드, 인데카이니드, 멕실레틴, 모르시
진, 페니토인, 프로카인아미드, 프로파페논, 퀴니딘, 토카이니드, 시사프리드, 돔페리돈, 드로나비돌, 할
로페리돌, 메토시오프라미드, 나빌론, 프로클로르페라진, 프로메타진, 티에틸페라진, 프리메토벤자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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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프레르핀, 부토르파놀, 코데인, 데조신, 디페녹실레이트, 드로코드,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폰, 레발로
판, 레보르파놀, 레페라미드, 멥타지놀, 메타돈, 낭부핀, 날로핀, 날록손, 날트레쏜, 옥시부티닌, 옥시코
돈, 옥시모르폰, 펜타조신, 프로피옥시펜, 이질산 이소소르비드, 니트로글리세린, 테오필린, 페닐레피린, 
엔피리딘, 필로카르핀, 프루오로세미드, 테트라시클린, 클로르페니라민, 케토로락, 브로모크립틴, 구아나
벤즈, 독사조신 및 플루페나민산을 포함한다.

기타의 대표적인 약물들은 알프라졸람, 브로티졸람,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 크로바잠, 클론아제팜, 크로
라제파이트, 데목세팜, 디아제팜, 플루마제닐, 플루라제팜, 할라제팜, 로라제팜, 미다졸람, 니트라제팜, 
노르다제팜, 옥사제팜, 프라제팜, 쿠아제팜, 테마제팜, 트리아졸람 등의 벤조디아제핀; 아니소트로핀, 아
트로핀, 클리디늄, 시클로펜톨레이트, 디시클로민, 플라복세이트, 글리코필롤레이트, 헥소시클리움, 헤마
토트로핀, 이피라트로퓸, 이소프로파미드, 메펜조레이트, 메탄텔린, 옥시펜시클리민, 피렌제핀, 프로판텔
린, 스코폴라민, 텔렌제핀, 트리디헥세틸, 트로피카미드 등의 항무스카린제; 클로로트리아니센, 시에틸스
틸베스트롤, 메틸에스트라디올, 에스트론, 황산나트륨에스트론, 에스트로피페이트, 메스트라놀, 퀴네스트
롤, 황산퀼린나트륨, 17β-에스트라디올 (또는 에스트라디올) 등의 에스트로겐, 본위 에스트로겐의 에스
테르 등의 준 합성 에스트로겐, 에스트라디올-17β-에난테이트, 에스트라디올-17β-발레레이트, 에스트라
디올-3-벤조에이트, 에스트라디올-17β-언데케노에이트, 에스트라디올 16,  17-헤미숙신산염 또는 에스트
라디올-17β-시피오네이트 등,  에티닐에스트라디올,  에티닐에스트라디올-3-황산이소프로필 등의 17-알킬
화된 에스트로겐; 다나졸, 프루옥시메스테로겐, 메탄드로에스테놀론, 메틸테스토스테론, 옥시메톨론, 스
타노졸로, 테스토락톤,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시피오네이트, 테스토스테론 에난테이트, 테스토스테
론 프로피오네이트 등의 아드로겐; 에티노디올 디아세테이트, 게스토덴,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
이트, 레보노르게스트렐,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 메게스트롤 아세테이트, 노레틴드롤, 노레틴
드론 아세테이트, 노레티노드렐, 노르게스트렐, 프로게스테론 등의 프로게스틴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약물의 투여는 약물을 신체 표면 또는 막 부위에 치료상 효과적인 속도로 투여하고 동시
에, 아실 락틸레이트를 신체 표면 또는 막 부위에 실질적으로 약물 제형의 침투성을 증진시키는데 충분한 
속도로 투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전달될 아실 락틸레이트 침투 증진제 및 약물은 신체 표면에 약물 및 아실 락틸레이트 
전달에 관련하여 적합한 신체 표면에, 바람직하게는 그의 담체상에 위치하고 목적하는 시간 동안 그 위치
에서 유지된다.  대표적으로, 약물 및 아실 락틸레이트는 예를 들어, 연고, 겔, 크림, 좌약 또는 설하 또
는 구강 제제 등과 같이 신체 표면 또는 피부에 적용되는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양립성 기질 또는 담체내
에 국소적으로 분산되지만, 충분히 하기한 바와 같이 경피적 치료 전달 장치를 통해 투여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다.  피부에 직접 적용하는 액형, 연고, 크림, 또는 겔 중에 사용될 때, 요구되지는 않지만, 투
여 부위를 페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조성물은 또한 다른 침투 증진제, 안정화제, 염료, 희석제, 
색소제, 부형제, 불활성 여과기, 부형제, 겔화제, 혈관수축신경제 및 당업자에 공지된 바와 같이 대표적
인 조성물의 다른 성분을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아실 락틸레이트는 피부외에, 일반적으로 신체 표면 조직을 통한 약물의 전달에 침투 증진 효
과를 미친다.  그러나 피부는 이종 물질의 침투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신체 관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피부 침투에 미치는 아실 락틸레이트의 영향은 경피 전달에 있어 이것을 매우 유용한 것으로 만든다.  따
라서 본 발명의 실시태양에 대한 하기 설명은 첫째로, 피부를 통한 침투에 의해 이들 약물의 전신 전달이 
개선됨을 나타낸다.

임의의 상황 또는 임의의 약물에 있어서는 배합물 중에 아실 락틸레이트와 함께 하나 이상의 추가의 침투 
증진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임의의 실시태양에 있어서, 2차 침투 
증진제는 약물 및 아실 락틸레이트를 모두 함께 포함한다.  이 2차 증진제는 약물과 함께 침투 증진 효과
를 갖고 약물 및 아실 락틸레이트와 양립성인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차 침투 
증진제는 모노글리세리드 또는 글리세롤 모노라우레이트 (GML) 또는 글리세롤 모노올레이트 (GMO) 등의 
지방산의 모노글리세리드 혼합물, 라우라미드 디에타노라민 (LDEA), 약 10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지방산의 에스테르 및(또는)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등의 저급 C1-4 알코올의 혼합물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모노글리세리드는 지방산의 모노글리세리드와 혼합물의 이름이 유래되는 주성분 중의 하나의 
모노글리세리드의 혼합물로써 사용되어 왔다.  시판되고 있는 모노글리세라이드의 하나의 예는 에머레스
트 (Emerest) 2421 글리세롤 모노올레이트 (Emery Division, Quantum Chemical Corp.사 제품)로서, 이것
은 글리세롤 모노올레이트 함량 58%와 글리세롤 올레이트 및 모노에스테르 총함량 58%와의 혼합물이다.  
시판되고 있는 모노글리세라이드의 다른 예는 글리세롤 모노올레이트 함량 61% 및 모노에스테르 총함량 
93%를 함유하는 미베롤 (Myverol) 1899K 글리세롤 모노올레이트와 글리세롤 모노리놀레이트 함량 68% 및 
모노에스테르 최소 총함량 90%를 함유하는 미베롤 (Myverol) 1892K를 들 수 있다.  모노에스테르는 10 내
지 20 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것으로부터 선택된다.  지방산은 포화 또는 불포화일 수 있고 예를 들어, 
라우르산, 미리스틴산, 스테아르산, 올레인산, 리놀레인산 및 팔미틴산을 포함한다.  모노글리세리드 침
투 증진제는 예를 들어, 글리세롤 모노올레이트, 글리세롤 모노라우레이트 및 글리세롤 모노리놀레이트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태양에 있어서, 2차 침투 증진제는 모노글리세리드 또는 불포화지방
산의 모노글리세리드 혼합물이고, 글리세롤 모노라우레이트 (GML)는 더욱 바람직하다.  본 명세서 및 청
구항에서 사용된 것으로써, 용어 모노글리세리드는 모노글리세리드 또는 지방산의 모노글리세리드 혼합물
을 나타낸다.

모노에스테르 총함량이 65% 이하인 글리세롤 모노올레이트는 접착제가 피부에 전달 장치를 유지시키는 기
능을 할 수 없는 정도로, 공지된 접착 재료와 역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따라서, 인-라인 접
착제가 본 발명 장치의 한 부분으로 존재할 때는 침투 증진제가 접착제를 경유해 통과하도록 해야하고, 
글리세롤 모노올레이트가 2차 침투 증진제로써 사용될 때는 글리세롤 모노올레이트가 65% 이상의 모노에
스테르 총함량을 가져야 한다.  

침투 증진 혼합물은 매트릭스 또는 담체 전체를 통해, 바람직하게는 예상되는 시간 동안 저장 용기 중의 
증진제의 침투 증진량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농도로 분산시킨다.  추가로, 별도의 침투 증진제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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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도 2에서와 같이 침투 증진제가 별도의 저장 용기에 과포화 상태로 존재한
다.

본 발명의 경피 전달 장치 중의 하나의 실시태양이 도 1에 설명되었다.  도 1에 있어서, 장치 1은 약물 
및 바람직하게는 약물 및 분산된 증진제를 함유하는 매트릭스 형태의 아실 락틸레이트 함유 저장 용기 
(약물 저장 용기) (2)로 이루어진다.  침투 증진제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실시태양에 있어서, 약물 저장 
용기 (2)도 또한 이들 추가의 증진제를 포함한다.  후면층 (3)은 약물 저장 용기 (2)의 한 표면에 접하여 
제공된다.  접착성 상층 (4)는 장치 (1)을 피부에 유지시키고, 장치의 남은 재료와 함께 처리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임의의 제형과 함께 접착성 후면층 (4)는 도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접착
층 (28) 등의 인-라인 접촉 접착제에 바람직할 수 있다.  후면층 (3)이 약물 저장 용기 (2)보다 약간 더 
큰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방법으로 약물 저장 용기 (2)의 물질이 상층 (4)의 접착제와 역상호작용하는 
것을 방해한다.  발탈성 또는 제거성 라이너 (5)도 또한 장치 (1)과 함께 제공될 수 있고, 장치 (1)을 피
부에 적용시키기 바로 전에 제거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태양, 피부 (17)상의 배치에서 나타난 장치 (10)을 설명한다.  이 실시태양
에 있어서, 경피적 전달 장치 (10)은 (12) 및 (14)의 두 영역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 라미네이트 약물 제
형/증진제로 이루어진다.  영역 (12)는 도 1에 대해 기재된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약물 저장 용기로 이
루어진다.  영역 (14)는 영역 (12)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매트릭스로부터 만들
어진 침투 증진제 저장 용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역 (14)는 바람직하게는 과포화 상태로 전
제에 분포된 아실 락틸레이트를 포함하고, 실질적으로 임의의 비용해된 약물은 없다.  하나 이상의 추가
의 침투 증진제도 또한 임의로 영역 (14)에 포함될 수 있다.  아실 락틸레이트의 방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속도 조절 막 (13) 및 영역 (14)에서 영역 (12) 까지의 임의의 추가의 증진제가 두 영역 사이에 위
치한다.  영역 (12)로부터 피부까지 증진제의 이탈율을 조절하기 위한 속도 조절 막 (나타내지 않았음)도 
또한 임의로 이용될 수 있고 피부 (17) 및 영역 (12)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속도 조절 막은 전달 장치의 안과 밖으로 약물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당업계에 알려져 있고 침투 증
진제에 대해 영역 (12) 보다 더 낮은 침투성을 갖는 침투성, 준침투성 또는 미세공극성 물질로부터 가공
될 수 있다.  적합한 재료는 제한이 없지만 폴리에틸렌,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및 에틸렌비닐 아세테아트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도 2에 기재되어 있는 장치의 장점은 약물 적하 영역 (12)가 저장 용기 (11)의 전체 범위이기 보다는 피
부 표면에서 농축되는 점이다.  이것은 장치내의 약물량을 감소시키는 반면 침투 증진제 또는 혼합물의 
적합한 공급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장치 (10)의 약물 제형/증진제-저장 용기 (11) 위로 얹혀진 것은 도 1과 관련하여 상기한 바와 같이 후면
층 (15) 및 접착 상층 (16)이다.  추가로, 박탈성 라이너 (나타내지 않았음)가 도 1과 관련하여 기재된 
바와 같이, 사용되기 전에 장치에 제공되는 것과 장치 (10)을 피부 (17)에 가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도 1 및 2의 바람직한 실시태양에 있어서, 담체 또는 매트릭스 물질은 분비 또는 흘러내림 없이 그 모양
을 유지시키기에 충분한 점도를 갖는다.  그런데, 매트릭스 또는 담체가 저 점도의 유동성 물질이라면, 
조성물은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4,379,454호(상기함)로부터 당업계에 공지된 바와 같이 조밀한 비다공
성 또는 미세다공성 피부 접촉 막에 완전히 봉인된다.

바람직한 경피 전달 장치의 예가 도 3에 설명되었다.  도 3에서, 경피 전달 장치 (20)은 약물 및 아실 락
틸레이트 침투 증진제를 모두 함유하는 약물 저장 용기 (22)를 포함한다.  임의로, 하나 이상의 침투 증
진제도 또한 약물 저장 용기 (22)에 포함될 수 있다.  저장 용기 (22)는 약물 및 분산된 증진제를 함유하
는 매트릭스 형태인 것이바람직하다.  저장 용기 (22)는 약물 및 아실 락틸레이트 모두에 비침투성인 후
면층 (24)와 인-라인 접촉 접착층 (28) 사이에 끼워진다.  도 3에서, 약물 저장 용기 (22)는 그 형탤를 
유지시키는데 충분한 점도를 갖는 고무 중합체 등의 재료로 형성된다.  장치 (20)은 접촉 접착층 (28)에 
의해 피부 (17) 표면에 부착된다.  층 (28)에 대한 접착제는 양립성이며 임의의 약물 또는 특히, 아실 락
틸레이트 침투 증진제와 상호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택되어야 한다.  접착층 (28)도 임의로 아실 
락틸레이트나 또는 약물을 함유할 수 있다.   박리 가능한 라이너 (나타내지 않았음)는 보통은 접착층 
(28)의 노출된 표면에 따라 제공되고 장치 (20)을 피부 (17)에 가하기 전에 제거된다.  별도의 실시태양
에 있어서, 속도 조절막 (나타내지 않았음)이 존재하고 약물 저장 용기 (22)는 속도 조절막의 피부면에 
존재하는 접착층 (28)과 함께 후면층 (24) 및 속도 조절막 사이에 끼워진다.

도 1, 2 또는 3의 경피 장치의 다양한 층을 가공 하기에 적합한 물질들이 당업게에 공지되어 있거나 앞서 
참고로 인용한 상기 경피 장치의 특허에 개시되어 있다.

약물/아실 락틸레이트 침투 증진제를 구성하는 매트릭스는 겔 또는 중합체일 수 있다. 적합한 재료는 약
물, 증진제 및 본 발명의 시스템 중의 임의의 다른 성분과 함께 양립성이어야 한다.  매트릭스는 수성 또
는 비수성 기재일 수 있다.  종래, 수성 제형은 물 또는 물/에탄올 및 겔화제, 예를 들어 히드록시에틸셀
룰로오스 또는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등의 친수성 중합체 약 1-5 중량%를 포함한다.  종래의 비수성 
겔은 규소 유체 또는 광유로 이루어진다.  종래, 미네랄 기재 겔도 또한 콜로이드성 규소 이산화물 등의 
겔화제 1-2 중량%를 포함한다.  특정 겔의 적합성은 제형 중의 임의의 다른 성분 외에 약물 및 침투 증진 
화합물과 겔 성분의 양립성에 의존된다.

비수성 기재 제형을 사용할 때는, 저장 용기 매트릭스가 소수성 중합체로 이루어진 것이 적합하다.  적합
한 중합체 매트릭스는 경피성 약물 전달 업계에 잘 공지되어 있고, 그 예들은 본 명세서에 참고로 인용한 
상기의 특허에 기재되어 있다.  종래, 라미네이트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중합체성 막 및(또는) 미국 특허 
제4,144,317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바랍직하게는 비닐 아세테이트의 함량이 약 9% 내지 약 60%이
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9% 내지 40%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EVA) 공중합체 등의 매트릭스로 이루어졌
다.  광유 또는 폴리이소부티렌 등의 오일과 평형이 된 상태로, 고분자량의 폴리이소부틸렌 4-25% 및 저
분자량의 폴리이소부틸렌 20-81%를 함유하는 폴리이소부틸렌/오일 중합체도 또한 매트릭스 재료로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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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본 발명에 필수적인 약물 및 아실 락틸레이트 외에, 매트릭스도 안정화제, 염료, 색소, 불활성 여과기, 
점착 부여제, 부형제 및 당 업계에 공지되어 있는 경피적 전달 장치의 통상의 다른 성분을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치료  장치  중에  존재하고  치료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약물량은  많은  요인들 
이를테면, 특정 약물의 최소 필수 투여량; 매트릭스, 접착층 및 속도 조절막의 침투성; 및 장치가 피부에 
고정되는 시간에 의존된다.  사실상, 장치 중에 존재하는 약물의 최대량에는 상한선은 없다.  각각의 약
물의 최소량은 약물이 주어진 적용 시간 이상으로 바람직한 방축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량으로 장치 
중에 존재해야만 하는 요구도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약물은 매트릭스 전제를 통해 과포화 농도 즉 단일 활성으로 분산된다.  과량은 본 발명의 
시스템의 게획된 유용 수명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약물은 본 발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포화 이하의 
최초 농도로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약물은 다음의 경우, 1) 약물의 피부 유출이 충분히 낮아서 
저장 용기 약물 고갈이 느리며 작을 때; 2) 약물의 일관성 없는 전달이 요구되거나 허용될 때; 및(또는) 
3) 물이 많이 사용되는 곳인 피부로부터 저장 용기로 물이 이동하여, 저장 용기의 포화가 사용중에 달성
될 때, 최초의 포화 농도로 존재할 수 있다.

아실 락틸레이트 침투 증진제는 매트릭스 전체에, 바람직하게는 예상되는 투여 시간 동안 저장 용기 중의 
증진제의 침투 증진 농도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농도     로 분산된다.

본 발명의 특정의 실시태양에 있어서, 모노글리세리드 또는 글리세롤 모노라우레이트 (GML) 및 글리세롤 
모노올레이트 (GMO)를 포함하는 지방산의 모노글리세리드의 혼합물, 라우라미드 디에탄올아민 (LDEA), 약 
10 내지 20 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지방산의 에스테르 및(또는)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등의 저급 C1-4 

알코올 등의 하나 이상의 추가의 침투 증진제도 매트릭스 전체에, 바람직하게는 예상되는 침투 시간 동안 
약물 저장 용기 중의 증진제의 침투 증진 농도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농도로 또한 분산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약물은 피부 또는 다른 신체 표면을 통해, 치료적으로 효과적인 비율 (즉,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제공하는 비율)로 전달되고, 아실 락틸레이트 침투 증진제는 예정된 시간 동안 침투 증진 비
율 (즉, 약물의 적용 위치에 대한 침투성의 증진을 제공하는 비율임)로 전달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태양은 도 3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단일체이고, 여기서 저장 용기 (22)는 30-90 
중량% 중합체 (비닐아세테이트 함량 40%를 갖는 EVA), 약물 0.01-40% 및 아실 락틸레이트 1-70%를 포함한
다.  인-라인 접착층 (28)은 침투 증진제와 양립성인 접착제를 함유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바람직한 실
시태양에 있어서, 도 3과 같은 단일체는 30-90% 중합체, 약물 0.01-40% 및 아실 락틸레이트 1-70% 및 2차 
침투 증진제 1-45%, 바람직하게는 GML로 이루어진 저장 용기 22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장치는 7일 이상의 장시간 동안 약물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일반적으로, 피부 부위는 7일 이상의 폐색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시스템 또는 피부를 들어 올리는 
시스템의 모서리가 오랜 적용 시간 동안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장치의 적용에 대한 최대의 시간 제
한은 7일이다.  7일 이상 약물의 전달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호르몬이 피임 효과를 위해 사용될 
때), 하나의 장치가 효과적인 시간 동안 피부에 위치하게 될 때, 장치는 새 장치로 대체되고, 바람직하게
는 상이한 피부 영역에 놓인다.

본 발명의 경피적 치료 장치는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는 방법 예를 들어, 본 명세서에 열거되어 있는 경피
적 장치 특허들에 기재되어 있는 방법들로 제조된다.  하기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실시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고 어떤 방식이로든 본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실시예 1

광유 중에 프로게스테론을 포화 상태로 함유하고 있는 공여자의 사체 피부를 통한 프로게스테론의 유출을 
측정하기 위해 다수의 시험 샘플을 제조하였다.  프로게스테론 비히클은 락틸산카프로일 또는 락틸산라우
로일 20 중량%와 또한 혼합하였고 또는 글리세롤 모노라우레이트 1.1 중량%와 함께 분산시켰다.  경피 유
출은 35℃, 표준 확산 세포에서 사람 표피를 사용하여 얻었다.  도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락틸산 
카프로일 및 락틸산 라우로일의 프로게스테론 혼합물은 피부를 통한 프로게스테론의 유출이 우수함을 보
여준다.

실시예 2

사체 피부를 통한 테스토스테론 유출을 측정하기 위해 다수의 시험 샘플을 제조하였다.  광유 중에 포화
된 테스토스테론이 대조군으로서 사용되었고, 12% GML/7% 락틸산 카프로일 또는 12% GML/7% 락틸산 카프
로일을 포함하는 혼합물과 비교하였다.  경피 유출은 35℃, 표준 확산 세포에서 사람 표피를 사용하여 얻
었다.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GML/아실 락틸레이트 혼합물을 함유하는 용액은 대조군보다 2 배 이상
의 피부를 통한 테스토스테론 유출을 일으켰다.

실시예 3

약물/침투 증진제 저장 용기는 비닐 아세테이트 함량 40% (EVA 40,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USI Chemicals
사)의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를 내부 믹서 (Brabender 유형 믹서)에서 EVA 40 펠릿이 용융될 때까지 혼합
시킴으로써 제조하였다.  이어서, 테스토스테론, 락틸산라우로일 (LLA), 락틸산카프로일 (CLA), GML, 락
트산 (LA), M-DEA, L-DEA 또는 라우릴 락테이트 (LL)를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첨가하였다.  이 혼합물
을 골고루 섞고, 냉각시키고, 캘린더에 걸어 5 mm두께의 필름을 얻었다.

이어서,  이  필름을  한  쪽면을  뒤로  하고  반대쪽은  아크릴레이트  접촉  접착제인  메드파  (Med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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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3M사 제품)에 라미네이트 시켰다.  이어서, 이 라미네이트는 철 펀치를 사용하여 1.98 cm
2
로 

절단시켰다.

사람 표피의 둥근 조각을 침투 세포의 공여자 분획과 접하고 있는 피부 각질층과 함께 수평의 침투 세포
에 위치시켰다.  라미네이트의 이탈 라이너는 제거하였고, 이 시스템은 표피의 피부 각질층 위에 모았다.  
이어서, 세포는 차폐시켰다.  수용체 용액의 공지된 부피 (20 ml)는 35℃에서 평형시키고, 수용체 분획에 
위치시켰다.  기포를 수용체 분획으로부터 제거시키고, 세포를 캡핑시키고 35℃, 수조 진탕기에 넣었다.

[표 1]

약물/침투 증진제 저장 용기 (중량 %)

          저장기 제형              중량%

테스토스테론/LLA/GML/EVA 40            10/20/20/50

테스토스테론/CLA/L-DEA/EVA 40            10/20/20/50

테스토스테론/LL/LA/GML/EVA 40            10/12/3/20/55

테스토스테론/LL/LA/L-DEA/EVA 40            10/12/3/20/55

테스토스테론/LLA/M-DEA/EVA 40            10/20/20/50

테스토스테론/LL/LA/M-DEA/EVA 40            10/12/3/20/55

       테스토스테론/EVA 40               2/98

주어진 시간간격 마다, 전체 수용체 용액을 세포로부터 제거하고 35℃에서 미리 평형시킨 신선한 수용체 
용액의 동부피로 대체하였다.  수용체 용액은 테스토스테론 함량을 HPLC로 분석할 때까지 실온에서 뚜껑
이 달린 용기 중에서 저장하였다.  약물 농도 및 수용체 용액의 부피로부터, 하기와 같이 표피를 통한 약

물의 유출을 계산하였다; (약물 농도 × 수용체 부피)/(면적×시간) = 유출 (μg/cm
2
·hr).  다양한 시스

템으로부터 획득한 테스토스테론의 유출을 도 6에 나타냈다.  도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락틸산 라우로일 
또는 락틸산 카프로일을 포함하는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형은 피부를 통한 테스토스테론의 우수한 유출을 
일으켰다.

본 발명은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태양을 참고로 하여 상세히 기재하였으나 변화 및 변형이 본 발명의 정신
과 범위 내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이해해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약물 및 

b) 상기 약물을 환자에게 치료상 효과적인 속도로 전신계에 전달시키기 위한, 약물에 대한 신체 표면 또
는 막의 침투성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에 충분한 아실 락틸레이트 침투 증진제의 침투 증진 충분량을 
배합하여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약물 및 아실 락틸레이트 침투 증진제는 제약학상 허용되는 담체 내에 
분산되는 것인, 

신체 표면 또는 막을 통한 침투에 의해 약물을 환자의 전신 순환으로 경피 전달시키기 위한 물질의 조성
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아실 락틸레이트가 락틸산 카프로일인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아실 락틸레이트가 락틸산 라우로일인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아실  락틸레이트  침투  증진제가  모노글리세리드  또는  지방산의  모노글리세리드의 
혼합물, 라우라미드 디에탄올아민, 10 내지 20 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지방산의 에스테르 및 저급 C1-4 알

코올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침투 증진제의 침투 증진량과 배합된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아실 락틸레이트 침투 증진제는 글리세롤 모노라우레이트의 침투 증진량과 함께 배합된 
조성물.

청구항 6 

a) 약물 및 침투 증진량의 아실 락틸레이트 침투 증진제를 포함하는 저장 용기 (2,22) 및 

b) 신체 표면 또는 막과의 약물- 및 침투 증진제- 전달에 관련하여 상기 저장 용기를 유지시키는 수단 
(4,28)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약물은 치료상 효과적인 속도로 환자의 전신 순환에 전달되는, 

신체 표면 또는 막을 통한 침투에 의해 약물을 환자의 전신 순환에 치료상 효과적인 속도로 경피 투여 하
기 위한 장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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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아실 락틸레이트가 락틸산 카프로일인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아실 락틸레이트가 락틸산 라우로일인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약물이 테스토스테론인 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약물이 프로게스테론인 장치.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아실  락틸레이트  침투  증진제가  모노글리세리드  또는  지방산의  모노글리세리드의 
혼합물, 라우라미드 디에탄올아민, 10 내지 20 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지방산의 에스테르 및 저급 C1-4 알

코올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침투 증진제의 침투 증진량과 배합된 장치.

청구항 12 

a) 약물 및 침투 증진량의 아실 락틸레이트 침투 증진제를 포함하는 제1저장 용기 (12);

b) 상기 침투 증진제의 부가량 및 실질적으로 약물이 없는 것을 포함하는 제2 저장 용기 (14);

c) 제1저장 용기 및 제2저장 용기 사이의 속도 조절막 (13);

d) 신체 표면 또는 막과의 약물 및 침투 증진제 전달에 관련하여 상기 제1 및 제2 저장 용기를 유지시키
기 위한 수단 (16)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약물은 환자의 전신 순환에 치료상 효과적인 속도로 전달되는 
것인,

신체 표면 또는 막을 통한 침투에 의해 약물을 환자의 전신 순환에 치료상 효과적인 속도로 경피 투여하
기 위한 장치 (10).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아실 락틸레이트가 락틸산 카프로일인 장치.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아실 락틸레이트가 락틸산 라우로일인 장치.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약물이 테스토스테론인 장치.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약물이 프로게스테론인 장치.

청구항 17 

제10항에 있어서, 아실 락틸레이트 투과 증진제가 모노글리세리드 또는 지방산의 모노글리세리드의 혼합
물, 라우라미드 디에탄올아민, 10 내지 20 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지방산의 에스테르 및 저급 C1-4 알코올

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침투 증진제의 침투 증진량과 배합된 장치. 

청구항 18 

a) 약물 및

b) 상기 약물을 환자에게 치료상 효과적인 속도로 전신계로 전달하기 위한, 약물에 대한 신체 표면 또는 
막의 침투성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에 충분한 침투 증진량의 아실 락틸레이트 침투 증진제를 신체 표면 
또는 막에 동시에 투여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신체 표면 또는 막을 통한 침투에 의해 약물을 환자의 전신계 순환계에 치료상 효과적인 속도로 경피 투
여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추가로 모노글리세리드 또는 지방산의 모노글리세리드의 혼합물, 라우라미드 디에탄올
아민, 10 내지 20 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지방산의 에스테르 및 저급 C1-4 알코올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침투 증진량의 침투 증진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아실 락틸레이트가 락틸산 라우로일인 방법.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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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아실 락틸레이트가 락틸산 카프로일인 방법.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약물이 테스토스테론인 방법.

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약물이 프로게스테론인 방법.

청구항 24 

제18항에 있어서, 약물이 약 10 시간 이상의 투여 기간의 실질적인 부분에 걸쳐서 상기 환자의 전신 순환
에 치료상 효과적인 속도로 투여되는 방법.

청구항 25 

a) 약물 및 침투 증진량의 아실 락틸레이트 침투 증진제를 포함하는 제1 저장용기 (2, 22) 및

b)  신체 표면 또는 막과의 약물- 및 침투 증진제-전달에 관련하여 상기 저장 용기를 유지시키는 수단 
(4,28)로 이루어진 경피 전달 장치 (1,20)를 사람의 신체 표면 또는 상에 위치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약물은 환자의 전신 순환에 치료상 효과적인 속도로 전달되는,

약물을 경피 투여하는 방법.

청구항 26 

a) 약물 및 침투 증진량의 아실 락틸레이트 침투 증진제 포함하는 제1 저장용기 (10);

b) 상기한 침투 증진제의 부가량 및 실질적으로는 약물이 없는 것을 포함하는 제2 저장 용기 (14);

c) 제1 저장 용기 및 제2 저장 용기 사이의 속도 조절막 (13);

d) 신체 표면 또는 막과의 약물-및 침투 증진제-전달에 관련하여 상기 제1 및 제2 저장 용기를 유지시키
기 위한 수단 (18)로 이루어진 경피적 전달 장치를 사람의 신체 표면 또는 막에 위치시키는 단계로 이루
어지고, 상기 약물은 치료상 효과적인 속도로 환자의 전신 순환계에 전달되는, 

약물의 경피 투여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14-9

1019970708461



    도면3

    도면4

14-10

1019970708461



    도면5

14-11

1019970708461



    도면6a

14-12

1019970708461



    도면6b1

14-13

1019970708461



    도면6b2

14-14

1019970708461


